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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관련된 배경적 요인, 목적, 기대 및 가치가 자녀지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자녀의 성취수준, 부모의 스포츠양육 목적, 성취기대, 과제가치 변인에 따른 부모지원비용,
부모지원시간의 영향관계를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소득과 정체성 목적은
자녀지원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가구소득은 자녀지원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기대는
가구소득의 자녀지원비용에 대한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유용성 가치는 소득, 관계적 목적의 자녀지원비용에 대
한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엘리트스포츠에서 부모의 자녀지원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정량적 근거를 제
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엘리트선수, 스포츠양육, 기대가치이론, 과제가치, 부모지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arents' income, goal, expectancy, and value 
affect their parents' child supporting behavior, and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parents supporting 
their children of elite athletes. For this, the influence relations of parental supporting cost/time 
according to income, children's achievement level, parents' sports parenting objective, achievement 
expectancy, and task value were analyzed through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ncome and identity objective had an effect on supporting 
time. Income affected the supporting cost. Achievement expectancy had a moderating effect of income 
on supporting cost, and usefulness value had a moderating effect on income and relational objective. 
It is significant that it provided a quantitative basis for understanding parents' child supporting 
behavior.

Key Words : Elite athletes, Sports parenting, Expectancy-value model, Task value, Parent suppor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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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스포츠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의 하계, 동
계 올림픽에서 8위, 7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양궁, 쇼트
트랙, 여자골프는 세계 최강이고, 축구와 야구에서는 세
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자본을 갖춘 자녀
를 둔 경우 엘리트선수로의 진로를 한번 쯤 생각하게 한
다. 엘리트선수로의 진로는 또 다른 교육적 기회처럼 보
인다. 사람들은 스포츠가 마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하며 탁월한 성과를 낸 스포츠 스타들의 스토리에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주목한다. 많은 대중들은 스포츠가 
성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1].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엘리트선수로서 진로를 선택하
는 것, 엘리트선수로서 성공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
가 아니다. 아이(혹은 학생) 당사자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부모, 코치와 같은 참여 주관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
을 미치며, 막상 자녀가 엘리트선수로의 길을 선택하면 
부모의 많은 관여가 요구된다[2]. 

엘리트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스포츠 참여의 문제라
기보다 교육적, 투자적 관점의 문제다. 자녀의 엘리트스
포츠 참여는 부모의 지원에 의지하며 그에 따라 점차 부
모의 영향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아 선수의 어
머니는 아이를 선수로 키우는 동안 매니저, 코치, 위로자 
등 여러 가지 역할로 자녀의 전체 일상에 동행해야 했다
고 하였고[3], 손흥민이라는 스타가 탄생하는데 그 아버
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으며[4],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여성 골프선수들에게서도 비슷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5]. 

최근 한국 엘리트스포츠는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학원스포츠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고, 정부
는 학원스포츠의 왜곡된 문화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인기 스포츠 중심의 선수 수급 변화가 나타났다. 지
난 10년 동안 야구, 축구, 빙상, 수영, 배드민턴 등의 종
목은 선수 수가 크게 증가했고, 육상, 유도, 복싱, 핸드볼 
등의 종목은 감소했다[6]. 셋째, 클럽과 같은 사적 영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요트[7], 빙상[8], 축구[9], 골프
[10] 등 다양한 종목에서 그렇다. 이러한 변화는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사교육이 확대되거나[11], 부모의 과도한 
관여,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기도 하였다[12]. 

이와 같은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환경 변화는 결과적으
로 부모들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녀의 선수로서 진학, 취직 등의 성취를 위해 부모에게 

자녀 못지않은 몰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골프
대디라고 불렸던 한국 골프선수들의 부모들은 자녀지원
을 위해 일상생활을 자녀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었고[10], 
빙상 선수들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빙
상장에서 보내야만 했다[8]. 이처럼 자녀의 엘리트선수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
는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감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들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13].

한국의 엘리트스포츠 참여 환경이 학교 중심에서 사적 
영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부모는 사적 영역의 중요
한 주체이며, 엘리트스포츠는 그 진로의 특수성, 극단성
으로 인해 일반 교과 영역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
의 많은 개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부모의 의사결
정, 행동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지원행위에 관심을 
갖는다. 그 동안 부모의 자녀지원행위를 교육열의 관점에
서 해석하는 시도가 있었는데[14], 스포츠양육 현장에서
의 부모의 열성 또한 교육열로 해석되기도 하였다[15]. 
그러나 스포츠양육에서 부모의 자녀지원행위가 어떠한 
동기나 영향에 의해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
로 부족했다. 그동안의 스포츠양육 관련 연구는 주로 자
녀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16,17], 스포츠 참여 및 지원행
동의 주관자이자 당사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그 연구의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다. 

Eccles의 기대가치모델은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성취 
관련 행동 사이의 연관성,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믿음의 
연관성을 가정하는 성취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
로, 선택 행동에서의 중요한 예측 인자를 성공 및 과제가
치에 대한 개인의 기대치로 본다[18]. 기대가치모델에서
는 부모의 과제가치, 믿음, 기대에 대한 태도, 자녀의 소
질과 이전의 성취, 문화적 환경 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
쳐 자녀의 기대 및 가치를 형성하여 성취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스포츠양육 행
위를 곧 성취 행동으로 보고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기대
가치 및 환경적 요인에 주목한다.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 참여 주관자라는 가정 하에 그
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부모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기대가
치이론과 함께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다중목적 관점[19]을 차용
하여 자녀를 스포츠에 참여시키는 부모의 행동을 설명하
고자 한 연구는 부모의 행동에 목표적이고 도구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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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 1 2

Relational objective1 0.823 0.164

Relational objective2 0.750 0.175

Relational objective3 0.747 0.077

Relational objective4 0.703 0.091

Identity objective1 -0.064 0.777

Identity objective2 0.294 0.766

Identity objective3 0.229 0.761

Eigen values 2.935 1.342

% of variance 41.928 19.178

Cumulative 41.928 61.106

KMO=.763 Batlett=758.783, df=21, sig=.000

Factor 1 2

Intrinsic value1 0.826 0.135

Intrinsic value2 0.806 0.188

Intrinsic value3 0.779 0.107

Intrinsic value4 0.551 -0.027

Usefulness value1 0.054 0.884

Usefulness value2 -0.018 0.861

Usefulness value3 0.274 0.618

Eigen values 2.935 1.342

% of variance 41.928 19.178

Cumulative 41.928 61.106

KMO=.703 Batlett=804.244, df=21, sig=.000

Table 1. Factor analysis of values, objectives 표가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20].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관련된 배경적 요인, 목적, 

기대 및 가치가 자녀지원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엘리트선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지원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는 것이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자녀가 엘리트선수로서 만 2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 부모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
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종목별 경
기대회 경기장, 훈련장, 학교 등에서 자녀를 지원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온 부모들을 만나 설문지 450부를 배부하
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태권도(125
명), 볼링(68명), 체조(43명), 펜싱(28명) 등 23개 종목의 
선수 부모가 응답한 설문지 415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
였다. 중학교 엘리트선수의 부모는 81명, 고등학교 엘리
트선수의 부모는 334명이었으며, 자녀 성별은 남성 266
명, 여성 149명이었다. 응답자는 아버지 136명, 어머니 
279명이었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

용하였으며, 설문대상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설
문을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에는 첫째, 자녀의 엘리트선수 
종목, 자녀 나이, 성별, 부모의 나이, 성별, 가구소득, 엘
리트선수로서 현재의 성취 정도를 묻는 인구사회학적 및 
기초배경 문항을 포함하였다. 둘째, 자녀의 엘리트스포츠 
참여에 대한 부모의 지원 목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Dorsch, Smith, Wilson, & McDonough[20]의 부모

목적 파악을 위한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는데 관계적 
목적 4문항, 정체성 목적 3문항 등 2개 요인으로 구성하
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계수는 .764, .687로 나
타났다. 셋째, 성취기대 문항은 엘리트선수로서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로 기대가치모형[21]을 바탕으로 
김태현[22]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3개 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계수는 .790으로 나
타났다. 넷째, 과제가치 문항은 자녀의 엘리트스포츠 참
여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대가치모형[21]을 바탕으로 김태현[22]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내재적 가치 4문항, 유용성 가치 3문항 등 2
개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Cronbach's α계수
는 각각 .729, .715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엘리트스
포츠 참여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사용하
는 시간 문항을 포함하였다. 

2.3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자료처리를 위하여 SPSS 24.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
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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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
째, 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
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상관관계분석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인 자녀지원
시간은 가구소득, 지원비용, 정체성 목적, 내재적 가치와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자녀지원비용은 가구소득, 지
원시간과는 정적인 관계가, 관계적 목적, 성취수준과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관계적 목적은 성취기대, 유용
성 가치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정체성 목적은 성취기
대, 내재적 가치, 유용성 가치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 1
2 -.199** 1
3 .191** -.093 1
4 .285** -.112* .195** 1
5 -.079 -.026 -.073 -.097* 1
6 -.033 -.050 .212** .069 .000 1
7 .061 -.213** .117* .010 .330** .229** 1
8 -.045 .012 .144** -.021 .080 .217** .360** 1
9 .085 -.160** .023 -.009 .416** .229** .603** .000 1

1:Income, 2:Achievement level, 3:Supporting time, 
4:Supporting cost, 5:Relationship objective, 
6:Identity objective, 7:Expectancy, 
8:Intrinsic value, 9:Usefulness value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3.2 부모의 소득, 목적, 성취기대, 과제가치, 자녀의 
성취수준이 부모의 자녀지원행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엘리트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부모의 행위와 
가구소득, 자녀지원 목적, 성취기대, 과제가치, 자녀의 성
취수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Depen
dent

In
depende

nt.

Un-std.
coef.

Std.
coef. t ρ

β S.E. β

Support
-ing 
time

1 .185 .049 .185 3.776 .000
2 -.045 .050 -.045 -.899 .369
3 -.074 .054 -.074 -1.382 .168
4 .188 .050 .189 3.738 .000
5 .075 .068 .075 1.108 .269
6 .090 .055 .090 1.653 .099
7 -.058 .067 -.058 -.875 .382

F=6.690, R2=0.104

Support
-ing  
cost

1 .281 .049 .283 5.783 .000
2 -.052 .049 -.052 -1.048 .295
3 -.052 .054 -.052 -.972 .332
4 .094 .050 .094 1.864 .063
5 .032 .068 .032 .474 .636
6 -.036 .054 -.036 -.662 .508
7 -.061 .066 -.061 -.911 .363

F=6.520, R2=0.101
1:Income, 2:Achievement level, 3:Relationship objective, 
4:Identity objective, 5:Expectancy, 6:Intrinsic value, 
7:Usefulness value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supporting behavior as 
objectives, expectancy, and values

첫째, 부모의 자녀지원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β=.185, t=3.776), 정체성 목적(β=.189, 
t=3.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취수준, 관계적 
목적, 성취기대, 내재적 가치, 유용성 가치는 부모의 자녀
지원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자녀지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β=283, t=5.7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지원 
목적, 자녀의 성취수준, 과제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성취기대, 과제가치의 상호작용이 자녀지원행위
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가구소득, 자녀지원 목적, 자녀의 성취수
준이 부모의 자녀지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성취기대와 과제가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목적을 갖
고 4개의 독립변수와 성취기대 및 과제가치 3개 요인과
의 상호작용효과가 자녀지원행위(시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여섯 차례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4개의 상호작용변인 중 첫째, 가구
소득과 성취기대의 상호작용변인이 부모지원행위 중 지
원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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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자녀지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유용성 가치와 가구소득, 유용성 가치와 관계적 
목적의 상호작용변인이 자녀지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엘리트선수로서
의 진로에 대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 관계적 목적이 자녀지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s 1step 2step 3step

Dependen
t : 

Suppor
-ting 
cost

Independent

1 .270*** .271*** .245***
2 -.056 -.059 -.080
3 -.077 -.073 -.076
4 .075 .078 .066

Moderation 5 　 -.013 -.004
Interaction 1 x 5 　 　 .174**

F 10.915 8.724 6.613
R2 .087 .085 .109

R2Change .096 .000 .031**

Dependen
t : 

Suppor
-ting 
cost

Independent

1 .278*** .283*** .267***
2 -.052 -.057 -.059
3 -.070 -.053 -.040
4 .079 .088 .084

Moderation 7 　 -.040 -.040

Interaction
1 x 7 　 　 .128*
3 x 7 　 　 .115*

F 11.210 9.067 6.724
R2 .091 .090 .112

R2Change .099 .001 .030**

1:Income, 2:Achievement level, 3:Relationship objective, 
4:Identity objective, 5:Expectancy, 6:Intrinsic value, 
7:Usefulness value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upporting 
behavior as expectancy, usefulness value

 

4. 논의

이 연구는 엘리트선수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
지원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가구소득, 자녀의 성취수준, 
스포츠양육지원의 목적, 기대 및 가치와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즉, 엘리트선수 부모들과 관련된 어떠
한 변수가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지원비용 및 지원시간
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가구소득이 부모의 자녀지원시간과 자녀지원비
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자녀지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집이 교육 및 투자의 관점

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사례는 다른 사
교육 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23,24]. 자녀지원시간이 
소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자녀지원시간과 자녀지원비용
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엘리트스포츠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거의 없지만, 부모
의 맞벌이 여부가 교육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를 참고할 수 있으며[25], 특히 엘리트스포츠 참여의 구
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일부 스포츠의 경우 부모의 동
행시간이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26] 가구소득과 자녀
지원시간의 연관성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
회계층에 의한 엘리트스포츠 참여 제한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27].

둘째, 정체성 목적이 자녀지원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열을 다룬 연구에서는 교육
지원행위의 근원을 부모의 정체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28]. 이 연구에서의 정체성 목적 또한 비슷한 의미인데,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성공에 대한 주
변의 평가에 민감한 유형이다[26]. 부모의 관계적 목적은 
자녀지원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체성 목적
이 자녀지원비용은 아니지만 자녀지원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자녀지원비용에 비해 자녀지원시간이 부모의 
더 많은 몰입과 관여를 표현하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이
것은 직접 시간을 투입하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부모에게 도덕적 해방감을 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29]. 관계적 목적과 정체성 목적 중 정체성 목적만 
부모의 자녀지원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 
목적으로 자녀의 엘리트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 관
계적 목적보다 도구적이고 교육 투자적 관점으로 엘리트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30]. 이는 
자녀지원행위를 통해 부모가 기대하는 이익의 관점이 작
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셋째, 가구소득과 성취기대의 상호작용이 지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엘리트선수로
서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이 스포츠 참여에의 
목표와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32]를 통해 변
수간 관계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유용성 가치가 
가구소득 및 관계적 목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지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기대와 가치가 성취를 위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기대가치이론[33]이 한
국 엘리트스포츠의 부모지원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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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성취기대 및 
유용성 가치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엘리트
선수라는 경력이 갖는 도구적 유용성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부모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앞서 정체성 목적이 자
녀지원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관계적 목
적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자녀지원비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영향은 정체성 목적이 더 유
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체성 목적의 경우 
자녀의 성공가능성이나 성취에 대한 기대가 꼭 따르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역할 및 정체성을 통해 투자하거나 
몰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관계적 목적의 경우 
섣불리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데, 이는 한국 엘
리트스포츠에서 참여와 성취에 있어 형식지화된 정보가 
별로 없다는 이유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녀가 엘리트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있어 
시간지원, 비용지원과 같은 부모의 지원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 스포츠양육 목적, 자녀의 성취수준, 부
모의 기대, 가치 등이 자녀지원행위와 어떠한 영향 관계
가 있는지를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첫째, 부모의 자녀지원행위 중 자녀지원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정체성 목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취수준, 관계적 목적, 성취기대, 그리고 가치 요
인은 부모의 자녀지원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내재적 가치의 경우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자녀지원행위 중 자녀
지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인 것으로 나
타났다. 목적, 가치, 기대 등 다른 요인들은 직접적인 인
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요인이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지원비용에 정적인 조
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 가치 요인은 소
득, 관계적 목적에 따른 자녀지원비용에 정적인 조절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엘리트스포츠에 참여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행위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자녀지원에 
대한 정체성 목적이 중요하며, 부모가 인식하는 성취기대
와 엘리트스포츠 참여에 대한 유용성 가치가 자녀지원행
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 엘리트스포츠에서 미흡하게 다루
어졌던 부모의 자녀지원행위를 규명함으로써 관련연구의 
경험적 지식 축적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및 의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엘리트스포츠에서 부모지원행위에 대한 
양적 접근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보니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차원의 분석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서
는 관련변인들을 추가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인
과관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성
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
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스포
츠양육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부모가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관심은 자녀의 엘
리트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지원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의 스포츠 배경 등을 측정하여 반
영한다면 스포츠자본 등의 관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결
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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