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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사회체육지도자의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서울 소재 스포츠시설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체육지도자를 모

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총 240명을 표집하 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

는 203명이었다. 설문지의 타당도  신뢰도는 문가회의를 통한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방법을 통해 검증하 다. Chronbach's α값은 .674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는 

SPSSWIN 18.0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일수록, 취업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개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연결망은 직업성취에 향을 미친다. 즉, 개인  연결망보다는 제도  연결망을 활용한 취

업자일수록 임 만족도는 높으며, 개인  연결망과 제도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자일수록 학력 합도는 

높다.

■ 중심어 :∣사회연결망∣직업성취∣개인적 연결망∣제도적 연결망∣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cial network of sports for all's instructor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study sampled 240 instructors of sports facilities of 

Seoul utilizing purposive sampling method in 2011. But this study finally used 203 samples in 

data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nstruments tested by expert meetings and reliability 

analysis. Chronbach's α is over .674. Data analysis 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18.0. Conclus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gender, number 

of employment influence on employment throughout individual network. Second, social network 

influences on occupational achievement. Namely, individual network influences on wage 

satisfaction, social network influences fitness of academic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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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몸짱과 건강에 한 사회  붐으로 인하여 사회

체육 지도자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사회체육 지도자는 국 등록신고체

육시설업에 총 24,772명이 배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5]. 사회체육 지도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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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취를 하게 되는 것일까? 스포츠사회학 연구 역

에서 이에 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반 경제학이

나 사회학 연구 역에 비해 상 으로 부족하 던 것

이 사실이다. 사회체육 지도자의 취업은 일반 으로 공

식경로, 간 경로,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

다. 만약 스포츠 노동시장에서 사회체육 지도자가 공식

경로이외에도 간 경로와 같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구

직행 를 행하여 직업성취를 하고 있다면, 이에 한 

구체 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학  에서 볼 때 구직자의 직장선택 문제는 

통 으로 개인의 합리  선택이라는 에서 근

되어 왔다. 직장탐색 모형은 구직자의 구직행 를 불완

한 정보 때문에 나타나는 마찰  실업의 에서 설

명하고 있다[12]. 구직자는 직장탐색의 한계비용과 한

계이익이 같아지는 수 에서 높이 임  는 의 임

을 정하고, 높이 임 이상의 임 을 제안하는 직장

을 선택하게 된다. 경제행 나 구직행 가 사회  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사회학 연구 역은 합리

 선택 이론을 기 로 하는 직장탐색 모형을 비 하고 

있다[2]. 즉, 구직행 에 있어서 합리  선택이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 상들이 찰되기 때문에 사회  

자본으로서의 사회연결망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직자는 공식경로이외에도 개인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연결망을 통한 사회  계를 동원하여 구직

행 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연결망과 구직과정에 

한 연구는 신고  경제학에서 합리  개인의 직장선

택과 같은 개인수 의 분석과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분

석에 한 안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흐름에 비해 

사회학  은 구직자와 사회  계의 구조와의 사

회  맥락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사회연결망과 구직행 나 직업성취에 한 근은 

스포츠사회학보다는 일반 사회학 연구 역에서 개되

어 왔으며, 표 인 연구로는 Granovetter[20]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Granovetter[20]는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의 목표설정과 진행과정, 그리고 성취에 미치는 총체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원자화된 행동이 아닌 사회연결

망의 향을 강조하 다. 이러한 사회연결망의 의미는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  자본이나 이미 주어

진 형태의 사회  구조가 아닌 구성원간 혹은 구성원과 

구조와의 계를 기본단 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연

결망을 통해 자신이 직  소유하지 않은 자원을 활용하

는데 있다는 것이다[1]. 

Granovetter[19][21]에 따르면 사회연결망은 연결망 

형성에 필요한 시간, 감정의 강도, 개인  친 도, 호혜

 행  등에 의해 강한 연결(strong tie)과 약한 연결

(weak tie)로 이분하고, 이웃, 아는 사람 등과 같은 약한 

연결이 가족, 친족, 친한 친구 등과 같은 강한 연결보다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 다. 왜냐하면 강한 연결은 정보

의 첩성이 높은 반면, 약한 연결은 정보의 첩성이 

낮아 취업에 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urt[15][16]는 그라노베터의 연구를 발 시켜 느슨한 

연결망(sparse network)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조

의 빈틈(structural holes) 는 구조  개념을 제시하

다. 구조 은 정보 달 면에서 복 이지 않은 연결

들을 가르는 틈이다. 즉, 복 이지 않은 정보를 달

하는 연결들은 구조 에 의해 서로 이어진다[2]. 

사회연결망과 구직행 나 직업성취의 계에 한 

요성은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

다. Lin[23]은 사회자본 이론을 통하여 취업에서의 사회

연결망 요성을 주장하 다. Lin[23]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정보흐름의 진, 

요 행 자에 한 향력 행사, 사회 보증, 개인의 정체

성  가치인정 강화에 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사회연결망과 취업의 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경상[9]은 취업시장에서의 개인  연결망의 특

성과 직업성취에 한 연구에서 개인  연결망이 직업

획득과 직업성취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최 호[13]는 청년층의 사회  자본으로서의 사회

연결망과 직업성취에서 개인  연결망이 제도  연결

망보다 직업성취에 의미있는 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으로써 본 논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17][18][20]들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정

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연결망에 의존하고 있

으며,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정보 획득 행 보다 직업성

취에 더 효율 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 다. 즉,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정보의 획득방법이 시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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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면에서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정보의 획득보다 정보

획득 행 의 경제  측면에서 효율 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취업정보 획득을 해 연결망에 의존하는 방법

은 자신의 개인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정보수집 범

의 확장을 불러오게 하고, 그만큼 자신의 직업선택의 

더 나은 기회를 가져오게 하며, 이는 결과 으로 직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7][18]. 즉, 취업

시장에서 공식경로 통로만을 상으로 하는 사람보다 

개인  연결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직업성취 수 을 

가름하는 임 , 직무만족도 등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

인다는 것이다[9].

취업에서 개인  연결망보다 공식경로를 더 많이 활

용하는 경우는 한 사회의 연 주의 는 연고주의가 강

한 경우이다. 연 주의를 이해하려면 연결과 연 의 개

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결은 보편주의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  계인 반면에, 연 은 지연이나, 

학연, 연처럼 특수 , 폐쇄  계를 말한다. 취업에

서 연 주의가 작용하는 경우는 연결보다는 연 이나 

연고를 선호하는 행화된 행  때문이다. 취업 과정에

서 강한 연결 는 빈틈이 은 연결망이 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은 연 주의가 강하다는 의미이다[4]. 노동

시장에서 연 주의는 취업의 불공정 는 불평등 등의 

역기능을 생시킨다. 연 주의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상황은 신뢰를 지표로 하는 거시  사회  자본이 부족

한데서 나타난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결망 일반

에 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반 한다. 이러한 경우

에는 개인  연결망이나 제도  연결망보다는 공식경

로를 활용한 취업방법이 많이 활용되며, 직업성취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 다면 사회체육 지도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취

업하고, 직업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 사회체육 지

도자의 사회연결망은 취업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상

이한 양상을 보이므로, 재로서는 사회체육 지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업하고, 이것이 직업성취도에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

하면 체육학 연구 역에서 본 논제와 련된 연구는 경

험 인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인 연

구는 박창범, 임수원[7]의 스포츠센터 체육지도자의 직

업획득 연결망 구조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연 망(82.8%)을 활용하여 취업하는 경향이 높

다고 보고하 다. 운동선수를 상으로 한 송재진[8]의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이 취업경로에 의미있는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회연결망의 개

념을 용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나 운동선수의 취업경

로를 규명하려 하 다는 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사

회연결망을 포함한 공식경로와 직  등의 변수 가

운데 어떠한 변수가 직업성취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스포츠 노동시장 가운데 사회체육 지도자의 구직행

를 이해하기 해서는 사회체육 지도자가 취업방법 

 어느 정도로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요인

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어떠한 사회연결망이 직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지

를 경험 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

이 직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

써 스포츠사회학 지식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스포츠

노동시장의 구직행 에 한 이해를 돕는데 그 필요성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  사회체육 지도자의 

개인  특성  인  자본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사회연결망이 직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문제
한국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 못지않게 연결망이 발달

한 사회이며, 연결망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다. 사람들은 연이나, 지연, 학연 등의 연결망을 통

해 독립된 행 자로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비공식  조

직의 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연결망은 

단순한 정치  쟁 과 일상생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

라, 스포츠 노동시장에서의 구직행 에서도 뿌리를 내

리고 있는 문제이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 으로 취업

에서 사회연결망이 다른 취업방법보다 더 많이 활용된

다고 하 다. 그 다면 사회연결망을 더 잘 얻을 수 있

는 취업자의 개인  특성  인  자본이 취업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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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된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연결망의 요성이 성, 연령, 취업횟수, 자격증 수, 취업

비 정도 등과 같은 취업자의 개인  특성  인  자

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컨 , 남성 취업자, 나이가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취업횟수가 많은 사람, 자격증이 많은 사람

이 상 으로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사회연결망

을 더 많이 얻고, 실제로 취업에서 더 많이 활용할 가능

성이 있다[2]. 

사회연결망은 개인  연결망과 제도  연결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연결망은 부모, 친척, 친구, 선

후배 등의 연결망이며, 제도  연결망은 학교추천, 장

실습  인턴십 등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사회체육 지

도자의 개인  특성  인  자본은 기본 으로 이러한 

사회연결망을 통한 취업에 향을 미치며, 사회연결망

의 속성이 직업성취에 상이하게 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그 다면, 어떠한 개인  특성  인  

자본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향을 미치며, 어

떠한 사회연결망이 사회체육 지도자의 직업성취에 더 

크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체육 지도자의 개인  특성  인  자본

은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은 직업성취에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재 서울시 소재 스포츠시설

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체육 지도자를 모집단으로 설

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240명을 표

집하 다. 구체 으로는 한강을 기 으로 하여 강남, 강

북, 강동, 강서로 사분한 후 무작 로 각 지역에 6개소

씩(공공스포츠시설 3개소, 상업스포츠시설 3개소) 총 

24개소를 무작 로 선정하여 1개소에 약 10명씩 총 240

명을 추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체육 지도자를 선

정할 때 종목에 계없이 무작 로 추출하여 조사하

다. 그러나 회수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에 사용된 사례수는 203명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백분율)

성 남자 125(61.5)
여자 78(38.5)

연령
25세이하 59(29.0)
26-30세 81(39.7)
31-35세 34(16.5)
36세이상 30(14.7)

학력
고졸 38(18.9)
대졸 150(73.5)
대학원 15(7.6)

취업횟수

1회 14(6.7)
2회 146(72.0)
3회 23(11.2)
4회 11(5.3)
5회 10(4.8)

직급 지도자 174(85.4)
팀장급이상 30(14.6)

자격증수

없음 7(3.5)
1개 49(24.0)
2개 68(33.5)
3개 44(21.8)
4개 20(9.6)

5개이상 15(7.5)
시설유형 공공 97(47.8)

상업 106(52.2)

이직의사
없음 62(30.4)

가끔한다 108(53.1)
자주한다 23(11.3)
타직장모색 10(5.2)

전  체 203(100.0)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과 직

업성취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크게, 개인  특성, 

사회연결망과 취업방법, 직업성취를 측정하 다. 이 연

구는 김성훈[2-4], 이경상[9], 최 호[13] 등의 연구를 

토 로 설문지를 작성하 다[표 2].

개인  특성  인  자본은 성, 연령, 학력, 자격증 

수, 시설유형, 취업횟수, 이직의사, 직 , 취업 비정도, 

연결망 크기 등으로 측정하 다. 성은 남자와 여자로 

이분하며, 연령은 만 몇 세로 직  기입하는 연속변수

로 측정하 다. 학력은 고졸이하, 졸, 학원이상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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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직업성취
  임금만족도 임금에 대한 만족 정도
  직무만족도 적성만족, 시간여유 만족, 근무환경 만족, 안정성 만족, 발전가능성 만족, 승진기회 만족
  전공적합도 현재 일의 내용과 수준을 응답자가 자신의 전공과 비교한 정도
  학력적합도 현재 일의 내용과 수준을 응답자가 자신의 학력과 비교한 정도

사회연결망 개인적 연결망 식구, 친척, 식구나 친척의 친구, 친한 친구, 아는 사람, 교수 등을 통한 취업
제도적 연결망 학교추천, 현장실습, 인턴십 등
기타 구직방법 매체, 직접 접촉하여 취업, 기타

개인적 
특성

및 인적 
자본

성 여성, 남성
연령 취업자의 나이
학력 최종 학력(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직위 취업자의 직위(지도자, 팀장급이상)
자격증 수 취업자가 취득한 국가자격증 수, 민간자격증 수
취업준비정도 취업관련 과목 수강, 교내외 취업특강 수강, 인턴십, 자격증 취득 노력
근무시설유형 취업자의 근무시설(공공스포츠시설, 상업스포츠시설)
취업횟수 현재의 직장까지 포함해서 이직한 횟수
연결망크기 현재의 직장에 취업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의 수

표 2. 변수의 정의 및 설문지 구성

계로 구분하며, 자격증 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증 수를 

직  기입하 다. 시설유형은 공공스포츠시설과 상업

스포츠시설로 이분하며, 취업횟수는 이직횟수를 측정

하 으며, 이직의사는 앞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가

능성을 측정하 다. 직 은 지도자와 장 이상으로 

이분하여 측정하 다. 취업 비정도는 취업 련 공

과목 수강, 취업 련 비 공과목 수강, 취업 련 교내 

특강 수강, 취업 련 교외 특강 수강, 취업 련 아르바

이트, 인턴사원 등 장실습 참여, 취업 련 자격증 취

득 등 7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사회연결망은 개인  연결망, 제도  연결망, 기타 구

직방법으로 측정하 다. 이는 이경상[9], 최 호[13]의 

연구에 토 한 것이다. 박창남[6], 김성훈[3]은 개인  

연결망(연 )과 학교추천을 구분하여 이것이 직업성취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 으나, 정작 학교추천에 해

서는 어떠한 사회연결망으로서의 특성과 의미도 찾거

나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제도  연결망 변수로서의 학

교추천을 마치 인쇄물, 벽보 등과 같은 기타 구직방법

처럼 단순 처리하여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13].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학교추천을 

제도  연결망에 포함시켰다. 개인  연결망은 식구, 친

척, 식구나 친척의 친구, 친한 친구,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으로 측정하 으며, 제도  연결망은 학교추천, 

장실습 등을 통한 취업으로 측정하 다. 기타 구직방법

은 매체, 직  직장에 찾아가서 문의하여 취업, 기타 등

을 통한 취업으로 측정하 다. 그리고 직업성취는 임

만족도, 직무만족도, 공 합도, 학력 합도로 측정하

다. 이는 최 호[13], 김성훈[3] 등의 연구를 기 로 

한 것이다. 임 만족도는 월평균 수입에 한 만족 정

도를 측정하 으며, 직무만족도는 보수만족, 성 만족, 

시간여유 만족, 근무환경 만족, 안정성 만족, 발 가능

성 만족 등으로 측정하 다. 

공 합도는 공 련성을 측정하 으며, 학력

합도는 학력과 비교한 성 등으로 측정하 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문가회의를 통하여 설

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리커트 형

식의 소수 문항이나 명목척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어 요

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 다. 

문가회의에서는 개인  특성  인  자본,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 직업성취 등의 설문지 구성 합

성을 검증하 다. 표 인 선행연구[3][13]들에서도 

사용되어 왔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단된

다. 신뢰도 검증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직무만족도와 

취업 비정도에 해 실시하 다. 신뢰도는 직무만족

도의 경우 Chronbach's α=.809, 취업 비정도의 경우 

Chronbach's α=.6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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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12명의 보조연구원에게 연구의 내용 

 취지와 설문조사 방법을 설명한 다음, 해당 시설에 

직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다. 설문조

사 방법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이루어졌다. 통계처리 

방법은 SPSSWIN 18.0 로그램을 활용한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이다.

Ⅲ. 결과

1. 개인적 특성 및 인적 자본이 사회연결망을 활용
한 취업에 미치는 영향
개인  특성  인  자본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

업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인  자본을 독립변수로, 사회연결망을 활

용한 취업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 변수는 유목변수

이기 때문에 가변수화하여 분석하 다. 

[표 3]은 개인  특성  인  자본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개인적 특성 및 인적 자본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
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개인  
연결망

제도  
연결망

성(남성) .645* -.104
연령 -.030 -.085*
학력 -.248 -.335
직위(지도자) .141 -.774
자격증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124
.106

.177
-.139

취업준비정도 .397 -.117
근무시설유형(공공스포츠시설) .185 -.263
취업횟수 .475** .140
연결망크기 .047 -.085

로그우도비
χ²
자유도
유의도

337.723
22.741
11
.019

325.163
19.507
11
.053

[표 3]에 의하면 모형1의 경우 개인  특성  인  

자본과 개인  연결망 활용 취업에 한 회귀모형의 

합도는 χ²값이 22.741로서 5%수 에서 유의한 반면에, 

모형2의 경우 개인  특성  인  자본과 제도  연결

망 활용 취업에 한 회귀모형의 합도는 χ²값이 

19.507로서 5%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한 모형1의 경우 회귀식에 포함된 독

립변수들 가운데 성과 취업횟수만이 5%, 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남성일수록, 그리고 

취업횟수가 많을수록 개인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2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도  연결망보다는 개인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개인  특성인 성과 인 자본인 취

업 비정도는 개인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유리하

게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특성인 연령은 

제도  연결망보다 개인  연결망을 통한 취업에 유리

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형1이나 2의 

경우 개인  특성  인  자본이 반 으로 개인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이 직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이 직업성취

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개인  특성 가운데 성(β=.170), 인

 자본인 취업 비정도(β=.355)는 임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취업횟수(β=-.165)는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사회연결망 가운데 제도  연결망(β=.170)은 임

만족도에 의미있는 향을 주고 있다. 임 만족도에 

한 투입변수의 설명력은 체 변량의 약 18.2%로 나타

났다. 사회연결망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2의 결과에서

는 여 히 제도  연결망(β=.156)이 임 만족도에 향

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인  자본인 국가자격증수(β=-.129)와 취업 비정도

(β=.494)만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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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직업성취

임 만족도 직무만족도 공 합도 학력 합도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성(남성) .170* -- .081 -- -.029 -- .146* --
연령 -.014 -- .108 -- .047 -- .129 --
학력 -.025 -- .023 -- -.052 -- .012 --
직위(지도자) .006 -- -.053 -- .230** -- .293*** --
자격증  국가자격증수 -.019 -- -.129* -- .029 -- -.243*** --
        민간자격증수 .033 -- .088 -- .099 -- -.123* --
취업준비정도 .355*** -- .494*** -- .356*** -- -.059 --
근무시설유형(공공스포츠) -.100 -- -.084 -- -.042 -- -.095 --
취업횟수 -.165* -- -.072 -- -.034 -- .143* --
연결망크기 .009 -- -.041 -- -.055 -- .023 --
개인적 연결망 활용 취업 .097 .098 -.045 -.033 .057 .086 .147* .155*
제도적 연결망 활용 취업 .170* .156* -.025 -.053 .022 .018 .173* .181*

R² .182 .040 .250 .002 .185 .006 .256 .044

표 4. 사회체육 지도자의 사회연결망이 직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연결망은 직무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한 설명력은 체 변량의 약 25%로 나

타났다. 사회연결망 변수는 직무만족도에 5%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인 직 (β=.230)와 인  자본인 취업 비

정도(β=.356)는 공 합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연결망은 공 합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공 합도에 

한 설명력은 체 변량의 약 18.5%로 나타났다. 사회

연결망 변수는 공 합도에 5%수 에서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인 성(β=.146), 직 (β=.293)와 인  자본

인 국가자격증수(β=-.243), 민간자격증수(β=-.123), 취

업횟수(β=.143)는 학력 합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결망(β=.147), 제도  연결

망(β=.173)은 학력 합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합도에 한 설명력은 

체 변량의 약 25.6%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 변수만

을 고려한 분석 결과에서는 개인  연결망(β=-.155)과 

제도  연결망(β=-.181)이 학력 합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4.4%로 나타났

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사회  자본이나 사회연결망과 구직과정에 한 연

구는 신고  경제학에서 합리  개인의 직장선택과 같

은 개인수 의 분석과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분석에 

한 안을 제시하는데 을 두고 있다. 기존 흐름에 

비해 사회학의 은 구직자와 사회  계의 구조와

의 사회  맥락에 한 요성을 강조한다. 구직자가 

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취업하는 경우 구성원간 는 

구조와의 계를 기본단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연

결망을 통해 자신이 직  소유하지 않은 자원을 활용하

는데 있다[1]. 직업성취에 있어서 사회연결망 변수가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사회학 연구 역

에서는 이에 한 경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이 연구는 사회체육 지도자

의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첫째, 개인  특성  인 자본과 사회연결망을 활용

한 취업을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  인 자본은 사

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고 취업횟수가 많으면 개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사회체육 지도자 구직시장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이 비공식 취업경로와 같은 개인  연결망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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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있으며, 취업횟수가 많을 경우에도 기존의 스

포츠센터에서 형성된 사회  계를 활용하여 개인  

연결망에 의존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남성은 식구, 친척, 식구나 친척의 친구, 친

한 친구, 아는 사람 등과의 폭넓은 사회  계를 통하

여 여성보다 유리하게 구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개인  연결망과 

같은 간 구직 경로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2][14][22]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훈[10]은 남성이 여성보다 직 구직에 더 많이 의존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

를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나 직종, 성차 등에 

따라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취업방법이나 취업경로가 

상이함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노동시장에서 남

성과 여성의 차별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사회체육 지도자 구직에 한 정보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연령이 개인  연결망을 통한 취업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많은 구직

자가 연령이 낮은 구직자에 비해 상 으로 사회  

계의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직업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를 분석한 결과, 사회연

결망은 직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 으로 살펴보면,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의 하 요

인인 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인 성과 취업

비정도는 임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

에, 취업횟수는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그리고 취업 비를 잘한 사람일

수록 임 만족도 한 높다는 사실을 밝 주고 있다. 

남성 취업자는 여성 취업자에 비해 임 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자연 으로 남성이 임 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여권주의 운

동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남녀차별이 많이 해소 되었

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고용이나 임  등의 측면에서는 

성 차별이 여 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다. 이는 스포츠 노동시장에서도 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 으로 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임  등의 측면에서 성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 을 

받는 다는 결과는 선행연구[11]를 통해서도 밝 지고 

있다. 이병희[11]는 첫 직장에 취업할 경우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많은 임 을 받는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취업 비를 잘한 사회체육 

지도자는 그 지 못한 지도자에 비해 임 이 높을 가능

성이 크며, 높은 임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취업횟수가 많은 사회체육 지도자는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한 스포츠센터에서의 근무경력이 짧

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같은 직장에서 자신보다 오래

근무한 지도자에 비해 낮은 임 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다. 개인  특성  인 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연결망 가운데 개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한 지도자는 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취업자가 가족이나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하여 

보수가 높은 스포츠센터를 선택하여 취업한데서 나타

난 결과라 사료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체육 지도자의 

경우 개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하면 만족스러운 

임 을 주는 스포츠센터를 선택, 경험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의 하 요인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연결망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인 자본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었다. 즉, 국가자격증수가 많고, 취업 비를 잘할

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

가자격증수를 많이 취득하여 문성을 인정받고 취업

한 경우 직무만족도 한 높음을 의미하며, 당 부터 

지도자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취업 비를 잘한 경

우에도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그

러나 사회연결망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상의 특성에 비롯된 결

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상은 사회체육 지도자라는 

특정 직업을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분의 사회체

육 지도자들은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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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의 하 요인인 공 합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연결망은 공 합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

인  연결망이나 제도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할 때 

공 합도보다는 근무여건이나 보수 등을 심으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공 합

도와 무의미한 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특성인 직 (기 =지도자)와 인 자본

인 취업 비정도는 공 합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사회체육 지도자일수록, 그리고 취업

비를 잘할수록 공 합도는 높게 나타났다. 부분

의 사회체육 지도자는 체육 련 학과를 졸업하 을 가

능성이 크므로, 공 합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취업 비를 잘한 사회체육 지도자 한 

당 부터 지도자를 목표로 취업 비를 하 으므로, 

공 합도 성취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의 하 요인인 학력 합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인 성과 직 , 인 자본인 취

업횟수는 학력 합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체육 지도자로

서, 사회체육 지도자는 장  이상에 비해 재 하고 

있는 일이 학력과 하거나 학력보다 높은 수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횟수가 많은 

사회체육 지도자는 잦은 이직을 통해 학력 합도가 높

은 스포츠센터를 선택하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여진다. 반면에, 국가자격증수와 민간자격증수가 많을

수록 오히려 학력 합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격

증수가 많은 취업자가 다양한 자격 연수 등의 이론습득

을 하 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재 하고 있는 직

무를 학력이나 자신의 능력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과 직업성취간의 계 분석

에서는 개인  연결망과 제도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

자가 모두 유일하게 학력 합도가 높은 것으로 밝 졌

다. 이는 취업자가 연결망을 통하여 자신의 학력에 맞

는 수 이나 학력보다 높은 스포츠센터를 선택하여 취

업함으로써 학력 합도가 높은데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성훈[3]은 가족친지 등의 소개와 같은 개인

 연결망이 학력 합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

로써 연결망과 학력 합도간의 련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 다면 취업에서 왜 사회연결망이 요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취업을 할 경우 연 주의에 

의존해 취업함으로써 스포츠 노동시장의 발 을 해

한다는 비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연결망이 취

업에서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직업 정보 달이 비교  용이하고 정확하

다는 것이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연결망에 의존하여 

취업하는 경우 공식경로를 통해 악하기 어려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얻

는데 유리하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연결망을 통하여 

취업자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악하여 취업자를 

단할 수 있다. 둘째는 채용과 취업의 비용이 상 으

로 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경제비용의 측면에서 공식경로보다는 비공식경로를 통

해 사회체육 지도자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취업자

의 입장에서는 은 시간과 경제  비용으로도 연결망

을 통해 직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24].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차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  인  자본은 사회연결망을 활

용한 취업에 향을 미친다. 즉, 남성일수록, 그리고 취

업횟수가 많을수록 개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

도  연결망보다는 개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연결망은 직업성취에 향을 미친다. 즉, 

남성일수록, 취업 비를 잘할수록 임 만족도는 높은 

반면, 취업횟수가 많을수록 임 만족도는 오히려 낮다. 

개인  연결망보다는 제도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자

일수록 임 만족도는 높다. 국가자격증수가 많을수록, 

취업 비를 잘할수록 직무만족도는 높다. 지도자일수

록, 취업 비를 잘할수록 공 합도는 높다. 남성일수

록, 지도자일수록, 취업횟수가 많을수록 학력 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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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면, 국가자격증수와 민간자격증수가 많을수록 

학력 합도는 낮다. 그리고 개인  연결망과 제도  연

결망을 활용한 취업자가 학력 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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