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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원인과 증상, 극복방법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단계는 대학 축구, 농구, 야구선수 88명을, 2단계는 대학 축구선수 95
명을 선정하여 트라우마 경험과 심각 정도, 원인과 극복유무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
시하고 chi-square와 교차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추가로 트라우마의 증
상과 극복방법에 대해 개방형 자료조사와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양적, 질적 결과
를 상호보완적으로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 첫째, 트라우마 경험은 야구선수들이
86.6%로 가장 높았고, 심각성 정도는 축구선수들이 30.4%로 가장 높았다. 부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축구와 농구, 야구 순으로 나타났고 농구는 대인관계, 야구는 다양
한 상황으로 인한 트라우마 경험 비율이 높았다. 둘째, 대학 축구선수의 80%가 트라
우마를 경험했고, 심각하다고 답한 선수가 25.2%,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
한 선수도 59.2%나 되었다. 선수들이 겪은 트라우마 증상으로는 부상 등 신체적 증
상이 37.3%, 부정적 생각, 자신감 저하, 회피 등 심리적 증상이 41.4%, 지도자, 부모
등 대인관계 증상이 21.3%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 가장 높은 빈도는 부상이었다.
트라우마 극복방법으로는 사고전환, 성공성취 경험 등 내적요인이 62.5%를 차지했
고, 사회적지지, 보호 장비, 시간이 지남 등 외적요인이 37.5%로 나타났다.
« 주제어: 대학 스포츠선수, 트라우마

Ⅰ

. 서 론

선수들은 월드컵, 올림픽 등과 같은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훈련 및 시합 중, 그 외 여러 상황에서 각종 외상
(trauma)을 겪게 된다. 외상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상처를 의미하지만, 심리학에서
는 마음의 상처로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 즉, 트라우마를 의미한다(이영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허정훈(huhjh@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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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09).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충격으로 인한 포괄적인 외상 사건이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APA,
2003).
대부분 작은 외상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그
중 10∼30%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Breslau, Davis,
Andreski & Peterson 1991; Cusack, Grubaugh, Knapp & Fruech., 2006), 이는 완전
한 회복 상태나 현장 복귀에 근접해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우울, 좌절
감은 현저하게 남아있다(Biano, Malo, & Orlick, 1999; Johnston & Carroll, 1998). 또
한, 트라우마의 개념은 과거에 비해 조금 변화하였다. 과거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3)에서는 천재지변, 사고, 강간 등과 같은 큰 사건을 직접 겪어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현상을 의미하였지만, 현재 DSM-5에서는 위와 같은 큰 사건을 꼭
느끼지 않아도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이를 트라우마로
정의하였다.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외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중 부상요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들은 연간 평균 2, 3회의 부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원배, 정청희, 정응근, 홍준희, 최은규, 1999), Sperryn(1994)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에서는 연간 2,900만 명, 미국의 경우 연간 300∼500만 명(Kraus & Conroy, 1984)의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중 외상을 입는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최관용(2003)의 연구에
따르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선배의 구타, 기합, 정신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인
선·후배 관계와 지도자와의 갈등 체벌, 선수차별 등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외상을 겪
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의 개념과 스포츠 상황을 접목시켜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스포츠 선수들이 경험한 트라우마 사례를 살펴보면 프로야구 김선빈 선수는
낮고 빠른 공은 잘 처리하는 반면 평범한 뜬공을 처리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감독인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수많은
골을 기록하였지만, 그의 첫 A매치 경기에서 승부차기 키커로 나서 페널티킥 실축
후 팀이 패하게 되자 페널티킥을 차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 프로농구 최부
경 선수는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얼굴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복귀 후에
도 부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부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 선수들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아직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
받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
다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는 질환으로
까지 이르게 되며 이는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다른 질환과 적응 장
애 등을 동반하게 된다(Davis & Breslarm 1994). 신정욱(2010)의 대학 운동선수의 중
도탈락에 관한 연구에서도 선수들은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경기력 저하,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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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하여 중도 탈락하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정확
한 원인분석과 대처방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바이다. 이처럼 트라우마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는 해외파병 군인, 간호사, 경찰공무원과 같은 특수 직업에 관한 연
구에 그치고 있다(신성원, 2011; 우정희, 2012; 한정원, 이병숙, 2013).
스포츠 트라우마 관련 선행연구(김현주, 윤영길, 2014; 김현주, 2015) 역시 현재까
지 진행된 연구의 수가 아직 미비하며, 트라우마의 원인과 증상보다는 트라우마를 경
험한 이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종목 역시 배구에 국한되어 있음으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원인과 그에 따른 증상을 탐색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기 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 남자 대학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원인과 증상을 탐색하고 극복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포츠 선수들의 다양한 트라우마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극복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대표 구기 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 종목 선수들의 트라
우마 원인, 심각 정도 극복 유·무 탐색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D대학 남자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D대학 참여자는 축구 33명, 농구 25명, 야구 30명 총 88
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수들의 평균연령은 21세(SD±1.23), 평균 운동경력은 9년
(SD±2.07)이었다. 이후 2차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증상 및 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95명의 대학축구선수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선수들의 평균연령은 21.3
세(SD=1.21)였으며 평균운동경력은 9년 7개월(SD=2.11)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대
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

축구
농구
야구

인원(명)
33명
25명
30명

평균연령(세)
20.9세
(SD± 1.12)
21.4세
(SD± 1.47)
20.8세
(SD± 1.16)

평균경력
비고
9년 3개월
(SD± 1.91)
8년 6개월 D대학 종목 별
(SD± 2.0)
선수 대상
10년
(SD±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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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대학
B대학
C대학

2차
합계

88명
32명
32명
31명
95명

21세
(SD± 1.23)
21.3세
(SD± 1.21)
21.1세
(SD± 1.05)
21.2세
(SD± 0.99)
21.3세
(SD± 1.21)

9년
(SD± 2.07)
9년 9개월
(SD± 2.44)
10년
(SD± 1.75)
8년 3개월
(SD± 1.86)
9년 7개월
(SD± 2.11)

각 대학
축구선수 대상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
지(Open-ended question)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 혹은
현재에 경험한 트라우마 요인을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자기보고(Self-report) 양식으
로 제작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선행연구들(Gould, Udry, Brigdes, & Beck, 1997;
Evans & hardy, 2002; Podlog & Eklund, 2005)을 검토한 후 전문가 집단(스포츠 심
리학 교수 1명, 스포츠 심리학 박사 1명, 스포츠 심리상담사 1급, 2급 각 2명 등)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작성에 앞서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스포츠 트라우마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하여 연구대상자들이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있어 혼돈을 최소
화하려 노력하였다. 먼저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구 참여자들에게 ‘귀하는 트라우마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트라우마를 겪게
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도
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개방형 질문지의 문항

유형
외상사건
겪게 된 시기
심각 정도
극복방법

질문내용
1. 귀하는 트라우마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트라우마를 겪게 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귀하는 트라우마를 언제 겪게 되었습니까?
귀하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입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였는지 자세히 기술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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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16년 6월 20일 최종 개방형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이
후 2016년 7월 14일 1차 연구로 D대학 축구, 농구, 야구 총 88명을 대상으로 트라우
마 원인, 심각정도, 극복 유·무을 탐색하였다. 타당성 있는 측정을 위해 코치 및 감독
의 참여를 배제한 후 개방형 질문지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선수들의 시합 및 훈련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에 진행
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작성된 질문지를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그 결과 축구 종목
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원인과 트라우마의 심각 정도가 가장 높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트라우마 증상 및 극복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8월 23일
부터 9월 17일까지 경기도 소재에 위치한 대학 축구선수 총 95명을 추가로 조사하였
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사 작업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처

4. 자료 분석

리

본 연구는 양·질적 통합 연구로서 자료 분석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경험 유·무, 심각 정도, 원인에 대한 빈도를 제시하고 통
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방형 질문지 결과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귀납적 내용분석 실시하였다(김병준, 성창훈, 1997; 유진, 장덕선, 1996;
Gould, Udry, Bridges & Beck 1992). 먼저 대학 축구선수들의 트라우마 증상과 극복
방안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 부호화하였으며, 도출된 개념의 지
속적인 비교와 분류를 위하여 공통적 의미를 찾아 범주화하고, 핵심범주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분석과정에선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대로 전사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포츠 심리학 교수, 스포츠 심리 박사과
정 2인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Ⅲ

. 결

포츠

1. 대학 스

선수들의

과

트

라우마 경험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의 트라우마를 탐색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구기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원인, 심각 정도 극복 유·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야구 종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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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트라우마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축구 종목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원인과
트라우마의 심각 정도가 높이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
를 거쳐 축구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증상, 극복방법에 대해 더욱 심층적
으로 분석하였다.
가.

트

라우마

심각

정도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종목별 트라우마 심각 정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나타난 바와 같이 축구 종목에서 트라우마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한
인원이 30.4%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농구 종목에서는 트라우마 정도가 ‘약
함’이라고 답한 인원이 40%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야구 종목에
서는 트라우마 정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인원이 63.3%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 비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69, p=.002)


<표 3>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심각 정도
구분

종목

심각
보통
약함
없음
총 인원


나.

=20.69

축구
10명
(30.4%)
15명
(45.4%)
1명
(3%)
7명
(21.2%)
33명

농구
3명
(12%)
7명
(28%)
10명
(40%)
5명
(20%)
25명

p=.002

야구
2명
(6.6)
19명
(63.3%)
5명
(16.8%)
4명
(13.3%)
30명

트

라우마 원인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종목별 트라우마 원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나타난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발목, 무릎, 십자인대 등 다양한 부위의 부
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트라우마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감독, 코치, 부모님, 선·
후배 등에게 폭력 혹은 폭언, 심리적 압박감 등 대인관계로부터 발생된 트라우마와
경기 혹은 시합 중 중요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의 트라우마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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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 종목별 비율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 4>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원인
구분

종목

부상
대인관계
여러 상황적
없음
총 인원

축구
16명
(48.4%)
6명
(18.2%)
4명
(12.2%)
7명
(21.2%)
33명
 =5.93

농구
12명
(48%)
6명
(24%)
2명
(8%)
5명
(20%)
25명



다.

트

라우마 경험에

p=.430

야구
12명
(40%)
5명
(16.6%)
9명
(30%)
4명
(13.4%)
30명

따 극
른

복 유·무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종목별 트라우마 경험과 극복 유·무의 교차분석 결과는 아
래 <표 5>와 같다. 나타난 바와 같이 축구 78.7%, 농구 80%, 야구 86.6% 총 81.8%
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트라우마 극
복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37.5%의 선수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에 반해
절반이 넘는 62.5%의 선수들이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 종목별 비율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 5>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극복 유·무

구분
총 인원(명)
트라우마 경험(유)
트라우마 경험(무)

축구
33명
26명
(78.7%)
7명
(21.3%)
 =.733
10명
트라우마 극복(유) (30.3%)
16명
트라우마 극복(무) (48.4%)
 =.1.48




농구
25명
20명
(80%)
5명
(20%)
6명
(24%)
14명
(56%)

야구
30명
26명
(86.6%)
4명
(13.4%)
p=.693
11명
(36.6%)
15명
(20%)
p=.829

종합
88명
72명
(81.8%)
16명
(18.2%)
27명
(37.5%)
45명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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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축구 선수들의
가.

트

라우마

트

라우마 경험

빈

도 분석

대학 축구선수 총 95명의 트라우마 경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80%가 트
라우마를 경험하였다. 트라우마 심각 정도에서는 심각하다고 답한 선수는 25.2%, 보
통 38.9%, 약함 15.7%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원인으로는 부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49.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로 인한 트라우마 14.7%, 여러 상황적
14.7%, 1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선수 5.2%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극복 유·무를 조사해본 결과 40.8%의 선수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였으나 절반이 넘는 59.2%의 선수들은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축구선수 트라우마 빈도분석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 6> 대학 축구선수 트라우마 빈도 분석
트라우마 경험 유·무
트라우마 심각 정도
트라우마 원인
트라우마 극복 유·무
나.

트

라우마

구분
트라우마 경험 (유)
트라우마 경험 (무)
심각
보통
약함
부상
대인관계
여러 상황적
복합적
트라우마 극복(유)
트라우마 극복(무)

n=95
76명(80%)
19명(20%)
24명(25.2%)
37명(38.9%)
15명(15.7%)
47명(49.4%)
10명(10.5%)
15명(15.7%)
4명(4.2%)
31명(40.8%)
45명(59.2%)

x²
x²=34.20
p=.000
x²=9.65
p=.008
x²=58.21
p=.000
x²=2.57
p=.108

증

상

대학 축구선수들이 겪은 트라우마 증상으로는 원자료는 총 268개가 도출되었으며
세부영역 9개, 일반영역 3개로 분류되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원자료 268개 중 100
개(37.3%)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는 발목, 무릎, 얼굴 등의 부상(82%)과 몸의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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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등과 같은 생리적 요인 18개(18%)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으로는 원자료 268개
중 111개(41.4%)로 나타났으며 세부영역으로는 부정적 생각 45개(40.5%), 스트레스
31개(27.9%), 자신감 저하 20개(18.1%), 회피 15개(13.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증상
에서는 원자료 268개중 57개(21.3%)로 나타났으며 세부영역으로 지도자 32개(56.1%),
팀 동료 13개(22.8%), 부모님 12개(21.1%)로 나타났다. 대학 축구선수 트라우마 증상
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대학 축구선수 트라우마 증상
세부
일반
원자료
영역
영역
부상
‘턴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내 발을 밟아 인대가 끊어짐’
신체적
(82%)
증상
생리적
(37.3%)
‘공이 바운드 될 때 언제 튈지 모르겠고 몸이 굳어진다.’
(18%)
부정적 생각
‘나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40.5%)
‘주위에서 우스갯소리로 너 때문에 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스트레스
심리적
(27.9%)
증상
자신감 저하 (41.4%)
‘비슷한 볼이 오면 자신감이 없어졌다.’
(18.1%)
회피
‘상대 선수 발바닥이 보이면 다리를 뺀다.’
(13.5%)
지도자
‘밤마다 시작되는 지도자의 폭행 및 폭언’
(56.1%) 대인관계
팀 동료
‘날마다 지속되는 선배의 집합’
증상
(22.8%)
(21.3%)
부모님
‘관중이 많아도 아버지만 보인다.’
(21.1%)

다.

트

라우마

극

복방법

대학 축구선수들의 트라우마 극복방법으로는 원자료는 총 128개가 도출되었으며
세부영역 7개, 일반영역 2개로 분류되었다.
내적 요인으로는 원자료 128개 중 80개(62.5%)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는 스스로
노력 32개(40%), 사고 전환 38개(47.5%), 성공성취 경험 4개(5%), 이미지트레이닝 6
개(7.5%)로 나타났다. 외적 요인으로는 원자료 128개 중 48개(37.5%)로 나타났다. 세
부영역으로는 사회적 지지 16개(33.3%), 보호 장비 12개(25%), 시간이 지남 20개
(41.7%)로 나타났다. 대학 축구선수 트라우마 극복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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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학 축구선수 트라우마 극복방법
원자료
‘꾸준한 개인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재활훈련’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고 항상 경기에 들어갔다.’
‘긍정적인 생각’
‘일부러 실패 상황에 부딪혀 성공하기’
‘과거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기’
‘머릿속으로 실패했던 상황을 상상하기’
‘부상 당시 상황을 상상하여 극복하기’
‘부모님의 적극적인지지’
‘코치 선생님과의 상담’
‘안면 마스크를 착용’
‘테이핑으로 발목 고정’
‘고등학교에 진학’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극복’

세부
일반 영역
영역
스스로 노력
(32%)
사고 전환
내적
(47.5%)
성공 성취 경험
요인
(5%)
(62.5%)
이미지
트레이닝
(7.5%)
사회적 지지
(33.3%)
외적
보호 장비
요인
(25%)
(37.5%)
시간이 지남
(41.7%)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원인, 심각 정도, 극복 유·무를 탐
색하기 위해 구기 종목 축구, 농구 야구 선수 총 8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트라우마 빈도를 제시하고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축구 종목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원인
과 심각 정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 전문가 협의를 거쳐 대학 축구
선수들만 대상으로 2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총인원 183명의 선수 중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선수는 150명(81.8%)의 선수
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였는지 물어본 질
문에서는 58명(38.6%)의 선수들이 극복 하였고, 92명(61.4%)의 선수들은 아직 완벽하
게 극복을 하지 못하였거나 전혀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Copeland(2007)의 청소년의 외상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9-16세 청소년의 60% 이상이 살면서 외상사건을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이 중 13.4%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Wilcox(2009)의 연구
를 살펴보면 15년간 1,698명의 미국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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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80%가량이 외상사건에 노출되었고 이중 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였다고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성호(2004)의 학교폭력에 관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
와 송리라, 이민아(2016)의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 등의 트라우
마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스포츠 선수들은 시합 및 연습 상황 등에서 다양한 부상에 노출되어있고, 매 순간 조
직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므로 트라우마에 걸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선수들에게 있어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이자 큰 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증상을 극
복하지 못하고 지속되다 보면 경기력이 나빠져 슬럼프를 겪거나 경우에 따라 운동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창훈(2002)의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요인에 관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상, 부정적 교우관계, 부당한 위계 구조 등의 이유로 외상
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탈락하였다. 한태룡, 정영린, 서
희진(2010)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 할수록 선수들의 중도탈락
률은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 직업선수로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봤을 때 많은 선수들이 아직도 외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만한 적절한 대처법을 찾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증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 3가지로 분류되
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발목, 허리, 얼굴 등의 부상과 몸이 굳어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생리적 요인 두 가지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으로는 회피, 불안 등 4가지 요인
들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증상으로는 지도자, 동료 및 부모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증
상으로 나타났다. 김현주(2015)의 배구선수의 외상후 성장 과정 탐색의 연구에서 외
상 사건을 범주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들과의 갈등, 신체적 부상, 고립감 등의
요인들로 인한 외상이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의 범주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자료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넷째,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 극복방법으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2가
지로 분류되었다. 내적 요인으로는 스스로 노력하기, 사고전환 등 4가지 유형으로, 그
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보호 장비 착용 등 3가지 유형이 산출되었다. 최
관용, 이정근, 오경록(2009)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슬럼프 원인과 극복방
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슬럼프 극복방법에 대한 귀납적 분석 결과 세부영역에서는 차
이가 있었지만, 원자료 내용과 일반영역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 선수들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아직
이를 극복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극복을 하였어도 적
절한 대처법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되거나 진학, 전학 등 아직까지 효과적인
극복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트라
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향후 스포츠 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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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 및 전문가들은 각 팀별 혹은 종목별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포
츠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시 우
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서 한 발짝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팀 스포츠인 축구, 농구, 야구 선수로만 진행하였으
나 후속 연구에서는 팀 스포츠뿐만 아니라 개인종목 등 스포츠 트라우마 유형을 탐
색하여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는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대학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증상 및 극
복방안을 탐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탐색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요인별 심층 인터
뷰가 병행된다면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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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rauma Factors of College Athletes

Lee, Seung-Kyu․Huh, Jung-Hoon(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 and symptoms of trauma in
university athletes and the methods to overcome it. In the first stage, 88 university
athletes in soccer, basketball and baseball, and in the second stage, 96 intramural soccer
players were selected to conduct frequently analysis on their experiences of trauma, the
degree of severity, their causes and whether they overcame them or not; the differences
were verified through chi-square and cross analysis. In addition, open-ended data
research and inductive analysis on the content were performed to suggest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ults in complementary means. As a result, first,
experience of trauma was the highest in baseball players at 86.6%, and the degree of
severity was the highest in soccer players at 30.4%. In terms of the cause of trauma,
trauma by injury was the highest in soccer players, followed by basketball and baseball,
while basketball players experienced trauma frequently due to personal relationship and
baseball players experienced trauma due to various situations. Second, 80% of
intramural soccer players experienced trauma, which 25.2% responded that it was
severe, and 59.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did not overcome trauma. In terms of
the symptoms of trauma, 37.3% was physical symptoms such as injuries, 41.4% was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negative thinking, decrease in confidence and
avoidance, and 21.3% was personal relationship symptoms with coach, parents, etc.
Specifically, the highest frequency was observed in injury. In terms of the methods to
overcome trauma, 62.5% accounted for internal factors like change of thought and
experience of achieving sucess, and 37.5% was external factors like social support,
protective gear and apse of tim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in
sports trauma research, and was discussed in various perspec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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