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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apitals created by the experience of

winning an Olympic medal by using the photovoice method. [Methods] Data were collected on the

way the participants-five Bronze medalists in the Women's volleyball in 1976 Montreal Olympics-take

and send photograph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phon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photographs were placed into the parent category after conducting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ir

validity was confirmed from the expert meeting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have earned psychological capitals such as my matter volleyball for diligence, the gift of a

Bronze medal to gratitude, the source of achievement, challenges, and key of relationship tenderness

from the experience of winning an Olympic medal. [Conclus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tend the study on the lives of retired athletes who won an Olympic medal to various

perspectives, as well as the impact of sports experience o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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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메가스포츠이벤트 성취경험은 선수에게 경기력 향상
과 심리적 도약의 계기는 물론 심리자본 형성의 원천이
된다(Yun & Jeon, 2010). 특히 올림픽메달 획득과
연합된 긍정정서 경험은 개인의 항구적 심리자원으로 정
제되어 스스로의 내면에서 심리자본으로 구축된다. 이러
한 심리자본은 개인의 생활기술이나 삶의 자원으로 환류
되기도 한다(Yun & Jeon, 2015).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긍정조직행동

연구에서 논의되어 긍정적인 정서상태 또는 응축된 긍정
적 심리자원의 다차원적 구성개념(Luthans et al.,
2007)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 미래 조망 등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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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도모하고 있다(Lee et al., 2013). 다차원적 개
념의 심리자본은 긍정심리에 주목하여 경제자본, 인적자
본, 사회자본을 아우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Son &
Song, 2012). 이러한 심리자본은 후천적 계발이 가능
한 상태특성으로(Luthans, 2002) 진취적 사고를 유도
해 개인의 삶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한다.
심리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강점인 심리자원을 구성요

소로 정서적 안정, 동기부여, 자신감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Luthans et al., 2004). 특히 경험을 통한 심
리자원은 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 건설적 대처능력
그리고 개인 및 집단의 발전에 기여(Yoo, 2005)하는
동시에 긍정적 자기지각이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Yook, 2015). 이렇게 경험으로 체득한 심리자원은
성공확신이나 동기유발은 물론 자신감 및 정서적 안정
등 선수의 내적자원 형성에 기여한다(Choi & Yun,
2010).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인 올림픽 출전은 일상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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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며(Susan et al., 1998), 국가대표선수로서 자
부심, 자신감, 동료애 등을 경험하게 한다(Pensgaard
& Duda, 2002). 그리고 올림픽 준비 경험을 통해 시
간관리 및 생활습관 조절, 계획적 행동 등 삶의 태도나
방식을 체득하게 한다(Ahn & Song, 2008; Gould et
al., 1999). 뿐만 아니라 올림픽메달 획득은 은퇴 후 유
연한 경력전환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되기도 한
다(Chun et al., 2004).
올림픽출전이나 메달 획득 경험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선수는 올림픽메달 획득 후 성취증
후군이나 목표상실 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거나
(Yun et al., 2012), 경기력의부담감또는타인기대로
인한 압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ackson et al., 1998).
하지만 부정적 정서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긍정적
삶의자원으로재평가되어(Ahn & Song, 2008; Gould
et al., 1999),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심리적 성장을 촉
진한다(Fredrickson, 2001).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선수에게 올림픽메달획득경험은은퇴이후의삶에 긍정
적으로 전이되어 삶의 만족에 기여(Labouvie-Vief &
Medler, 2002)할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을 주제로 한 연구는 올림픽 출전의 영향 요인

(Gould et al., 2002; Won & Yoo, 2012), 경기력을
위한 심리요인과 심리기술훈련(Lim, 2013; Williams
& Krane, 2001), 심리적 영향력(Yun & Jeon,
2010) 등 경기력이나 출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준비,
올림픽메달 획득 후 심리적 경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올림픽 출전과 성취경험을 통한
긍정 및 부정의 심리적 스펙트럼을 가시화하는데 기여했
으나 대부분 단기적 관점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장기
적 관점에서 올림픽 경험을 통한 선수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의 의미와 가치는 시대적 환

경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올림픽메달 획득은 선수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제
시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지렛대로 기능한다(Coakley,
2011). 또한 자신감 향상이나 정서적 안정, 안목 개선
등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기도 한다(Yun & Jeon,
2010). 이처럼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심
리자원은 선수의 다양한 내적 자원과 결합되어 개인에게

긍정심리자본으로 내재화된다.
지금까지 국내 선수의 은퇴 이후 논의는 사회적응의

어려움(Chun et al., 2004; Kim, 2014; Kim &
Lee, 2013)이나 심리적 위기감 및 스트레스(Chung,
2010; Kang & Kang, 2012; Seo, 2012) 등 선수
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운동선수 경험이 개인에게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는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는 동시에
운동선수로 입문을 막는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선수 대부분이 은퇴 후 경험하는 갈등이나 생활의 혼란
(Chun et al., 2004)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평가 과
정을 거쳐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되거나 확산된다
(Labouvie-Vief & Medler, 2002).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감안하면, 선수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심리자
본으로 재편될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올림픽 출전이나 성취경험의 기억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험 후 점차 소멸되지만, 소멸 후 재해석
과정을 거친 올림픽 경험의 기억은 장기적으로 선수의
삶을 건강한 방향으로 향유하게 한다. 그리고 긍정경험을
통한 긍정정서는 사고와 활동의 폭을 확장시킴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자원 형성에 기여한다(Koo, 2009). 결
국 이러한 선수의 올림픽 출전 및 성취경험은 선수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질적연구방법은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험 맥락을 기반으로 심층적 탐색
을 지향한다(Ryu et al., 2012). 질적연구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
는데,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참여자의 경험과 기
억을 사진에 투영해 의미를 생성하는 참여자 중심의 실
천적 연구방법(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이다(Wang & Burris, 1994). 포토보이스는 특
정한 자신의 경험을 사진기법으로 매개(Wang, 1999)
하여 연구자와 참여자 간 소통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
정에서 참여자의 심연을 도출한다(Kim & Lee, 2013;
Kwon, 2016; Wang, 2006).
포토보이스는 사진을 통해 단편적이고 문제 중심이

아닌 하나의 현상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참여하는 연구방
법(Lee & Chang, 2013)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소
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포토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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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참여자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메
시지로 전달하여 경험과 지식 공유하게 된다(Wang,
2006). 이에 따라 최근 포토보이스는 참여자의 선명한
기억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사진을 통해 언어만으로 표
현할 수 없는 깊은 스토리를 전달(Jurkowski &
Paul-Ward, 2007; Wang et al., 1998)할 수 있어
특정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포토보이스의 초기연구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목소리(voice)를 낼 기회가 없었던 소수계
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Wang & Burris,
1997)된 이래 신체활동의 의미 이해 및 체험활동 분석
과 문제점 개선 방안(Darbyshire et al., 2005; Lee
& Kim, 2013; Parrot, 2011)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육학 분야에서는 은퇴선수의 심리적 경험(Kim &
Lee, 2013)이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의미
탐색(Kim, 2015; Kim et al., 2011) 등의 연구에서
포토보이스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처럼 포토보이스는 특
별한 경험을 한 참여자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
는 연구방법으로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을 통해 체득한
선수의 심리자본을 추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상에 따라 본 연구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배구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
픽메달 획득 경험 이후 4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올림픽
메달획득 경험이 40년에 걸쳐 만든 심리자본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운동선수 경험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
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연구방법

자료제공자

본 연구에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 출전해 동메
달을 획득한 12명의 선수 중 물리적ㆍ환경적 요소를 고
려 후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다
음과 같이 5명의 선수를 선정하였다. 자료제공자의 구체
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Participant
(Age) Individual Feature

A(62)

▪ Giving an OT at her house in Feb 29th, 2016
▪ Olympic participation in centre position 
▪ Two children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volleyball 

and golf
▪ Completion of the CEO course at H University

B(63)

▪ Giving an OT at the cafe in Mar 4th, 2016
▪ Olympic participation in left position
▪ Two children
▪ Completion of the master course at S University
▪ Career and guidance training for juniors

C(62)

▪ Giving an OT at the cafe in Mar 29th, 2016
▪ Olympic participation in setter position
▪ Two children
▪ Former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directors, 

Professional volleyball commissioner 
▪ Donation of talent at volleyball club in middle 

school 

D(60)

▪ Giving an OT at cafe in Mar 29th, 2016
▪ Olympic participation in right position
▪ Two children
▪ Guidance training for juniors in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 Donation of talent at youth volleyball club

E(62)

▪ Giving an OT at her office in Mar 31st. 2016
▪ Olympic participation in left position
▪ Two children
▪ An evangelist at church 
▪ Doing missionary activities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자료수집

본 연구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
을 획득한 여자배구선수를 대상으로 40년이 지난 시점
에서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이 만든 심리자본을 살펴보기
위해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를 수집하
기 위해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메달 획득 경험이 40
년이 지난 후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심리자원
이 되었나요?” 라는 초기테마를 설정하여 자료제공자에
게 제공하였다.
자료제공자는 초기테마와 관련된 사진을 각자 5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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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촬영하여 문자(multi-media message service;
MMS)나 카카오톡(KakaoTalk)을 이용해 연구자에게
전송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사진을 토대로 전화를 활
용하여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별인터뷰를 통해 논
의된 내용은 상호 간 사진을 공유하였으며, 사진을 공유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추가인
터뷰로 수집하였다.

연구절차

포토보이스는 참여자중심의 연구방법으로 참여자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촬영한 사진의 시각적 이
미지를통해설득력이 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Kim et al., 2011; Wang & Burris, 1994).
포토보이스 자료수집의 기본 절차는 포토보이스 오리엔
테이션, 포토보이스 실행, 포커스 그룹 인터뷰 단계로
진행(Baker & Wang, 2006; Kim & Lee, 2013;
Wang, 1999)되었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포토보이스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제공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남 과정에서 포
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연구목적과 절차, 소요시간 등
을 설명하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및 주제
를 제시하였다. 특히 피사체를 찍을 경우 찍은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받을 것
을 권고하였다. 소개과정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연구자는 포토보이스 방법과

연구목적, 연구윤리 등을 자료제공자에게 설명하고, 초
기테마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자료제공자의 개인정
보 또는 회고한 인터뷰 내용 등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연구과
정 중 자료제공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연구 참여
를 중단할 수 있음을 숙지시켰고, 추후 연구결과에 활용
한 사진은 종료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결과 도출 이후 사진을 폐기하였다.
포토보이스 실행단계에서 카메라의 종류는 연구자의

편의성과상황을고려하여선정할수있다(Wang, 1999)

는 점을 감안해 자료제공자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
였다. 자료제공자에게 초기테마를 상기하면서 사진을 찍
도록 요구한 결과, 1인당 평균 4장의 사진이 수집되었으
며, 수집된 사진은 연구자가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료제
공자와 논의 후 선정하였다. 즉 논의 과정 전 자료제공
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진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진
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연구자와 자료제공자가 함께 논
의하였다.
포토보이스 인터뷰 단계에서는 사진의 주제와 의미에

따라 선택된 사진을 토대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포
토보이스 선행연구에서는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SHOWeD(Kim, 2015; Kwon, 2016; Wang,
1999; Wang, 2006)의 질문을 사용하였으나, 연구자
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첫째,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
하나요? 둘째, 이 사진이 나의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나
요? 셋째, 왜 이러한 사진이 삶에 긍정적인 심리자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로 일부 수정한 뒤 진행하였다.
한편,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그룹인터

뷰를 통해 자료제공자 간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자료제공자의 직업, 가정의 위치 및 환경, 생활
패턴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전화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포토보이스에서 그룹인터뷰는 자료제
공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별인터뷰 또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여과 없이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내적 경험
의 진솔한 이야기를 제공(Kwon, 2016)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포토보이스 기
법을 활용하되 연구의 목적과 자료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진고르기, 맥락화,
주제선정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자료제공
자는 연구자와 함께 연구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Hong, 2014; Wang & Burris, 1997;
Wang, et al., 1998).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초기테마와 관련된 사진

중 자료제공자 삶의 심리적 소회가 잘 반영되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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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사진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진에 대한
자료제공자의 의미와 상황, 의견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진은 자료제공자가 직
접 선정하였고, 연구자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올림픽
메달 획득 경험을 통한 심리자본의 의미와 문장, 단어
등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의 휴
대전화로 녹취 후 한글 2010을 활용해 전사하였다.
포토보이스 분석과정에서 분류된 결과는 의미의 유사

성에 따라 귀납적 내용분석으로 범주화하였고, 분류 결
과는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연역적으로 전개하
여 서술하였다. 서술과정에서 연구자는 자료제공자의 회
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문자(MMS)나 카카
오톡(KakaoTalk), 전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료제
공자와 상호작용하였다. 전화인터뷰는 연구 진행 과정에
서 연구자와 자료제공자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지 않아
주 1회 이상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에서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공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자료의 진실성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은 자료제공자와 긍정적인 상호
작용의 가교(架橋)역할을 한다(Glaser & Strauss,
2012). 연구자는 프로배구선수로 은퇴 후 심판, 배구지
도 경험이 있으며, 연구자로 질적연구경험을 연구과정에
투영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구
성원 간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비판적 성찰(Maxwell,
2005)과 자료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지속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사진은 시간을 가시화하고, 순간을 공간화하며, 이야
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Joo, 2003). 이
에 본 연구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메달 획득 경험이
만든 심리자본을 사진으로 수집하였다. 포토보이스의 자
료 분석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림픽메달 획
득 경험은 올림픽메달 획득 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

수에게 성실, 감사, 도전, 유연성의 심리적 자본을 형성
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질료 배구, 성실

배구는 힘든 시간을 극복한 후 얻게 된 개인의 가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념 등 특별한 경험으로 체득한 성
실함이었다. A는 올림픽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된
훈련경험을 극복하였고, 올림픽메달 획득 과정에서 체득
한 성실을 ‘긍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명명하며 자신이 매
일 보는 시계에 심리적 의미를 투영하여 설명하였다.

Fig. 1. Positive life style  

내가매일아침에보는시계예요. 이시계로딱 5시30분쯤이
면눈이떠져요..(중략) 당시올림픽을준비하면서훈련이너
무힘들어서일어나지도못할지경이었는데, 내가 그걸극
복하고운동해서메달을땄거든. 그때규칙적인생활습관이
지금도몸이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운동을통해습관화
된생활의성실함과그런시간을극복하고메달을땄다는자
부심이 60세가넘은지금나이에도늦잠은삶의마이너스처
럼 느껴져요(A)

A는 매일 보는 시계를 삶의 긍정적 생활습관으로 성
실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자신의 성공신념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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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생활습관은 메달 획득 후 시간이 지나서 느낀 심
리적 경험이지만, 회상해보면 이러한 성실함은 올림픽메
달 획득을 위한 힘든 훈련과정을 이겨내면서 스스로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A
에게 올림픽메달 획득은 정신력 강화, 계획적 생활, 심
리적안정등의복합적성장을도모한경험이라사료된다.
B는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생활

을 '노력하는 생활‘로 명명하며 달의 사진을 통해 회상하
였다. 체육관에서 불을 켜고 운동할 수 없었던 시절에
동료와 달빛 아래서 연습했던 시간은 B에게 과정의 중
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러한 혹독한 과정임에도 불
구하고 목표에 대한 간절함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성실은
세월이 흘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자원이 되었다.

Fig. 2. Exertive life

당시에는새벽까지체육관에불을켤수가없었어요. 그래서
농구하던친구와함께달빛에서개인훈련을참많이했지요..
(중략) 당시에는메달따면연금을주니까훈련을많이했는
데..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는 돈 보다 태릉선수촌이나 태극
기에대한의미가더컸죠. 그래서힘든훈련을다이겨냈고
(웃음). 선수들은태릉선수촌안의답답한생활과운동만한
다는생각에피해자라고생각하지만사실삶전체로보면보
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수혜자라고 생각해요(B)

선수는 반복되는 훈련 및 일상생활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관리한다. 주도적이며, 성실한 노력을 통해 체득한 성실
함이나 정신력은 혹독한 훈련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다(Ahn & Song, 2008). 이러한
과정 경험이 만든 자기관리는 선수 성장 및 성장을 지속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로
연결되며, 개인의 내적자원으로 확장된다(Yun &
Jeon, 2015).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메달 획득 경험
은 성실함을 자신의 질료로 내재화하게 만들었다.

동메달의 선물, 감사

올림픽메달은 개인의 명성과 사회적 성공, 신분 상승
의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가대표라는 사명감, 자긍
심, 노력으로 형성된 자신감 등 선수의 삶에 감사를 선
물하였다. 즉 올림픽메달 획득은 선수에게 내면의 감사
로 심리자본을 형성하였다.

Fig. 3. A valuable bronze medal at the 1976 Montreal Olympics

당시운동목적은신분상승과연금이었는데, 지금생각해보
니참힘들게딴메달이지만메달이라는결과가중요한건아
닌것같아요. 메달을따는훈련과정즉, 팀원들과의화합, 애
정이참소중하다고느껴져요. 그러니까메달이물론중요했
지만시간이지나고보니메달을따기위해노력했던과정에
대해누군가가알아주지않더라도그자체가행복한거죠. 지
금은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것에 감사해요(B)

B에게 당시 올림픽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은 고충
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세월과 기억의 상호작용을 통해
올림픽 동메달을 ‘인생의 감사함’이나 ‘메달 획득 후 인생
의 행복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올림픽메달 획득 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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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돌아보니 메달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올림픽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적 가치를
C와 D선수도 공유하였다.

Fig. 4. The medal has became a lifes teacher 

이메달들은내가국제대회에나가서 2등, 3등해서 전부다
딴거예요. 아주 값진메달이죠. (중략) 살다보니 ‘내가 대표
선수까지했는데’ 하는 자신감. 뭐 그런거있잖아요. 이러한
자신감이살면서모든일에도전하게하고그리고도전자체
가삶의선생님이된것같아요. 아주행복하죠. 이러한경험
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삶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C)

이처럼 C에게 올림픽메달 획득과 성취과정의 경험은
보편적 경험과 시간이 아닌 인생의 선생님이 되었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지혜는 D에게도 삶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심리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심리자
원은스스로의삶을조율하는내적심리자본을형성하였다.

Fig. 5. Donation of talent 

시간이지나고보니어렵거나힘든일이있어도 ‘내가 이것
도 넘겼는데’하는 생각으로 물질의 고비든, 삶의 고비든 유
연하게 대처하는 내공이 생겼다고 할까.(중략) 그리고 살면
서내가배구선수였다, 메달리스트다. 이런생각하면운동한
것에참감사하죠.(중략) 이런마음에 6년째재능기부로유소
년배구지도를하고있는데, 지도하면서내자신에대한자
부심도 갖게 되고, 그저 행복해요(D)

성취결과로 얻어진 감사는 긍정정서를 유발하고, 이
로 인한 긍정정서는 개인의 자원을 축적하고 확장하는
선순환적 기능을 한다(Jung, 2010). 또한 긍정적 경험
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각된 안녕감, 낙관성, 자
신감 등으로 확산되어 긍정정서를 증진시킨다(Hagen,
et al., 2003). 특히 높은 수준의 자신감은 관심과 흥
미, 열정을 유발해 성과를 향상시킨다(Bandura &
Locke, 2003). 이처럼 선수에게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
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경험한 자원과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삶의 자원이 되었다.

성취의 원천, 도전

B에게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힘든 생활과 훈련을 이겨내면서 체득한 선수의 경험적
심리자원으로 메달 획득 후 생활의 적극성을 가지고 목
표에 도전하고 노력하며 삶을 영위하는 자원으로 기능하
였다. 이러한 심리자원은 일상생활로 전이되었다.

Fig. 6. My nickname

올림픽에서메달따고 ‘날으는작은새’라는애칭을얻었어요.
애칭을 얻기까지 정말 힘들었죠. 신체조건이 배구하기에는
불리해서어렸을때부터상위학급진학, 주전선수문제, 대표
선수발탁등서러움많이받았어요. 하지만굴하지않고노
력하다보니 나중에는 나만의 애칭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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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러한과정을극복한결과가쉽게얻어진것이아니
라는것을알기에오늘날삶의모든측면에서도전하고노력
하는 것 같아요(B)

반면, E에게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였다. E는 자신의 무릎 사진을 ‘영광의 상처’ 명명
하며, 올림픽메달 획득을 통해 노력의 중요함을 경험하
였으나,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겼다고 설명
하였다. 즉 E는 고통스러웠던 상처를 세월이 지난 뒤 영
광의 상처로 승화함으로써 올림픽메달 획득을 통한 성취
감을 무릎사진으로 표현하였다.

Fig. 7. The glorious wounds 

사실운동하면서무릎이참아팠어요. 내가지금은관절염으
로조금고생하고있는데..(중략) 그때내가이무릎으로하루
에수백, 수천개공격하고, 구르고그랬죠. 그런데언젠가내
가건강한신체였기에운동을했고, 그래서 메달도따지않
았나하는생각이딱들면서.. 세월이지나서생각해보니그
래도 아픈 것이 영광의 상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E)

올림픽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도전과정과 메달 획득으
로 인한 성취감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노력하여 얻게
된 값진 경험이다. 선수는 올림픽메달 획득을 위해 시합
상황에서 심리적 강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Lim,
2013), 이러한 노력은 경험에 의한 도전의식과 자신감,
심리적 유연함 등의 심리자본을 기반으로 나타났다(Son
& Song, 2012).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의 스포츠 경험
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긍정적 삶의 인식과 태도 형성
에 기여하였다(Gould et al., 2006). 이처럼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도전했던 경험은 시간이 흐
른 뒤 긍정적 경험으로 환류되어 성취의 원천이 되는 도
전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계의 열쇠, 유연성

대부분의 선수들은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습
득한다. 그러나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의 외형적 변
화를 경험하고, 특히 올림픽 출전을 통해 형성한 선수들
과의 관계는 선수의 내면적 변화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C는 자신이 각국의 선수와 교환하여 수집한 동전을 ‘배
구를 통한 소통’으로 명명하였다.

Fig. 8. Experiences of human relations from exchange coins

저녁이되면광장에서만나서각국선수들과동전을교환했
어요. 메달따고나서폐회식을마치고유니폼도교환했는데
그렇게 교환하면서 외국선수들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됐죠. 이러한경험을아무나할수있는건아니잖
아요.(웃음) 옛날에그런경험이지금사회에서다양한사람
들과상호작용을편하게할수있는계기가된것같아요(C)

이처럼 C에게 올림픽 출전 경험과 메달 획득 후 각국
의 선수와의 만남은 인간관계 형성의 초석이 되었고, 메
달 획득 후 교환한 유니폼은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골프하는 뒷모습’을 통해 메달을
따기 위한 힘든 생활을 이겨내면서 얻게 된 구성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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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유연한 소통방식이 인생의 풍부한 자원으로 기
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은퇴하고아이를어느정도키우고나서남편을도와외부생
활을 조금했는데, 고맙게도 메달리스트라고 얼굴을 알아봐
주는사람이있더라고요.(중략) 국제대회를다니면서새로운
선수들을 만났고, 메달 따고 팀에 복귀해서는 신문기자, 체
육회, 팀의임원진등등많은사람을만났죠. 그래서그런지
사람을만나는것이어렵진않았고, 경험을 통해느끼게된
그런사람과의관계적 ‘감’ 그런거있잖아요.(중략) 그러니까
사회적관계를하면서사람에대한감을빨리느끼게되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A)

Fig. 9. Flexibility of social relationship formation

이 외에도 B에게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대인관계의
기본인 가족관계에서 소통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공감대
를 형성하는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지금딸이골프선수인데, 세월이지나면서보니까운동했던
것들이참득이많아요. 왜냐하면, 내가운동했던경험과메
달을따본경험이운동하는딸에게공감대형성도되고, 같
은선수로서이해, 배려, 경험담을전해줄수있어서좋아요.
이런주제들을가지고딸뿐만아니라가족들과많은대화시
간을 갖게 되거든요(B)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일반선수와 달리
부담스러운 관심이나 인간관계 불균형 등의 심리적 외상
을 경험한다(Jackson et al., 1998; Yun & Jeon,
2010). 하지만 인생경험이 쌓이면서 생애 최고의 경험
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외적으로는 유연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Choeon, 2013). 이처럼

선수의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
득한 여자배구선수를 대상으로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이
만든 심리자본을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연
구결과, 여자배구선수는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을 통해
성실, 감사, 도전, 유연성 등의 심리자본을 체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삶으로 재구성하면
서 인생의 궤적에서 삶을 풍부하고 건설적으로 만드는
<Fig. 10>과 같은 심리자본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결
론은 다음과 같다.

Fig. 10. Psychological capital of Volleyball player

첫째, 선수는 올림픽메달 획득과 극복과정을 통해 성
실을 체득하였다. 선수에게 이러한 올림픽메달 획득 경
험은 구체적으로 삶의 긍정적 습관이나 자신의 신념, 정
체성 형성 등의 내적 심리자본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
히, 올림픽 출전을 위한 훈련과정을 극복하면서 습관화
된 규칙적인 생활은 올림픽메달리스트라는 자부심 형성
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이 선수에게 동메달의 선

물로 작용하였다. 선수는 올림픽메달 획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투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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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설명하였다. 또한 올림픽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은 삶을 살아가면서 대표선수라는 사명감과 자긍심
으로 확산되어 인생의 선생님으로 기능하였다. 결국 선
수에게 올림픽메달 획득은 삶의 긍정적 경험으로 기억되
었다.
셋째, 선수는 올림픽메달 획득을 통한 성취감의 원천

을 도전으로 제시하였다. 여자배구선수는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후 성취감을 경험하
였고, 역경을 통한 성취감은 영광의 상처로 기억되었다.
이러한 선수의 긍정적 기억은 스스로의 가치관을 변화시
켰는데, 이는 메달 획득이라는 결과를 넘어 삶의 긍정적
인 가치관으로 이어졌다.
넷째, 올림픽메달 획득으로 선수는 관계형성의 융통

성이나 소통의 원활함 등을 관계의 열쇠, 유연성으로 설
명하였다. 즉 올림픽 출전이나 올림픽메달 획득 후 각국
의 선수들과 동전 또는 유니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인
간관계의 폭을 확장하는 방법이나 소통방법을 체득하였
다. 또한 운동경험과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가족과 원
활한 상호작용의 매개체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체육계나 체육학계에서 진행되고 있

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은퇴 시점이 다소 경과된 여자배
구선수를 대상으로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이 만든 심리자
본을 탐색하였다. 은퇴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삶의 의
미, 주관적 만족, 개인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심리
자본뿐만 아니라 경제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등 또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본개념의 포괄성을 감안
하면,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을 통한 다양한 삶의 자본
등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심리자본은 낙관성, 희망, 자신감,

탄력성 등의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resource)이
결집된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체육학 분야에서 올림픽
출전과메달획득을통한심리자본을거시적으로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운동선수에게 올
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후속 연구와 논의를 기대해본다.
셋째,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그룹인

터뷰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도출이나 소수의 의견 반

영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논리를 기반
으로 자료제공자간 물리적 거리나 생활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전화인터뷰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제공자의 경험이나 경험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수집하였으나, 개인의 경험을 논의하
고 공유하는 데는 제한이 따랐다. 후속연구에서는 모바
일메신저 그룹인터뷰 기능을 활용해 자료제공자의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수 경력에 이은 은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부정 일

변도로 편향되어 왔다. 본 연구가 선수 경력에 대한 부
정평가 일변도의 사회적 시선을 긍정 측면으로 전환시키
는 관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운동선수 경험이
나 운동참여 경험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체육학계와 체육계의 관심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내면을 성장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Ahn, J. & Song, K. (2008).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 Olympic representative athletes's and common 
athletes's Self-management.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9(3), 197-207.

Baker, T. A. & Wang, C. (2006). Photovoice: Use of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chronic 
pain experience in older adult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10), 1405-1413.

Bandura, A. & Locke, E, A. (2003). Negative self efficacy and 
goal effects revisit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1), 87-99.

Choeon, H. (2013). Historicizing of Memories through 
Olympic Oral History -Based on Volleyball Bronze 
Medalists from the Montreal Olympic Games in 1976.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18(3), 71-87.

Choi, E. & Yun, Y. (2010). Life Skill and Trauma from Player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Participation 
Report on the 2010, 123-132.

Chun, L., Won, Y., & Lee, J. (2004). A Study for the 
Desocialization and Resocialization of Olympic Medalis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1), 



Psychological capitals arisen from an olympic medal 471

141-150.
Chung, J. (2010). In Research of Women's National Basketball 

Team Players' Perception of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1(1), 1051-1062.

Coakley, J. (2011). Sports in Society(Tenth Edition). (Ku, C & 
Kwon, S, Trans.) (pp. 87). Seoul: Daehanmedia.

Darbyshire, P., MacDougall, C., & Schiller, W. (2005). 
Multiple methods in qualitative research with children: 
more insight or just more?. Qualitative research, 5(4), 
417-436.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Glaser, B. G. & Strauss, A. L. (2012).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Seoul: Hakjisa

Gould, D., Chung, Y., Smith, P., & White, J. (2006). Future 
directions in coaching life skills: Understanding high 
school coaches' view and needs. Athletic Insights: The 
Onlin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8(3), 28-38

Gould, D., Guinan, D., Greenleaf, C., & Chung, Y (2002). A 
Survey of U. S. Olympic coach: Valuables perceived to 
have influenced athlete performance and coaching 
effectiveness. The Sport Psychologist, 16, 229-250.

Gould, D., Guinan, D., Greenleaf, C., Medbery, R., & Peterson, 
K. (1999). Factors affecting Olympic performance: Perception 
of athlete and coaches from more and less successful 
teams. The Sport Psychologist, 13, 371-394.

Hagen, B., Armstrong-Ester, C., & Sandilands, M. (2003). On 
a happier note: Validation of musical exercise for older 
person in long-term car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0(4), 347-357. 

Hong, H. (2014). Community Change Perceived by participants 
in the Integrated Program for Early Children Development 
with Low-income Families Using Photovoice Meth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233-255.

Jackson, S. A., Dover, J., & Mayocchi, L. (1998). Life After 
Winning Gold: Experiences of Australian Olympic Gold 
Medallists. The Sport Psychologist, 12, 119-136.

Joo. H. (2003). Problems of the Time and History in the 
Newspaper Photography. Kor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2), 5-29.

Jung, Y. (2010). Positive Psychology and Sport.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Winters Report, 1-6.

Jurkowski, J. & Paul-Ward, A. (2007). Photovo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Addressing disparities in health 
promotion amo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ealth Promotion Practice, 8(4), 358-365.

Kang, D. & Kang, Y. (2012). The Experience Process of the 
Student-athletes Existing in the Changing Exercise-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3), 63-77.

Kim, J., Yoo, S., & Sim, S. (2011). Unveiling the Meaning of 
Walking for Health Promotion: The Perspectives of Urban 
Walkers. Kor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4), 63-77.

Kim, K. & Lee, G. (2013). Retired Female Athlete' Social 
Barriers and Alternative Strategies: A Photovoice Stud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6(3), 25-52.

Kim, O. (2015). Socio-ecological Meaning, Concern, and 
Improvement Plan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in 
Older Population in Rural Area: A Mixed Method Inquir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2), 41-57.

Kim. Y. (2014). The Retired Female Athletes’ Actual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Support Plans for thei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28(2), 49-69

Koo, J. (2009). Does Happiness Build Psychological Resourc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165-179.

Kwon, O. (2016). A Pianist Who Became a Swimmer: 
Dynamism of Physical Activity Based on the Concept of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7(2), 1-18.

Labouvie-Vief, G. & Medler, M. (2002). Affect optimization 
and affect complexity: Modes and styles of regulation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7(4), 571-588.

Lee, G. & Kim, K. (2013).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Sports Club System for Every Morning: 
Focus on the D Middle School.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1(4), 1033-1060.

Lee, H., Back, Y., & Kim, 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Individual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Cogni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20(2), 145-168.

Lee, W. & Chang, S. (2013). The Perception of Aging and 
Self-description: Through Research Based- Photovoice.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3(2), 25-46.



472 Hyeon Ju Kim ․ Young Kil Yun

Lim, T. (2013). Effect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for 
Athletes of Taekwondo National Team in 2012 London 
Olympic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4(2), 384-399.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 47(1), 45-50.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Maxwell, J. A. (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Sage Publications, Inc.

Parrot, E. K. (2011). Exploring health geography by examining 
physical activity in older Latino Women living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University of Illinois.

Pensgaard, A. M. & Duda, J. L. (2002). "If we work hard, we 
can do it" A tale from an Olympic(Gold) medallis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219-236.

Ryu, K., Jeong, J., Kim, Y., & Kim, H.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yeougsa.

Seo, Y.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hlete's 
Retirement Expectation,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socializa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1(4), 393-406.

Son, E. & Song, J. (201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6), 3953-3975.

Susan, J. A., Dover, J., & Lisa, M. (1998). Life After Winning 
Gold:Ⅰ.Experiences of Australian Olympic Gold 
Medallists. The Sport Psychologist, 12, 119-136.

Wang, C. & Burris, M. A. (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171-186.

Wang,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Wang,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Wang, C. (2006). Youth participation in photovoice as a 
strategy for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 (1/2), 147-161. 

Wang, C., Yi, W., Tao, Z., & Carovano, K. (1998). Photovoice 
as a participatory health promotion strateg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3(1), 75-86.

Williams, J. M. & Krane, V. (200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ak performance. In J. M. Williams(Ed.), Applied 
sport psychology: Personal growth to peak performance. 
Mountain View, CA: Mayfield.

Won, H. & Yoo, J. (2012). Structuring Self-Regulatory 
Processes in Elite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3(2), 57-73.

Yoo, H. (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Women's Capital -Focusing on Women's 
Human,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s-. Journal of 
Asian Women, 44(2), 225-259.

Yook, Y. (2015). The Effects of Mindfulness Psychological 
Welfare and Hatha Yoga Liberal Arts in Seoul Female 
Colleg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 Korea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6(3), 13-27.

Yun, Y. & Jeon, J. (2010). Psychological Influences of 
Experience in Olympic Participation.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1(3), 93-109.

Yun, Y. & Jeon, J. (2015). Psychological Capitals Aquisiton 
Through Asian Games Participation for National Women 
Football Player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6(2), 
368-378.

Yun, Y., Jeon, J., & Yang, E. (2012). Psychological Trauma 
from Achieving Olympic Gold Medal.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3(4), 833-844.



Psychological capitals arisen from an olympic medal 473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이 만든 심리자본

김현주․윤영길(한국체육대학교)

[목적] 본 연구는 올림픽메달 획득 40년 후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으로 형성된 심리자본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방법]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여자배구선수 5명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 자료제공자는 사진을 촬영한 뒤 연구자의 휴대전화에 전
송하고 전화인터뷰와 모바일메신저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은 자료제공자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사진의 주제와 의미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전문가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과] 연구결
과, 자료제공자는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나의 질료 배구로
성실, 동메달의 선물로 감사, 성취의 원천으로 도전, 관계 열쇠로 유연성의 심리자본을 형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은 일상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심리자본을 형성하는 자원으로 성장할 개연
성을 발견하였다. [결론]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사회적평가는 부정 일변도이다. 본 연구가
부정 일변도의 선수 경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긍정 측면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심리자본,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 몬트리올 올림픽, 배구선수, 포토보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