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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

럽 활동 경험과 의미를 탐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축구클

럽 활동 참여를 통해 어떠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사

회자본이 그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의 접근 방법 중 사례연구 방법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9명과 통일배축구리그 및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P씨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북

한이탈주민들의 특수한 신분과 이들이 참여하는 축구클럽 문화를 고려하여 북한

이탈주민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르볼축구클럽 회원 5명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L4축구클럽 회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함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참여관찰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온라인에서는 르볼축구클럽이 운영하는 싸이

월드클럽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참여관찰은 통일축구리그 및 

축구대회에 참여하거나 직접 르볼축구클럽과 L4축구클럽 회원들과 어울려 축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네이트온, 카카오톡과 같

은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축구클럽 활동 양상을 참여형태, 참여동기, 참여제약 요인 등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에 소속되어 회원들과 어울리

거나 정기적으로 다른 축구클럽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

었으며, 일반성인 축구클럽뿐만 아니라 대사관, 사회복지 단체, 자원봉사자단체,

교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구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축구클럽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지만 축구장을 확보

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축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축구활동 참여과정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주변지인 외에 하나원,

교회, 봉사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

클럽 활동 동기요인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즐겁고 자

유로운 단체 활동, 치유의 공간 등으로 나타났으며,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은 

시간 및 금전적 제약, 운동 장소 및 기구 부족, 축구활동 경험 부족 및 축구용어

의 이질성, 축구클럽 활동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

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하여 네트워크, 신뢰, 정보공유, 규

범, 참여, 정체성 확인 등과 같은 사회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었으며, 축구클럽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결형 사회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 네트워크를 형성

해 나가고 있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그리고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하여 유지 및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나갔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

질및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신과 친한 회원에게는 자신이 북한이

탈주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서로의 고민에 대하여 공유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

성해 나갔다. 또한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내용으로는 한국문화, 생활, 취업, 아르바이트, 검

정고시, 대입정보, 등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형성



된 규범은 축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규칙 등을 의미하였다.

참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단순한 축구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적 활동에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한국인과는 다른 자신을 찾

을 수 있는 정체성 확인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이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결형 사회자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은 한국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크게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인간관계 형성하기, 자원 활

용하기, 문화적 차이 극복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형성

된 사회관계망의 상실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부재 및 약화로 한국사회에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

복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

본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나갔으며, 축

구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

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축구

클럽 활동 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한국사회적

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사회에서 거

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축구클럽 활동의 경험과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들

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

럽 활동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사회자본, 사회적응 

학  번: 2011 - 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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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급속한 전지구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인구 33

명 중 1명은 국제 이주자이며, 2050년에는 4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이주현상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이

선주, 2006).

법무부(2011)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1년 

12월 1,395,077명으로 2010년 1,261,416명 대비 10.6% 증가했고, 결혼 이민자는 

144,681명으로 2010년 141,654명 대비 2.1% 증가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대비 2.8%에 해당하는 140만 명에 이른다.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와 국제결혼 증가율을 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에 인구의 5%, 2030

년 6%, 2040년 7.4%, 2050년에는 9.2%로 계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일민족의 순수한 혈

통‘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해왔지만

(김남국, 2005),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김세훈, 2006).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된 원인은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가 진행되면서 국내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등과 같은 이주민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2012)에 따르면, 현재 2012년 1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23,260명으로 집계됐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해에 10명 내외로 매우 

적은 인원에 불과 했으나, 1998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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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18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으로 매년 약 

2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을 넘어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이주민들과 다른 성격을 띤다. 이는 약 1,300년 이상을 단일 민족국가 형태로 유

지하면서 하나의 언어와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김용

해, 2012).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

세기 동안 상이한 이념과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

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문화적 차이(언어, 가치관, 사고방식 

등), 사회연결망 부재, 건강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종남, 채정민, 2004: 김규륜, 김영

윤, 이금순, 윤여상, 2005; 윤인진, 2007).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향

을 ‘수혜적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계

유지와 취업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애란, 장명선,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

구는 각각 56.5%, 43.5%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12,1%로 한국 실업률(3.7%)보다 

약 3.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북한이탈주민재단, 2011), 남성의 72.9% 여성의 

85.0%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9).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취업률은 개인적 삶의 빈곤을 유발하여 한국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격차 

증대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강휘원, 2006).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스포츠를 문화적·인종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

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 환경이 

조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이주민 

통합정책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정부의 기관 등에 의해서 

이주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여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있다(권기남, 이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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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 2011).

호주는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고 문화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선정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미국사회에 동화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 정

책을 펼치고 있다(권민혁, 2008). 이와 같이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경,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의 차이를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보편적인 언

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Leitner et al, 1996; Yallop, 1999).

더 나아가 스포츠는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획득하고 증진 시키는데 기여한다(Uslaner, 1999). 사회자본이란 경제자본, 인적자

본, 문화자본과는 달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되거나 또는 사람들 

간의 결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적 자원을 말한다(최종덕, 2010). 오늘날 사회

자본은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

각되었고, 최근 약 10년 동안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등 응용사

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자본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유석촌, 장미혜,

2002).

스포츠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국내보다는 개인주의화가 가속되고 전통공

동체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Jarvie,

2003; Litwin, 2003; Stempel, 2006; Tonts, 2006; Palmer & Thompson, 2007), 사회자

본과 사회적응에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의 멕시칸 이주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주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이주

민들의 사회적응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Menjivar, 2000;

Sanders, Nee & Sernau, 2002; Marina, Uma, 2006), 특히 사회자본의 형성이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함에 따라 이주민들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스포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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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의 체육학계에서는 스포츠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

와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성인 또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

만(김경식, 2005; 강효민, 박기동, 2008; 김경식, 2008; 권민혁, 2009; 김찬룡, 서병

세, 2010; 여정권, 이창섭, 2010),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스포츠

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가 문화적, 인종적 갈등이나 충돌을 해소

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자들의 사회적응 위한 정책적 배려

와 학문적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

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중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하여 어떠한 사회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은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어떠한 사회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이 그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스포츠 활동의 경험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서 이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기

여할 수 있는 스포츠 정책 수립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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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럽활동 참여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축구클럽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한 사회자본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셋째, 축구클럽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통일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련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을 ’북한이탈

주민‘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 생산기능에 파급효

과를 유발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Dhesi, 2000).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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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참여 등으로 상징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갈등,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을 개인

과 집단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정의한다.

3) 사회적응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인간이 새로운 환경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환경의 변화에 대

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

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능력으로 생활에서 좌절감

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윤여상,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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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

나 학계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부르는데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이주호, 배정환,

2011).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용어는 월남자,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

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난민, 귀순북한동포,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귀순동포, 자

유이주민, 새터민 등 무려 20여 가지에 해당되며(윤인진, 2000), 이 중 월남귀순

자.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은 한국정부에 의하여 제정되어 사용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은 남북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으

며, 용어의 사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백혜정, 최우영,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용어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전쟁 전후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을 월남인·월남가족으로 불렀으며, 전쟁 당시에는 월남한 

사람들을 통칭 1.4후퇴자로 불렀다. 그 이후 1962년부터 월남귀순용사라는 용어

가 사용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구분되지 않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997년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로 다시 개정되면서 북한을 탈출하

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공식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통일백서, 2005, 2006; 이우영 외,

2000).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거부감을 나



- 8 -

타냈으며, ‘북한이주민’, ‘자유북한인’, ‘자유이주민’ 등의 용어로 변경하기를 원했

다. 이는 북한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이탈’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

이다(김광웅, 2007).

이에 대해 통일부(2005)는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주는 등 부

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 조사를 비롯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탈북자’

의 대체 용어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새터민’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포함하지 못해 탈북 

단체 및 사회일부에서 새터민 용어 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부정적인 인

식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2008년 11월 21일에 가급적이면 새터민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통일부, 200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련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을 ’북한이탈주

민‘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현황은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적은 인원

이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 매년 2배 정도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매년 1,000명을 넘기 시작하였고 2006년

부터 2012년 현재까지 매년 평균 2,0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인해 

2012년 현재 총 국내입국인원은 23,100명으로 집계됐다(통일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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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

(명)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7.171

여

(명)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5,929

합계

(명)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2011년) (단위: 명)

출처: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윤여상(2002)은 국내에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북한이탈주

민이 우리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와 제3국 체류에 따른 신분 불안정, 그리

고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근 들

어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별분포와 연령, 입국경로, 성격과 출신성

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특징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첫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998년 이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01년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

면서 2002년 632명, 2004년 1,268명, 2006년 1,509명, 2008년 2,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1). 이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북

한 내에서 이동이 수월하고 중국과 같은 제 3국에서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을 구

하는데 있어 남성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2>를 살

펴보면 20~30대가 13,110명으로 전체 입국자 중 61.0%를 나타내고 있다(통일부,

2011). 이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의 증가원인은 탈북과 은신과정에서 다

른 연령대에 비해 청·장년층이 상대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적응력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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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누계(명) 884 2,578 6,055 6,955 3,552 1,092 1,012

비율(%) 4 12 27 31 16 5 5

<표 2> 북한이탈주미민의 입국 연령별 유형(2011년)

출처: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셋째,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젊은 단독세

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지금은 가족단위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다. 즉 가족 중 한명이 먼저 입국한 뒤 나머지 가족들을 입국 시키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체

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중 상당수는 조선족 남성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

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먼저 입국한 뒤 가족들이 입국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탈북과 입국의 목적이 변화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후반 국내로 입

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과 식량난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의 상당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

해서 북한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11).

3)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 및 지원과정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연간 2,500~3,000명이 되면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역사회, 민간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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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 협력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통일부, 2012).

정부차원에서는 1962년 6월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을 제

정하여 귀순자에게 국가 유공자와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처음으로 체계적

인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유자녀의 교육보호, 가료 등은 보호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1979년 1월에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으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 귀순자를 

귀순용사로 간주하고 신분 및 정보가치에 따라 정착금이 지급이 되었으며 주택

의 무상제공, 교육 및 의료 보호, 국가유공자와 준하는 연금 지급, 본인 및 자녀

의 취업알선 등이 보장되었다.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법률 명칭

을 변경하고 복지차원에서 귀순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국가유공자에

게 준하여 실시하던 연금대부 등의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착금 지원금 또한 대

폭 축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부터는 통일대비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련 법률 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통일부, 2012).

즉,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리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발

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역할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이시형, 2008).

지역사회차원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에 

맞는 정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보호담당관,

교육청, 하나센터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 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통일부, 2012).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교단체, 복지단체,

지역봉사단체 등 다양한 NGO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장정부가 정착

금지원, 기초생계보장, 직업훈련지원 및 교육지원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 중

점을 두고 있어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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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민간차원에서의 정착지원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

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안정된 정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상담,

취업, 주민과 교류 및 결연 등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방향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이금

순, 200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다양

한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을 받게 되며, 하나원을 나와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그들은 기본적인 적응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박영정, 2011), 여전히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 빈곤,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중국, 태국 등과 같은 제 

3국에서의 도피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불안감

과 같은 심리 및 정신적 증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북한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미안

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적응에 대

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북한이탈주민

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

이 2008년 10,35%, 2009년 16,3%로 나타나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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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수치보다 2.7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10).

또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청소년 수가 최근 2~3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김

연희, 2010). 특히,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사례

가 늘어나고 있다(이수연, 2006, 2008; 박윤숙, 윤인진, 2007; 윤상석, 2009; 정순

미, 2010; 김애진, 정원철, 2011).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률이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에 달하고 있으며, 중도 

탈락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쉽게 PC방, 게임, 술 중독 등에 빠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중도탈락 현상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단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교육과학기

술부, 2008), 이들의 학교생활의 부적응 현상은 한국사회의 부적응으로 발전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가 약 20년 동안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오고 있으며(이우영, 2010), 이 중 적응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적응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채정민, 이종한,

2004; 윤인진, 2005; 윤여상, 2006; 이재민, 황선영, 2008;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김희진, 2009),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대학생, 청소년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대학생, 북한이탈청소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회적응 

차원에서 주로 개인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응 실태와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관련

된 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윤인진(2005)은 사회적응을 정치사상

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관계적, 심리적, 건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

의 적응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

과의 대인관계에서 언어나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응에서는 남·북한간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남한사람들의 북한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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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심리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되어 있고, 특히 탈북과정에서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고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적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적응이 되지 못하면 심리적 적응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무직이거나 단순노동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거나 국민생활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2011)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적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은 한국 사회생활 적응과정과 학교생활적응 및 가정에

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 학업수행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

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났으며,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차

별적 시선,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의 입국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적응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적인 사회적응 실태

와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반면 가족단위의 입국수

가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남한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증

대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진미, 2003; 윤인진, 2005;

김영수, 2000).

김진미(2003)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안정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가족의 안정성이 한국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사회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2005)은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척도로  측

정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응집력은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 적응력은 낮

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자신들의 가족적응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련하여 거시적 측면의 연구를 살펴볼 

때 임정빈(2010)은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응은 통일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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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선희(2011)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지 사회복지

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일차적 주체로서 접근하는 관점의 변

화가 필요하며, 미래의 통일의 비용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안정과 질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

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1996). 하지만 이들이 한

국사회적응과정에서 실패를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초래하

여 한국사회 통합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

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어 그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개인적응 문제보다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 및 기초 자료가 전무하

여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 참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

만 인터넷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 개략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설립하여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이상만, 2000).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크

게 정서 안정 및 건강증진(44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193시간), 우리사회의 

이해증진(130시간), 초기정착지원(53시간)으로 구성되어 12주 총 420시간 동안 교

육이 진행된다. 이 중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은 총 10시간이 배정되어 배구, 탁구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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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마련되고 있다(통일부, 2012).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정규수업시간 이외

에도 주말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명
12주 

총 420시간
내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4

-역할연습, 건강검진,

스포츠 활동 등 실시

-건강한 가정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193
-적성검사, 진로지도, 단기집중 직업훈련

(노동부와 공동실시)

우리사회의 이해증진 130

-역사, 국어·외래어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 중점

-실생활 위주의 현장 학습강화

초지정착 지원 53
-정착의지 함양 교육

-정착지원제도 설명

<표 3>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출처: 하나원(http://www.hanawon.com/)

그러나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명학(2008)은 하나원에서 진행되

는 체육활동시간이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탈북에 대한 죄책감으

로 인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이

상만(1999)의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평가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긍정적이며, 체육관내 운동기구 확충과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하나원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심리상

태와 하나원에서 머무르는 기간정도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 참여와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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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나원의 교육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되

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와 같은 체육관련 활동 프

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체육대회는 지자체, 경찰

서, 도청 등 전국의 관공서와 대안학교, 교회 등의 주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한 이벤트성 체육대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북한이주민지원센터(대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스포츠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풋살팀(NKP)과 ‘남북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남북통합 사

업의 일환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특히 ’남북한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50~180명이 참가하고 있는 큰 규모의 체육대회이다(북한이주민지원센

터1)).

이와 더불어 우양재단에서 진행되는 우양통일 축구대회는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과 남한청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회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1회 우양통일 축구대회’에서는 모두 8팀, 총 150명이 참석하였다. 2010

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대한구조봉사회 등이 후

원하기 시작하면서 대회의 규모도 커졌고, 참가 인원도 200명으로 증가 하였다.

2011년에 열린 ‘제3회 우양통일 축구대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팀 6팀, 한국팀 2

팀, 남북혼합팀 2팀을 포함하여 모두 10팀이었으며, 총 25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012년 9월에 개최된 ’제4회 우양통일 축구대회‘는 북한이탈주민 팀 3팀, 한국팀 

4팀, 남북혼합팀 3팀으로 모두 10팀이 참가하였으며, 총 참가 인원은 270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참가 팀 중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팀이 6팀에서 3팀으로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체되거

1)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kpeop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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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다른 축구클럽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우양재단2)).

또한 ‘탈북인단체총연합회’는 2012년 3월에 ‘NK체육단’을 창립하였다. ‘NK체

육단’은 축구, 족구, 탁구, 권투, 아이스하키, 배드민턴 등 북한이탈주민이 즐기는 

다양한 종목을 조직하고 활성화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포

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는 2008년 탈북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L4(Learn to Love, Love to Learn)축구클럽을 창단하고 주말에 체육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북한인권시민연합3)).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단체’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비중이 미약한 편이다(이금순,

2005).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는 방과후 공부방의 경우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 및 지도자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탈주민 청소년들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 실태에 대한 조

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된 연구 자료와 인터넷,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체육

활동은 주로 지자체, 경찰서, 도청 등 전국의 관공서와 대안학교, 교회 등의 지원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축구, 농구, 탁구 등과 같은 스포츠클럽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양재단 홈페이지(http://www.wooyang.org/)

3) 북한인권시민연합(http://kor.nk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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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

1) 사회자본 개념 및 기능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극심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경제와 사

회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소외 계층이 증가하고 지나친 개인주의

와 인간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

면서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탈선문제, 출산률 감소,

이혼률 증가, 독거노인 증가, 범죄율 증가, 자살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서병세, 김찬룡, 2010).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자본

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었으며(유석춘, 장미혜, 2001), 최

근 약 10년 동안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등 응용사회과학 분야

에서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

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고 유용한 사회과학 개념’ 중 하

나로 간주되어 왔다(오풍, 윤영철, 2006). 하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

직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주장 되었다. 다

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회자본의 개념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

화자본 등의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자본과는 달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되거나 또는 사람들 간의 결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적 자원으로 보았다

(류석춘 외, 2003; 최종덕, 2010, Lin, 2001).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처음으로 사회자본을 사용한 사람은 경제

학자인 Loury(1977)이다. 그는 인종별 소득격차에 대한 신고전주의적 설명에 대하

여 비판하면서 연결망으로서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념을 정립

하지는 못하였다(유석춘, 장미혜, 2001). 이후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5, 2000)의 연구에 의해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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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dieu(1986)는 자신의 저서 “자본의 유형(The Forms of Capital)"에서 경제,

문화, 사회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분류하고 이러한 자본들이 어떻게 자본의 형태

로 전환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 불평등 문

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자본을 개인의 속성으로 보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

적인 자원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연결규모와 이러한 

연결이 소유하는 자본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여정권, 2009). 즉,

Bourdieu(1986)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 불평등 현상이 경제자본 축적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또는 사회자본과 같은 형태의 자원 축적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이 재생산되어진다고 보았다(장미혜, 2001).

이에 반하여 Coleman(1988)은 자본을 물적 자본, 인간 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으로 구분하고 이 중 사회자본을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서 특정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

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 보았다(Coleman, 1990). 그리고 그

는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형태를 구성원간 의무와 기대, 사회조직 내에 존재하는 

신뢰, 유용한 정보교환, 지역사회 내의 규범과 제재, 권위 관계, 그리고 의도적 

사회조직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구성원간

의 관계 속에 존재 한다고 보았다(이정선, 2001).

이처럼 Bourdieu(1986)와 Coleman(1988)은 사회자본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서 형성되는 관계(network)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의 연구로 

볼 수 있다(최종덕, 2007). 이러한 미시적 연구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가치의 공

유를 위한 사회자본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

이나 집단에 비해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 2008).

반면 거시적인 연구는 미국의 정치학자 Putnam(1995, 2000)에 의해서 진행되

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Putnam(1995, 2000)은 ‘Making Democracy Work'라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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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사회자본은 사회

적 참여(engagement)에 의해 형성되며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Putnam, 1993). 또한 그는 사회적 자본은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공공재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

회자본은 다른 전통적 자본(물리적 자본)이 사적재화(private good)인 것과는 달리 

공공재화(public goods)라고 보았다(남궁근, 2007에서 재인용).

또한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연결형(bridging)속성과 결속적(bonding)속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연결형 사회자본은 민권 운동, 봉사단체,

종교단체와 같이 인종, 문화, 지역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뛰어 넘어 사

람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서 전체 사회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동료시민으로 

신뢰를 갖는 자본 형태를 말한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특정한 조직, 또는 그룹내

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속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자본이

다(박희봉, 2009). 결속형 사회자본은 일종의 사회학적 강력 접착체 역할을 하는 

반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속

형 사회자본은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창출하지만 집단외부에 대해

서는 강한 적대감을 만들어내고 외부사람들을 불신하는 경향성을 강하게 띤다

(Putnam, 1995, 정승현 2009).

거시적인 연구 차원에서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으

로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그 사회의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면서 법, 제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로 사회자본과 

빈곤,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등에 관한 논의들이 전개 되고 있다

(장시준, 2007). 이상으로 살펴본 사회자본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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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회자본 개념정의

Bourdieu(1986)

개인의 속성으로 보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

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

의 합계

Coleman(1988)
사회자본은 개인이 참여함으로서 특정행위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해

주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적 관계

Putnam(1993)

사회적 참여(engagement)에 의해 형성되며,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성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

을 의미

<표 4> 사회자본 개념

위와 같이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보여주듯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학자, 연구영역 및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

지 사회자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룡, 김진석,

송정현,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위기상황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최

미영, 2008). 또한 World Bank(2000)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구조에 내재된 규범과 

사회적 관계로서 사람들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행동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

록 해준다.’ 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경제발전이나 빈곤문제의 해결책으로 또는 

범죄, 공공위생, 환경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OECD(2001)는 사회자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육활동 참여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

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자본을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사회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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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자본 측정 

기존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연구목적 및 방법 따라 다양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것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Cote(2011)는 사회자본은 다차원적이고 관계지향적

이며, 다양한 수준과 단위에서 분석을 포함하므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홍영란(2005)은 사회자본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은 표면화되지 않은 속성을 지녔

으므로 측정상의 어려움이 많고 아직까지 사회자본의 측정 수준이 초보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회자본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상의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계를 비롯해서 국제기구, 국가 등에서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 캐나다는 국가차원에서 사회자본을 정책도구의 하나로써 인식하고 

사회자본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통계청에서 사회자본 측정이 실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정부주도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

하여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최종혁, 안태숙, 이은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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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트워크 신뢰 참여 규범 사회성 기타

Putnam

(2000)

지역사회, 

조직생활
사회신뢰

공공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자

비공식적 

사회성

Naryan 

&Cassidy

(2001)

이웃과의 

관계
신뢰

협력, 

집단성격

일반화된 

규범

일상생활 

사회성
집단성격

Grootaert

(2001)

사회관계 

구조: 

네트워크

사회관계

의 질:규범

조직인프

라

Rohe

(2004)

네트워크

부문
신뢰부문

제도적 

규범
시민관여

박희봉, 

김명환

(2000)

공유 신뢰
집단 내 

협력
규범 정보

소진광

(2004)
연계망 신뢰 참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곽현근

(2003)

비공식적 

유대

이웃에 

대한 신뢰

동네조직

에의 참여

무질서의 

정도
여정권,

이창섭

(2010)

네트워크 신뢰 규범

권민혁,

김성호

(2009)

네트워크:

친구, 

동아리 

부모, 

교사, 친구 

신뢰
서병세,

김찬룡

(2010)

신뢰 규범 규범 정보

<표 5> 사회자본 측정 유형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요소는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대부분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사회자본측정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회자본 측정연구에서 지역적 또는 국가적 맥

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OECD(2011)는 사회자본을 측정 

시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가치, 규범 등이 포함되어 가능한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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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자본과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각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자본 측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요소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등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한국사회의 사

회 및 문화적 배경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질적연구방법으로 

사회자본을 들여다 볼 것이다.

3) 사회자본과 사회적응 관계

사회자본과 사회적응에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의 멕시코 이주민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사회자본 요소 중 네트워크는 이

들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Marina와 Uma(2006)의 연구

에서는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

어 가족, 친구, 다른 이주민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 지역커뮤니티의 

지원 및 활동 등이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 지역

에서 생활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들보

다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ders와 Nee, Sernau(2002)는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한 결과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개인적인 

네트워크(이주민)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류에서 일하

고 있는 이주민들에 의해서 구직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njivar(2000)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살바도르 이민자들이 구직이나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이민자들의 조

기정착과 사회적응은 이전 이민자들이 다져 놓은 네트워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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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기 위해서 주변의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이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

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사

회자본이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 소

득, 부모 간 및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친척과의 관계 등을 비롯한 가족

관계, 부모의 사회계급, 연령, 종교 가족의 이웃환경 및 대인 관계 등에 의해 결

정된다고 보았을 때(Lin, 2001)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북한에 두고 온 북한이탈주

민의 사회자본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정훈, 2009).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은 처음으로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조정아, 정진경, 2007). 현대사회의 경제활동

과 인간관계에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

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들 보다 낮은 사회자본 수준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

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지영, 2010).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한

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주변화'되는 경험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나혜, 2006).

진미정, 이순형, 김창대(2009)는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의 탈북과정, 중국생활,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과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탈북하여 남한사회

에 적응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자본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 기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영준(2011)은 북한의 인적자본 

변수에 따라 한국에서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형성에 차이가 나타나면 이러한 차

이는 경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일연구원(2005)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안정적인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

로서 작용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

고 하였다. 또한 송윤정(2009)은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선택하는 삶의 전략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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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획득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응 

속도가 빠르고 더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곽정래와 박승관(2006)은 북한이탈주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

에 인터넷 이용이 대인신뢰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김현경(2011)의 연구에서는 사

회자본의 결여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오락형을 추구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컴퓨터 오락에 중독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은 

학교와 사회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원웅(2009)은 북

한이탈청소년의 사회통합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자본에 대해서 언

급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학교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있어

서 지역사회자본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지지적 요소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경제자본과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도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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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응 개념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적응 문제는 

서로 상이한 문화를 가진 곳으로 이동 할 때 발생한다. 즉, 남한사회체제와는 다

른 북한사회체제를 경험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윤여상, 200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지역적 이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과제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정착하여 정

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인간이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Doy, 1973; 이금

순외, 2005에서 재인용).

또한 적응은 생물학에서 유래하여 변화한 것으로, 심리학, 사회학 등 현재 다

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생물학에서는 적응이란 ‘생체의 욕

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반면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주변 환경 속에

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

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윤여상, 2002). 사회학적 개념으로는 ‘어느 개인이 물리적, 사회 경제적, 문

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거기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온죽, 1994).

그리고 이온죽(1994)은 적응의 영역을 다음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북

한이탈주민의 적응이 단순히 물질적, 객관적 조건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개개

인이 느끼는 심리적, 주관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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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사회

생태적 정착, 주거안정

고용과 직업, 생계안정

사회적 지위획득, 계층적 사회이동

조직적 귀속과 참여

원초적 유대형성과 집단참여

객관적 영역의 모든 부문에서 만족

과 동일시, 일체감 성취

문화
언어습득, 생활양식 수용

일상적 형태습득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지향 습득

<표 6> 적응의 영역과 측면

출처: (이온죽, 1994 재인용)

이 외에도 적응을 개념화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ker(1991)는 적응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

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Gibson(2001)은 두 문화 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로서 정치, 예술, 기술, 언어, 종교, 사회제도의 

변화와 대인관계와 심리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문화적응의 개념으로 소개하였

다.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연구한 오혜정(1995)은 적응을 인간이 한 사

회의 성원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그 과정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윤여상(2001)은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가 조화로울 때 적응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적응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개인과 환경 간에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히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심리적, 주관적 측면의 조건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스포츠와 사회적응

스포츠는 사회공용어로서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계층, 연령, 성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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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소통을 촉진 시킨다. 외국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스포츠는 인종 간 문화적 차이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김연권, 2010). 특히 다문화 사회 환경이 조

성된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이주민 통

합정책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정부의 기관 등에 의해서 이

주민들의 스포츠참여를 장려하여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있다(권기남, 이혁기,

2011).

캐나다는 다문화국가로서 국민들은 다양한 국가, 종교와 문화배경을 갖고 있

으며,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수세기에 걸친 이민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캐

나다에서는 스포츠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체육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캐나다 신규이민자협회(Pricne Edward Island Association, PEI)에서는 이민자 학생 

교육연계 프로그램(Immigrant Student Liaison, ISL)을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사회적 

참여와 언어 습득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상관없이 스포츠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각종 신체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리고 PEI의 지역사회 봉사단(Community Outreach team)은 다른 교육기관이나 스

포츠 시설과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서 스포츠 활동 행사를 개최하여 이민자 가족

들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PEI 주 캐나다 신규이민자지원협

회4)).

호주는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를 선

정해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

에서는 이주민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민 가정 자녀들을 교육, 종교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김연권, 2008).

4) 신규이민자 지원협회(http://www.peia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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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미국사회로 동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스포츠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고립과 소외감 및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권민혁, 2008).

영국은 유소년 스포츠협회와 영국문화원이 dream & teams cam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와 세계화교육을 접목

시킨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 31개국의 어린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더십을 기르고 세계적인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 시킬 수 있다(김연권, 2008).

또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한 개인이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특정사회가 

지닌 문화를 체득하고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Kenyon &

McPerson 1973). 이주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해나가고 그 

집단의 기존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우석, 한광령(2011)은 결혼이주 여성의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서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사회적응을 위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역할

을 하고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응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권기남, 이정래, 한윤수(2011)는 이주노동자들의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며, 특히 사회적응에 있어서 스포츠를 참가한 집

단이 사회활동과 사회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운(2011)은 다문화 가

정 자녀들이 체육수업과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체육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기가 수월하

여 사회적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철원(2010)

은 재미 한인 1세대들의 여가 스포츠 참여를 통해 문화적응 효과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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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스포츠참여와 경험은 건강유지, 가족 간 유대 증진, 심리적인 안정, 사회

적 관계를 증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자들의 스포츠참

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질화, 배제, 차별,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

회활동과 사회소속감 증진시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3) 선행연구고찰

스포츠가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Javie, 2003) 스포츠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서구국가들을 증심으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조명진, 2011). 그리고 스포츠참여를 통해서 사회자본이 획득되고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었다(Blackshaw &

Long, 2005; Misener & Mason, 2006; Seippel, 2006; Coalter, 2007; Nicholson &

Hoye, 2008; Kay & Bradbury, 2009; Spaaij, 2009).

Tonts(2006)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시골지역(Northern Wheatbelt)에서 스포

츠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시골지역에 위치한 7개  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활동함으로서 다른 인

종, 나이, 계급 등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Harry(1998)는 스포츠 활동이 계급과 종교 그리고 인종의 경계를 넘

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

하였다.

Palmer, C와 Thomson, K(2007)는 호주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Grog Squad' 라

는 축구 서포터즈와 사회자본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서포터즈들의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 남성들은 일반남성들에 비해 사회활동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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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범위 및 혜택, 네트워크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Lawson(2005)은 SEPE프로그램(Sport, Exercise, Physical Education)을 통해서 신

체가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되며 또한 사회적 배제, 사회적 고립과 대인간 충돌

로부터 오는 갈등을 줄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집단과 같은 취약한 집단

의 경우 정체성이 발전되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며 이 그룹에 소속된 구성

원들은 서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Amara et al.,(2006)은 망명자 또는 피난민들과 같이 어려운 집단의 사람들이 

축구클럽과 같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연결 결합되고 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클럽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즉 스포

츠는 집단과 인종, 나이, 계급, 등과 상관없이 다른 집단과 연결할 수 있는 사회

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이 결합되고 창출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Putnam과 Bourdieu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스포츠와 사

회자본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Spaaij, R.(2012)는 브라질에 위치한 리오 데 자네이

로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유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중재 프로그

램(sport-based intervention program)을 실시하여 Bourdieu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축구클

럽 활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 선생님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으

며,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자원봉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자본이 

확대되었다. 이는 Bourdieu의 주장하는 교육에 따라 사회자본의 양과 크기가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Honrne et al.,(2011)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3학교(Augusta, Balfour, Charteis)를 

대상으로 Bourdieu외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스포츠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빈도,

시간, 학교시설 등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남

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도 사회자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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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Stempel(2006)은 Bourdieu의 경제, 사회, 문화, 신체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론적 틀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Walseth(2008)는 Putnam의 이론을 토대로 스포츠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은 스포츠

클럽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사회자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몇몇 연구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과정이 불평등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자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면과 연관된

다고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참여함에 따라 구

성원들 간의 유대감, 소속감, 동질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Putnam, 1995; Whittaker & Banweell, 2002; Walseth, 2008).

Putnam(1995)은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의 연구에서 미국인들이 볼링 클

럽에 가입하여 사람들과 어울려 치는 리그 볼링 문화가 쇠퇴하고 혼자 하는 볼

링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자본이 사라져간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Putnam은 사회자본을 통해서 계급의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

본은 인종, 성, 계급의 구분에 따라 형성된 사례가 많으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

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 결사체의 사회적·정치적 힘을 강화하며 계급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정승현, 2009). Wittaker와 Banweell(2002)는 

사회자본의 효과와 기능을 확인할 수 없지만 스포츠 참가자들의 계급, 인종, 사

회적 지위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이나 조직의 집단에 의해서 배타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도 스포츠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스포츠 커뮤

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효민과 박기동(2008)은 지역주민들

이 스포츠클럽에 참가함으로서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네트워크,

공동체의식, 규범, 사회적 적응과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박창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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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원(2005)은 Emerson(1972)의 교환 네트워크 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인라인 스케

이팅 동호회라는 사회연결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환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자원을 분석한 결과 크게 도구적 자원, 정서적 자원, 물질적 자원의 유형을 나타

났으며, 교화관계의 유형으로는 일방향적 관계형, 호혜적 관계형 무교환적 관계

형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경식(2008)은 프로축구팀 

지지자 연대(서포터스)의 사회자본을 분석한 결과 프로축구팀 지지자 연대에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며, 사회자본으로는 신뢰, 규범, 연결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지자 연대는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응원 

시 회원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 더욱 강한 응집력을 보였다.

강효민과 박기동(2006)은 상업스포츠조직의 조직만족의 관계에서 조직내 사회

자본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상업스포츠 조직 구성원의 시민행동은 조

직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업스포츠조직 구성원의 

시민행동에 대한 지지적 참여가 높을수록 조직 내 사회자본의 사회관계의 폭이 

높게 인식되며, 지지적 참여와 순종이 높을수록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치

성 및 공유된 비전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경애, 박창범, 임수원(2004)과 

박창범, 임수원(2004)등은 볼링과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사회연결망연구에서 

클럽활동관계, 교환자원, 자원교환관계 유형 등을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동호인의 

사회연결망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권민혁(2009)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육 성적과 사회자본

에 관한 연구에서 체육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 친구,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의 폭이 넓은 동시에 동아리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정권과 이창섭(2010)은 학교스포

츠클럽에서의 사회자본 형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

을 통해서 사회자본인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의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외국의 경우 스포츠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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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

라의 경우 스포츠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

며, 연구대상이 성인과 학생으로 제한되었다. 스포츠가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기

능을 한다고 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

회 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 하는데 있어서 중요시 된다.

따라서 소수자, 소수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사회자본과 관련

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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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질적 연구방법은 인과관계를 기능적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통계적 방법과 예

측 용어를 사용해서 이들의 변인관계를 밝히는 양적연구방법(김영석, 1999)과 달

리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상호작용과 그 이면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

미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박선민, 2011).

Strauss와 Corbin(1990)은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 이야기, 행동, 조직의 기능,

사회운동, 상호관계 등이 주 대상이며, 양적연구와 같이 통계 과정 또는 양적 방

법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Creswell(2008)은 연구문제의 특

성, 탐색이 필요한 주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연구 참여자

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질적 접근을 선택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과 의미, 그리고 관계 등을 형성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연구에

서는 사회자본 측정 시 양적연구를 주로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한국과 북한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질적 연

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사회자본과 관련되어 행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자본을 측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역동적이고 생생

한 내용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

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상의 구조, 사건의 흐름, 상호작용,

맥락의 독특성 등을 밝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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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과정

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된 사회자본이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

주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를 본 연구의 방법론적 틀

로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나 ’사례(case)‘를 

탐색하는 것으로서(Stake, 1995),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여 관

찰, 면접, 설문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의 한 형태이

다(Creswell, 2007).

본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크게 연구문제설정, 참여자 선정, 참여관찰, 심층

면담, 내용분석, 결과분석으로 총 6단계로 구성하여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

까지 총 1년 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설정 단계에서는 북한이탈

주민 및 사회자본, 사회적응에 관련된 연구물과 문헌자료를 살펴본 뒤 연구문제

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선정 단계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8개월 동안 전국에 배치된 북한이탈주민지원하나센터와 지역 사회복

지관, 학교, 지역교회,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양재단을 

통해서 르볼축구클럽과 L4축구클럽을 소개 받았으며, 축구회원 중 북한이탈주민 

9명과 우양재단 통일축구대회를 운영하는 박xx팀장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고찰,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으로 이루

어졌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귀납적 범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

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와 연구의 윤리성을 검증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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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표본추출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적절성과 

충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이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 연구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충분성은 연구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가

능케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Morse & Field, 1997; 이종은, 200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

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고 축구클럽 

활동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이

유는 북한이탈주민관련 선행연구에서 한국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고 있으며, 축구클럽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

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 중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 때

문에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한적이며, 특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경험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자도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6월부터 전국에 배치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

센터와 지역 사회복지관, 학교, 교회, 지자체 등에 일일이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연구의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하는 것이 힘들다

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연구 참여자 협조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많은 기관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락이 쇄도하기에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

유에서였고, 또한 몇몇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연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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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

해 다양한 기관에 수소문한 결과 2011년 11월에 우양재단에서 매년 북한이탈주

민을 중심으로 우양배 통일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재단 

측에서는 제4회 우양통일축구대회를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

집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2012년 1월에 축구대회 진행요원으로서 활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월에 우양재단으로부터 대회 진행요원으로 발탁되어 활동하게 되었

다. 우양통일축구대회 진행요원은 연구자를 비롯하여 북한이탈청년 12명(남성 7

명, 여성 5명)과 우양재단 직원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진행요원 중 

유일한 남한청년으로 12명의 북한이탈청년들과 활동하게 되었으며, 2월부터 11월

까지 매주 4째 주에 열리는 우양통일축구리그에서 심판과 대회 업무보조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2012년 9월 15일에 열리는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에서 경기

진행팀장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4째 주에 열리는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 또는 청년들과 관계를 형

성해 나갔다. 특히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

과의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개인적인 친

밀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축구리그가 없는 날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싸이

클럽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갔다. 이렇게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르볼축구클럽, L4축

구클럽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주말에는 이들과 함께 축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르볼축구클럽은 20~30대 북한이탈주민 25~30명, 한국주민 3~5명, 그리고 매니

저 4명(한국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천구에 위치한 O중학교에서 매주 토요

일 1시~6시까지 축구를 하고 있었으나 남한주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L4축구클럽은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지원해주는 축구클럽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청년 15~20명과 남한주민 또는 학생 10~15명, 그리고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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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이 매니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르볼축구클

럽의 경우 축구장이 없어서 S대학교에서 축구장을 대여하거나 다른 팀과 연락을 

통해서 축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관심을 표시하고 취지에 동의

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르볼클럽에서 5명, L4클럽에서 4명등 총 9명을 연구 참여

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르볼클럽과 L4클럽에서 연구 참

여자를 선정한 이유로 두 팀 모두 남북한 사람들과 구성된 팀이지만 르볼클럽의 

경우 3~4명의 남한청년이 팀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반면, L4클럽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축구회원 비율이 비슷하

고 남한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축구클럽의 

회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단일팀과 남북

한주민으로 구성된 연합팀의 클럽문화, 환경, 분위기, 회원과의 관계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양배 축구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P씨(북한이탈주민)를 연구 참여자로 

추가하였다. 그 이유로 P씨는 4년 전 우양통일축구대회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운

영해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클럽을 조직 및 결성하고 회원으로서 활동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7>과 같다. 요약하면 축구클

럽에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이며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

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또한 축구클럽에 참여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으

며 어머니 또는 형제들과 지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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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나이 성별

입국

시기

동거

가족

한국

거주기간

클럽

기간
팀 직업

1 23 남 2002 형 10년 1년 L4 대학생

2 25 남 2006

아버지, 

어머니, 

동생, 친척 

등

6년 3년 L4 대학생 

3 23 남 2009 할머니 3년 7개월 L4 대학생

4 32 남 2008 없음 4년
1년

2개월
L4 회사원

5 24 남 2003

할머니, 

어머니, 

동생

9년
1년 

10개월
르볼 대학생

6 26 남 2001
어머니

동생
11년 2년 르볼 대학생

7 27 남 2000
어머니

동생
12년 1년 르볼 대학생

8 33 남 2007 없음 4년 7개월 르볼 회사원

9 35 남 2001
부인

자녀
11년 2년 르볼 회사원

10 31 남 2002 동생 10년 3년
우양

재단
회사원

<표 7>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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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

층면담은 우양 통일배 축구리그와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 9명과 대

회운영자 1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전반

적인 축구클럽활동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삶과 체육활동, 제3국에서의 도피생

활,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 온)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온라인에서는 르볼축구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싸이클럽에서 실시되었다. 클럽이 개설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9월말까지 클럽에 등록된 내용(사진, 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회원 간의 의사

소통의 방식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참여관찰은 북한이

탈주민들과 어울려 같이 축구활동을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우양재단에서 개최되

는 통일축구리그와 통일축구대회에 참여하여 이들의 축구클럽활동의 경험과 의

미를 알아보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찰일지, 반성일지, 비공식인터뷰 등을 통해

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축구클럽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축구활동을 통해 어떠한 사회자본을 형성해나가며, 이는 한국사

회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심층면담은 우양

통일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축구클럽 회원 중 북한이탈주민 9명과 우양재단 대회 

책임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1차면담 내용을 토대로 면담범위 

및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으며, 본 면담에서는 반구

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전 참여자에게 연

구 배경 및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참할 것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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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받은 후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존중하여 편한 장소에서 만나 면담을 실시

하였다. 대부분 연구 장소는 조용하고 차분한 장소인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이루

어졌으며, 몇몇 연구 참여자는 커피숍과 같은 개방적인 장소보다 밀폐된 공간에

서 면담하기를 원하여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의 집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같이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면담에 앞서 

같이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하고 면담이 끝난 뒤 답례품(상품권)을 전달하였

다.

<그림 1>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 온)를 이용한 자료수집 

면담은 기본적으로 한 명당 1회 면담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추

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담의 경우에는 직접 만나거나 또는 연구자의 편의

를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 온)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같이 보낸 

시간(식사, 술 등)은 4~5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직후 면접노트를 

작성하고, 면접노트에는 면접 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아이디어나 주제,

면접자료 관련 특이사항, 면접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해결 방법 등을 정리 하였



- 45 -

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모든 면접기록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면접 환경의 분위기를 기록하였으며, 면담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모든 내용을 녹

취한 후 자료를 보존하였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문화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

하며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에서의 참여관찰은 2012년 2월부터 제4회 우양

통일축구대회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2월에 열린 

진행요원 회의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대면하게 되었으며, 3월부

터 11월까지 매주 넷째 주에 열리는 통일축구리그와 2012년 9월 15일에 개최된 

통일배 축구대회에 참여하여 심판 및 경기진행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들

의 전반적인 축구활동 참여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축구리그

에 참여하는 축구클럽 중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실제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울려 축

구경기를 뛰기도 하였으며, 축구리그가 없는 주말에는 직접 축구클럽을 방문하여 

같이 운동을 하거나 축구를 지도하였다.

온라인상에서의 참여관찰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르볼축구클럽이 실

제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싸이클럽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4월에 르볼축구클

럽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정식회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전체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다. 하지만 르볼축구클럽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8월에는 정식회원으로 승인되면서 전체적

인 활동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르볼축구클럽 회원들의 활동과 회원 간의 

의사소통, 정보교환, 일상적인대화에 관련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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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라인 참여관찰(르볼축구클럽)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구체적인 관찰 내용은 축구리그 및 축구대회에서의 

참여태도, 클럽 분위기, 회원들 간의 관계, 연구 환경 등이며, 클럽을 직접 방문

해서는 클럽의 분위기, 회원들 간의 관계, 연구 참여자의 언어 사용, 참여태도,

연구 환경 등이다. 그리고 이를 관찰한 뒤 관찰일지에 기록하여 연구 결과의 질

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참여관찰 일정과 내용은 다음의 <표 8>같으며,

<그림 3 >은 참여관찰 활동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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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장소 내용

2월 우양재단 ·진행요원회의참석

3월 24일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축구리그에 참석, 심판 및 진행요원활동

4월 7일 O중학교 ·르볼클럽과 축구 및 축구지도

4월 28일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축구리그에 참석, 심판 및 진행요원활동

5월 12일 O중학교 ·르볼클럽과 축구 및 축구지도

5월 19일 S대학교 ·L4클럽과 축구 및 축구지도

5월 26일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축구리그에 참석, 심판 및 진행요원활동

·르볼클럽 회식 참여

6월 2일 S대학교 ·L4클럽 축구 및 축구지도

6월 9일 S대학교 ·L4클럽 축구 및 축구지도

6월 23일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축구리그에 참석, 심판 및 진행요원활동

7월 5일 우양재단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대진추첨

7월 7일 O중학교 ·르볼클럽과 축구 및 축구지도

7월 21일 O중학교 ·르볼클럽과 축구 및 축구지도

7월 28일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8월 4일 O 중학교 ·르볼클럽과 축구 및 축구지도

8월 25일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축구리그에 참석, 심판 및 진행요원활동

9월 4일 우양재단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준비를 위해 진

행요원 회의

9월 15일 우양통일대회
·우양통일배축구대회 운영

·경기운행팀 팀장 역할담당

<표 8> 참여관찰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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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참여관찰 현장

2012년 4월 28일 축구경기대회 진행 

및 심판 활동

2012년 5월 26일 축구경기대회 진행 

및 심판 활동

2012년 7월 5일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대진추점 진행 활동

 2012년 7월 5일 제4회 우양배 통일

축구대회 대진추점 진행 활동

 2012년 9월 15일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운영

 2012년 9월 15일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운영 

 2012년 9월 15일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준우승 르볼축구클럽

2012년 9월 4일 제4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운영



- 49 -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며(조용환, 1999),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이용숙, 김영천,

2002).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

게 분류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질적연구자료 분석방법 6

단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이다. 심층면

담을 통한 자료는 주요자료로 사용되며,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보조 자

료로서 활용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바로 전사 작업을 통

해 기록지에 옮겨 적은 후 녹취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확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사된 자료는 주제별로 몇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는 귀납적 연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노트와 현장 관찰일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질적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진실성에 의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판단된다.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타당도

준거(trustworthiness criteria)의 내용들에 의하여 확보된다. 따라서 면담 중에 나타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 

검토, 전문가 및 동료 간의 검토, 다각도 분석법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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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수집과 연구결과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류를 감소시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자료, 조사자, 연구방법, 이론 등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

법이다(김종택, 1999).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기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를 본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서 자료 분석과 이해의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

였다. 따라서 연구자와 지도교수, 그리고 동료 석·박사 선생님들과 본 연구에 참

여하여 다양한 원자료(Raw Data) 간의 논리적, 사실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비

교함으로써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2) 동료 간 협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료 간 협의 과정은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과정에 동료를 참여시킴으로

써 연구에 관련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박성훈,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양 통일 축구대회’를 실제적으로 개최하는 우양재단 직원과 진행요원, 그리고 

스포츠사회학 전공 석·박사 과정생들과 연구 전반의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여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

다.

3) 연구 참여자 검토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란 수집된 정보와 해석에 대하여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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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다시 돌아가 점검을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Cuba, 1981). 즉 연구 참여자

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에 대하

여 연구 참여자에게 그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 받는 과정을 말한다(김영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함께 구성원간 검토를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모든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며,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 참여자

의 경험적 진술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자세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더욱 윤

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반성적

인 자세로 윤리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배성만, 2010).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두 장의 ‘연

구참여 동의서’(연구자, 연구참여자)에 각각 서명을 받은 후 한 장씩 보관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 목적과 연구절차, 비밀보장 

등이 제시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 대상을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뷰 내용을 기록, 보관, 출력, 복사를 

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연구 참

여자와 면담 중 거론된 가족, 지인의 신분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의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이외의 목적

을 위해서 연구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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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럽활동 참여를 통해 어떠한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은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0

명을 연구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축구클럽활동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결과 이들은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네트워

크, 신뢰, 규범, 참여, 정보공유, 정체성 확인 등의 사회자본을 형성해 나갔다. 그

리고 축구클럽의 성격에 따라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결형 사회자본의 성격을 띠

었으며, 축구클럽 활동으로 형성된 사회자본은 한국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럽 활동 양상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 조사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스

포츠 활동 중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전반적인 스

포츠 활동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스포츠 활동의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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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축구클럽 활동 참여형태

축구클럽 활동 참여방식

축구클럽 활동 참여과정

축구클럽 활동 참여정도

축구클럽 활동 동기요인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즐겁고 자유로운 단체 활동

치유의 공간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

시간부족 및 금전적 제약

운동장소 및 기구 부족

축구활동 경험 부족 및 축구용어 이질성

축구클럽 활동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표 9> 축구클럽 활동 참여양상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럽 활동 참여형태는 크게 축구클럽 활동 참여방식, 참

여과정, 참여정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축구클럽 활동 동기요인으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즐겁고 자유로운 단체 활동, 치유의 공간으

로 나타났으며,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으로 시간부족 및 금전적 제약, 운동 장

소 및 기구 부족, 축구클럽 활동 경험 부족 및 축구용어의 이질성, 스포츠 활동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악되었다.

1) 축구클럽 활동 참여형태 

내용 의미 단위

축구클럽 활동 참여형태

축구클럽 활동 참여방식

축구클럽 활동 참여과정

축구클럽 활동 참여정도

<표 10> 축구클럽 활동 참여형태

축구클럽 활동 참여형태는 크게 축구클럽 활동 참여방식, 참여과정, 참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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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축구클럽 활동 참여방식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축구클럽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미 조직된 축구클럽

에 소속되어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축구클럽에 소

속되지 않았을 때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축구활동을 하였지만, 축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활동 빈도가 증가

하면서 2009년 11월에 축구클럽을 조직하여 회원들과 같이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3은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청년, 자원봉사자들

로 구성되어진 L4클럽에 소속되어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아는 형들하고 그냥 운동장에 나와서 공 찼어요. 시간이 되면 연락해

서 모여서 했었죠.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는 하는데 팀도 없고, 운동장도 딱히 

없이 공차다보니깐 발도 안 맞고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정기적으로 공도 

차고 서로간의 친묵도 다져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2009년에 르볼축구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참여자 #5>

예전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L4 축구클럽에서 고향사람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청년들이 어울려서 축구하고 있어요.

<참여자 #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축구클럽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래 진술에서와 같이 축구클럽에 소속된 회원이 다른 축구클

럽과 경기 일정을 잡거나 또는 다른 축구클럽에서 초청하여 같이 어울려 축구활

동을 한다고 하였다(연구 참여자 #1, #5, #6). 연구 참여자 #1은 자신이 소속된 축

구클럽의 경우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지원하고 있어 대사관 또는 사회복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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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와 같은 NGO단체 축구클럽과의 교류를 통해서 축구활동에 참여하

고 있다고 했다.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일반 축구클럽 외에도 교회에서 운영하

는 축구클럽이나 신문기자들로 구성된 축구클럽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축구활

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성인 축구클럽뿐만 아니라 대사관, 교회, 복지단체 등 다양한 축구클럽과의 교류

를 통해서 축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형들이 알아서 경기를 잡아와요. 회사 다니는 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서 친해져서 축구하자고 하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 형들은 또 동아리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하기도 해요.

<참여자 #5>

S대학교에서 많이 뛰는데 그 쪽에서 뛰고 있는 선배 후배들이랑 축구하기도하

고 또는 대사관 쪽에서도 공차고 해요. 이런 경기는 대사관 쪽에서 축구 한 게임 

합시다 하면은 “예 그래요” 하고 게임하죠.

<참여자 #1>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른 팀과 해요. 저번에는 ooo뉴스라

는 인터넷 신문기자들이 저희팀과 교회팀을 초대해서 세팀이 파주 잔디구장에서 

공 찼어요.

<참여자 #6>

연구 참여자들의 축구활동은 단순한 여가활동에 그치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4와 #9가 진술

하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축구클럽은 매달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우양배 통일 축구리그와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우양통일 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있

으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대회를 

앞두고는 전지훈련을 간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우양재단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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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개최되는 축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 했다. 본 연구자는 우양통일 축구리그와 우양 통일배 축구대회에 진행요원으

로 활동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 할 수 있었

다. 아래의 관찰일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기 중에는 클럽 선수들 간의 충돌

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은 축구활동에 강한 승부욕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들이 소속된 축구클럽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축구클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대회의 우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매주 4째 주에 열리는 우양축구대회에 참가하죠. 그때 되면 사람들도 많이 나

와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통일축구대회 참가해요. 상금이 200만원이나 되서 전지

훈련도 가고 연습도 하죠.

<참여자 #4>

한 달에 2~3번 정도는 우리끼리 연습하거나 다른 팀과 경기해요. 그리고 3월부

터 9월인가 10월까지는 우양재단에서 개최하는 축구리그에 참가해요. 상금도 걸

려있어요. <중략> 그리고 1년에 1~2번 전지훈련도 가는데 이번에는 8월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참여자 #9>

우양축구리그를 진행하는 두 번째 날이다. <중략>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이탈

주민과 남한청년들은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특히 르

볼축구클럽과 S대 축구클럽의 경기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선수들과의 말

싸움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수비를 하던 북한선수와 공격을 하던 한국 청년과의 

몸싸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심판을 보는 내내 가슴을 졸이면서 경기를 진행하

였다

(관찰일지,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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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활동 장소가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은 약 1~2시간 되는 거리를 지하철

과 버스를 타고 와서 참여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2는 아침 7시 30

분에 축구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새벽 5시 30에는 출발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축구클럽 활

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경우 하나원에서 사회적 교육을 이수 

한 뒤 초기정착지원금과 주택을 할당 받아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축구하러 오려면 지하철타고 마을버스로 갈아타야지만 올 수 있어요. 시간을 

따지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리죠. 저 뿐만 아니라 XX형은 안양에서 살아서 

거기서 버스타고 와요.

<참여자 #6>

아마 지금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 들 중에서 S대 근처에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머 S대학생, 대학원생 빼고는요. 우리는 아침 7시에서 7시30쯤에 

공을 차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30에 나와야 해요.

<참여자 #2>

(2) 축구클럽 활동 참여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지인(친구, 가족 등) 또는 하나원, 교회, 봉사단체(NGO)

등을 통해서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3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주변지인(북한이탈주민)의 소개로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

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5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경우 교회를 다

니는 회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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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 #2는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원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오락프로그램 등

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 실제 그들에게 축구클럽을 소개하고 관심이 있

으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사회에 나와 참여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족, 친구/친지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문화체육관광

부, 2010).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 친척, 친지보다는 하나원, 종교, 복

지, 봉사 단체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스포츠 활

동은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타율적인 참여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

민들이 북한에 가족, 친척, 친지 등을 남겨 놓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회

적 활동보다는 자신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와 복

지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05).

여기에 먼저 다니는 고향(북한)친구가 남북한 애들하고 같이 축구하는데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공차게 되었죠.

<참여자 #3>

저희는 약 70~80%가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교회에서 많이 오죠. 그리고 

친구들의 친구 이렇게 통해서 와요. 한국 친구들도 4~5명 있어요. 이 친구들도 교

회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죠.

<참여자 #5>

저희 팀이 좋은 건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깐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원에 들어가 오전에는 공부, 영어랑 수학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남한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과 

3개원동안 매주 보니깐 친분도 쌓이고 그리고 축구클럽에 대해 알려주고 관심이 

있으면 오라고 하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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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클럽 활동 참여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축구클럽 활동 참여 정도는 자신이 소속된 축구클럽의 환경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7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클럽은 운동

장이 확보되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루 평균 5시간동안 축구활

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2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경우 운동장을 확보하지 못해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클럽과의 

경기 일정이 잡히거나 운동장이 확보가 된 경우 회원들 간의 연락을 통해서 축

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2011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클럽회원들과 같이 5시간 이상 축구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축구클럽 활동 참여정도는 자신이 활동

하고 있는 클럽의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1~6시까지 축구연습하고 만약 경기를 잡거나 시합이 있으면 

하러가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7>

공찰 때가 딱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운동장을 잡거나 다른 팀이 경기하자는 제

의가 들어오면 해요. 경기가 잡혀지면 이날 와라, 같이 하자 이렇게 연락을 하죠.

<참여자 #2>

우리는 하루 5시간 이상 공차요. 워낙 공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형

(연구자)도 그 때 같이 차 봤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일년 내내 공 찼어요. 눈이 

와도 비가 내려도 그 때 언제지? 작년 겨울인가? 눈이 발목 넘게 왔는데 같이 공 

찼어요. 재미있었어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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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르볼축구클럽이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싸이클럽에 공지된 <훈련

공지>를 통해 이들의 축구활동 참여정도에 대해서 관찰 할 수 있었다. <훈련공

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장소, 시간, 다른 클럽과의 경기일정 등에 관련

된 내용을 공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균 하루 1~2경기가 잡혀 있었으며, 많을 

때는 하루에 3~4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경기 시간이 이른 경우에

는 경기가 끝난 후 다시 자신이 사용하는 운동장에 모여 축구활동을 계속이어 

나갔으며, 반대로 경기가 늦은 시간일 경우 운동장에 일찍 모여 연습을 한 뒤 경

기에 참여 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축구활동 참여정도는 자신이 

소속된 축구클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르볼축구클럽의 경우 운동시간과 운

동량이 다른 축구클럽에 비해 많은 편이며,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래 연구자의 관찰일지를 통해서 

이들의 축구활동 참여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으로만 이루어진 르볼축구클럽과 축구를 하기 위해 양천구 O중학

교에 1시까지 갔다. (중략) 둥글게 모여 간단하게 몸을 푼 뒤 작은 골대를 이용해

서 미니게임을 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기가 거칠어졌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늦게 나온 회원들이 모이기 시

작했다. 미니게임이 끝난 뒤에 회원들과 큰 골대를 놓고 시합을 하였다. 전·후반 

각각 30분씩 경기를 하고 10분은 휴식을 취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음에도 불

구하고 운동은 계속되었다. 이런 날씨는 나를 지치게 할 정도였다. (중략)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운동시간이 일반 성인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7

월이며 한창 더운 날씨이다. 그러나 오후 1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약 5시간동안 

공을 찬다고 한다.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던 나였지만 오늘만큼은 힘들고 지쳐갔

다.

(관찰일지,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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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클럽 활동 동기 요인

내용 의미 단위

축구클럽 활동 동기요인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즐겁고 자유로운 단체 활동

 치유의 공간

<표 11> 축구클럽 활동 동기요인

축구클럽 활동 동기요인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즐

겁고 자유로운 단체 활동, 치유의 공간으로 나타났다.

(1)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시달리

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굶주림에 내몰리거나 질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한국인들에 비해 건강수준 상태가 낮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8과 #5에 의하면 북한에서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

지 못해 운동에 참여한 기억이 거의 없었으며,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중국 내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었기에 건강 및 체력을 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제대

로 먹지 못해 남한 주민보다 체형이 작고 마른체형을 유지하고 있어 운동을 통

해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살을 찌우기 위한 목적으로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명애과 최정안(2009)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

회에서 식생활이 나아지고 살기가 편안해짐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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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운동을 하기는 했는지를 기억도 못해

요. 배가 고픈데 운동을 제대로 했겠어요? 특히 어렸을 때 못 먹어서 키도 안 크

고 많이 야위니깐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잘 먹고 운동해서 한국 애들처럼 건강

해져야죠.

<참여자 #8>

한국에 들어올 때는 진짜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중

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제대로 먹고 살았겠어요? 중국에서 밖에 나가놀고 싶은

데 중국말 못하고 하니깐 잡혀갈까봐 1년 동안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하여튼 몸

이 많이 안 좋아요. 정신도요. (중략) 그래서 공차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좋아지

는 것 같아서요. 우리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축구하니깐 체력도 엄청나게 좋아지

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2)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제도, 관습, 문화를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시 되지

만, 이들은 자신들만의 특이한 억양이나 말투,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혼자서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때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게 

되고 그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협동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관

계가 형성된다(서석진, 2001).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8

은 한국인과 다른 말투와 억양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꼈

지만 축구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과 같이 땀 흘리고 부디끼면서 자연스럽게 인

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2는 과거 대구에서 거주했

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축구활동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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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특히 한국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친구가 없거나 또는 주말에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는 회원들

이 운동장에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식사, 술자리 등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는 김우석과 

한광령(2010)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효민과 박기동(2008)은 스포츠 

참여의 동기가 단순히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욕구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런지 저희가 

스스로 작아지죠. 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말하기도 쫌 꺼려하고 다

가가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많다 보니깐 사람 사귀

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축구하다 보니깐 사람도 알아가고 좋아요. 같이 

땀 흘리고 부딪히면서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한겨례 계절학기라고 해서 탈북청소년을 불러다가 공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었는데 제가 거기 잠깐 참석했다가 집에 내려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축구 같

이하자고 현실적으로 저는 대구에 있고 축구는 서울에서 하다보니깐 참석 잘 못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때는 너무 사람을 만나고 싶어했고 한국사람들

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하러 올라왔어요.

<참여자 #2>

북한에서 축구를 많이 못해서 진짜 축구 못해요.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오거든

요. 진짜 1~2명 정도는 축구하러 왔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할 것 없거나 친구 없

어서 주말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친구도 사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죠.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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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즐겁고 자유로운 단체 활동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를 경험해보거나 배

우지 못한다. 최경환(2007)의 북한이탈주민 가치관 변화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탈주민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원하며, 더 나아가 여행과 같은 자

유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7은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북한체

제가 싫어서 탈북을 하였기에 공동체 활동보다는 자유롭고 개인적인 활동을 추

구한다고 했다. 그리고 축구클럽 활동의 경우 북한에서 해왔던 공동체 모임과는 

달리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6의 경우 북한에서는 축구클

럽과 같은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없었고, 클럽이나 동호회 같은 활동을 경험을 하

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한국에 와서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할 

수 있어 참여한다고 하였다. 즉,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라는 집단 위

주의 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로운 삶을 찾아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로

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사회주의라는 공동체에 있다가 그걸 혐오하고 싫어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기 때문에 고향사람들 특징 자체가 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소속되는 거 싫어하고 공동체 같은 거 활동하는 거 안 좋아해

요. 머 모아라 나와라 이런 거 저 또한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클럽에 

들어가니깐 머가 달라요. 일단 앞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려고 노력하

고 하겠다고 연락하게 되고 의욕 있고 재미있어요. 싫지도 않고 이거 하면서 제

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축구도 할 수 있겠지

만 만나서 애기하고 밥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이

것도 공동체인데 북한에서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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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즐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북한에서 있을 때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민속놀이, 밤에는 숨바꼭질, 줄넘기,

땅따먹기나 했죠. 그리고 망까기라고 해서 돌 세워서 맞추는 거요. 제가 있을 때

는 한국에서 하는 축구클럽이나 동호회 같은 게 없었어요. 한국은 마음 맞는 사

람끼리 모여서 하는데 북한은 딱 하나의 공동체니깐 개인적으로 클럽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공산주의에서 허락이 안 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축

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같이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6>

(4) 치유의 공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

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불안과 같은 심리 및 정신적 증상을 겪고 있으

며, 한국에 와서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과정과 한국사회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축구

활동을 통해 치유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한국에서 고등

학교를 다니면서 2살이나 어린 학생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생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모두 잊

고 축구활동에 집중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8은 한국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받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

였기에 자신감을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운동장에 나와 소리도 지르고 골

을 넣으면서 자신감도 향상되고 다른 아픈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

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5는 북한에서의 단조로움 삶과 탈북과정에서 자신이 중

국공안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했지만 축구를 통

해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



- 66 -

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먼가 치유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

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축구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축구를 하다보면 정말 그 

때 상황 다 잊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2>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일단 우리 신분을 말하든 안하든 인종차별 같은 

것을 받으니깐요. 무시하거나 깔보는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깐 

더 힘들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자기가 잘났던 못났던 어디 나가서 속 시원하

게 애기해야 하는데 못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부

터 숨어 살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치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축구할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운동장에 나와서 소리도 지르고 공도 차고 그리고 골 넣으면 또 

자신감 생기거든요. 이러니깐 나도 모르게 힘든 부분을 잊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북한에서는 사상교육 많이 받고 딱 짜여진 삶을 살았고 중국에서는 공안한테 

혹시 체포당할까 하는 불안감을 항상 느끼고 먼가에 쫓기는 다급함을 가지고 있

었다면 한국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있죠. 운동을 하다보면 힘은 정점이 있는 게 그 정점을 갔다가 떨어질 떄 

오는 느낌,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혼

자가 아니구나 ! 같이 이렇게 있구나! 이러면서 해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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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

내용  의미 단위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

 시간 및 금전적 제약

운동 장소 및 운동 기구 부족

축구활동 경험 부족 및 축구 용어의 이질성

축구클럽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표 12>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인으로는 시간 및 금전적 제약, 장소 및 기구 부족, 축

구클럽 경험 부족 및 축구용어의 이질성, 축구클럽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1) 시간 부족 및 금전적 제약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생활하면서 생계유지와 취업문제와 같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북한에 가족, 친구, 친척 등을 남겨두고 

혼자 오는 경우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

으며,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 또한 시간 및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3은 한국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서

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학교 공부

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시간

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9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있으며, 주말에 배우자가 일을 나갈 경우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축

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20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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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시간적 부족과 경제적 부

담으로 인해 여가 참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해준

다.

가족은 할머니 혼자여서 일할 사람이 저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안가는 주

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해야 되요. 그래야 제 용돈이라도 벌고 할머니 맛있

는 것도 사줄 수 있죠. 축구하고 싶어도 힘드네요.

<참여자 #3>

운동을 하니깐 건강에도 좋고 좋아하니깐 일단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리고 

뛰니깐 좋고 가끔씩 골 넣으면 더 좋고 한데요. 주말마다 공찰 수는 없죠.. 공부

해야하고 먹고 살려면 알바도 해야 되서요. 한국 애들처럼 부모님이 부유해서 용

돈을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여자 #5>

주말에 축구를 하고 싶지만 주말에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리고 

집에서 애들도 봐야되요. 주말에 되면 집사람이 일하러 나가고 제가 애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번 돈으로 먹기 살기는 힘들죠. 애까지 키우니깐요.

<참여자 #9>

(2) 운동 장소 및 운동 기구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장소와 운동기구부족으로 축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한 적이 있거나 또는 현재 겪고 있었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으

로 여유롭지 못해 유니폼, 축구화, 조끼 등의 축구용품을 충분하게 구입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

서 학교 측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으로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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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 운동장을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클럽(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운동장이 확보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클럽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한다. 연구 참여자 #2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축구클럽을 ‘떠돌이 인생’이라

고 표현하면서 축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떠돌이 인생처럼 운동장을 찾거나 다

른 축구클럽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

은 이주민들이 실제 스포츠에 참여하고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장소의 대여 및 대관문제로서 시설담당자들이 이주민을 이방인이라는 선입견으

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권일(200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6은 조끼, 축구공, 정강이보호대 등

과 같은 운동장비가 부족하여 축구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낀다고 했다.

아무래도 축구를 하고 싶어도 공찰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없으니깐 힘들죠.

공찰려고 하면 예약해서 해야 하는데 돈도 없지만 북한에서 왔다고 학교 측에서 

허락 잘 안 해줘요. 그리고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다 보니 운동을 하

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막 이팀 저팀에 끼어서 

공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K1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을 예약하지 못해서 우리

랑 같이 시합을 많이 하죠.

<참여자 #5>

그때 그때 달라요. 거기 어디지? 우양재단이랑 같이하는 축구대회는 망원역에

서 할 떄도 있고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머 떠돌이 인생이죠. 축구장이 없다보니 

우리도 어디서 찰지도 모르고 그냥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참여자 #2>

축구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우리 편인줄 몰라요. 다른 팀은 조끼 

있어서 입고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축구공도 그렇고 연습할 때 모자란 

부분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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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활동 경험 부족 및 축구 용어의 이질성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축구활동 경험부족과 축구용어의 이질성으로 축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은 북한에서 축구경

험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에 비해 축구실력이 떨어져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에

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다른 연구 참여자 #10은 북한에서 축구공의 가

격이 비싸 제대로 축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어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축구활동을 그만둬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축구

경험 부족 현상은 북한에서 철봉, 체조와 같이 맨손으로 하는 체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구활동의 경우 낙후된 시설과 고가의 운동 장비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의 체육환경 현실에 기인한다. 이는 북한에 거주

하는 북한주민 또는 청소년들이 즐기는 스포츠 활동이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생

활여건이 좋지 못해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쉽지 않으며, 체육활동

에 필요한 시설과 용구 및 용품 부족으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안민석(2003)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 #3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축구 용어(경기규칙, 축구기술, 포지션 등)가 외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축구

활동을 하는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했다.

여기는 동호회 이런 게 규모가 조금 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축구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했으니깐 잘 차는 것 같은데. 근데 우

리는 달라요. 위에 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하기는 했어도 축구화도 없고 유니폼도 

없고 정말 낡은 공으로 축구했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애들하

고 실력 차이가 나서 미안할 때도 있어요.

<참여자 #1>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안 해봤고 여기 와서 처음 해봤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축구공이 워낙 비쌌어요. 축구공이 쌀 한가마 정도였으니깐요. 잘사는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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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는 축구 했겠지만 저는 배우지도 않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축구할 

때 어려웠어요. 공을 다루는데도 힘들고. 그렇다보니 그만 둘까하는 생각도 했어

요.

<참여자 #10>

용어 같은 것들이 헷갈리기도 하죠. 오프사이드라던가? 오프사이드를 머라고 

하지? 공격어김이었나? 하여튼 위(북한)에서는 달라요. 코너킥을 구석차기라고 하

는데 여기서는 코너킥이라고 하니깐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참여자 #3>

(4) 축구클럽 활동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에 관련된 정보와 동반자 부족으로 인해 축구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축구클럽이

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축구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가

족, 친척, 친구 등을 북한에 남겨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 축구활동을 같이 할 동

반자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2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축구 클럽이나 동호회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향 

사람들보다는 한국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성향이 있어 서로 연락을 안 하거

나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축구클럽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가 힘들다

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3은 가족, 친척, 친구들을 북한에 두고 할머니와 

단 둘이 왔기에 축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축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축구클럽 활동에 관련된 정보와 동반

자 부족은 김은정과 김형곤(2012)이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여가제약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기존에 

지니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스포츠 활동과 같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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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활동에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부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

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교류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한바 있다(김은정, 김형곤, 2012).

운동하려고 해도 주변에는 다 한국애들끼리 하고 있어서 같이 하기 힘들죠. 그

렇다고 북한사람들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서로 잘 안 볼려고 

하는게 있어서... 또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도 안

하죠. 이상하게 볼까봐.

<참여자 #2>

한국에 왔으니깐 고향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애들과 친구하

고 싶지 누가 한국까지 와서 같이 어울리겠어요. 처음에 와서 서로 안 친해지려

고 하니깐 어디서 고향사람들이 축구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나 교회를 다

니거나 어디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야 알 수 있거든요.

<참여자 #6>

축구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죠. 할머니와 둘이 살아서 (중략) 처

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진짜 친구도 없었는데 누구와 축구를 했겠어요. 혼자 운

동장 가서 공찰 수 도 없잖아요.

<참여자 #3>

(5)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한국의 자유주의와 자본주

의와 같은 새로운 사회체제와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기도 한 반면 두려움

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들과 다른 자신들의 억양이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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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행동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형성에 대하여 심리

적인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윤여상, 2001, 이금순 외, 2005, 윤인진,

2007).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과 축구클럽

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3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티가 날까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회피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축구클럽활동과 같은 모임활동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9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 자체가 어려우며, 사람들

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 #4는 클럽회원들과 어울려 처음 축구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바빠 축구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혹시나 다른 사람이 말을 걸면 어

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면 북한에서 온 거 티 나니깐 혹시 이상하게 볼까하는 생

각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여질까하는 생각도 있었

으니깐요.

<참여자 #3>

솔직히 두려웠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여기 모임도 사람들과 같이 하는 단체 운동이다 보니 더 힘들

고 어려웠죠.

<참여자 #9>

아직도 기억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축구했을 때 운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

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바빴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깐 어디서? 뭐? 어떻게 해

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말을 걸면 어떻게 하지? 그냥 말 한마디도 안하고 

보기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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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4>

2.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1)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유형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자본 유형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정보공유, 정체성 확인 등으로 나타났다.

내용 의미 단위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유형

네트워크

신뢰

 정보공유

 규범

참여

정체성 확인

<표 13> 축구클럽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유형요소

(1) 네트워크 -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나’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 한 

뒤 사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거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학생들과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나 축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였

다. 연구 참여자 #4는 한국에 누나와 같이 왔지만 결혼을 한 뒤 혼자서 지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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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만 주말에 운동장에 나와 회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지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1은 대학생임

에도 불구하고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회사원, 대학생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원 나온 뒤에 교회에 나가도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도 한국애들하고 

같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동물원 보듯이 구경하러 오고 관심도 가져보지

만 쉽게 친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이 축구할 때는 또 달라요. 같이 애기도 많

이하구요.

<참여자 #2>

사실 저는 북한에서 누나와 둘이 왔어요. 근데 누나가 결혼을 해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사니깐 혼자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 줄 모르죠? 혼자 사니깐 집

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다보니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깐요. 근

데 운동장 나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같이하다 보니 친해지더

라구요.

<참여자 #4>

우리 팀은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들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이 많아요. L팀은 머 북한애들로만 팀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

기오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알 수 있죠 회사원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그리

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만나고. 축구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동호회, 클럽 모임 같은 게 없어요.

<참여자 #1>

축구클럽활동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휴대폰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뒤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살아가지만 이들의 주변에는 같이 탈북한 가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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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친구 이외에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 보안경찰 등으로 한

국인에 비해 인맥이 좁으며,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노력 없이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갈 수 없다. 하지만 축구클럽활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 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자신이 하나원 

교육 이후 사회에 나와 휴대폰을 샀을 때 저장된 번호는 할머니와 하나원에서 

사귄 친구, 복지사, 보호경찰관 등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

여 회원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저장 번호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우양대회에 매년 참가함에 따라 축구대회를 진행하는 박팀장

을 비롯해 진행요원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

러한 현상은 Tonts(2005)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스포츠에 참여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사회자본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원을 나와 얼마 안 되서 폰을 샀죠. 그 때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하나원에서 사귄 친구들, 그리고 복지사아주머니, 경찰관아저씨 정도 였

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 사귄 친구들 약 10~15명 정도죠 아! 그리고 축구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축구 회원들은 한 20~25명 되는 것 같

아요. 축구하게 되면 당연히 번호는 자연스럽게 교환하고 경기 일정에 대해서 알

려주잖아요.

<참여자 #7>

매년 대회(우양통일 축구리그와 축구대회)에 나가다보니 누가 누군지 알죠. 한

달에 한번은 꼭 보니깐요. 그리고 박팀장하고 진행요원들은 저희를 많이 도와줘

서 연락도 하고 지내요.

<참여자 #6>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에 소속되어 회원들과의 축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클럽들과의 교류를 통해 집단 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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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 참여자 #6은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팀인 K1과 약 1년 6개월 동안 

교류하면서 K1에 소속된 회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연

구 참여자 2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클럽의 경우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장을 예

약하거나 다른 팀과의 경기 일정이 잡히면 축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간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 #9는 

원정경기를 하러갈 때는 상대팀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 축구활동 외

에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에

게 축구클럽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

해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k1(북한팀)과 한 1년 반 동안 계속 공찼어요. 그 팀이 축구장이 없어서 

우리 구장에서 공 차러 많이 왔죠. 머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팀 사람

들 하고 다 알거예요. 우리 같이 북에서 왔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졌죠. 저도 거

기 있는 친구와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요. 아.. 그리고 하도 오래 차고 하니

깐 같이 축구 끝나면 회식도 하고 해요. 그리고 휘슬이라는 팀도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로 만들어진 팀인데.. 그 팀하고도 많이 찼어요.

<참여자 #6>

다른 운동장 찾아다니다 없으면 축구장에 뛰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축구하

죠. 그리고 그러다 친해지면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할 기회가 생기면 같이 연락

하자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죠. 이렇게 해서 같이 축구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

고 또 이러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원정경기를 가면 저희를 위해 식사도 준비해줘요. 축구 끝나면 같이 둥글게 둘

러 앉아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러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우리가 먼저 인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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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축구활동 외에 회원 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는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친한 회원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

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축구활동이 없는 날에는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6은 축구클럽 회원들 중에서 서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회원은 4~5명으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회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5는 회원 

중 결혼을 하거나 생일인 경우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해 준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축구클럽에 소속된 회원들과 축구활동 시간 외에도 많

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회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나갔다.

축구만 하러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와서 공차고 친해지다 보니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연락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전화

하거나 카톡으로 해요.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죠. 또는 1:1 걸어서 술 먹거나 밥 

먹자고 해요. 연락하면 좋아하거든요. 형들이 알았어! 하고 오라고 해요.

<참여자 #7>

연락 매일 하는 형들도 있어요. 저는 같이 공차는 사람들 중에서 4~5명 정도 

정말 친해요. 우리는 매일 연락해요. 어디냐고, 머하냐고, 놀자고 한 일주일에 2~3

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만약 누가 오늘 생일이면 같이 모여서 생일파티도 꼭 해줘요. 같이 밥을 먹거

나 맥주집 같은데서 케잌 사들고 촛볼 켜고 노래 부르죠. 전부 다 참여는 할 수 

없어도 친한 사람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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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축구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

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 및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축구클럽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싸이월드에 클럽

을 개설하여 축구활동과 관련된 내용 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사진이나 이야기

를 서로 공유하고 안부를 전하면서 회원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발전된다고 설

명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성격이 소심한 회원이나 신입 회원의 경우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했다. 다른 연구 참여자 #6

은 축구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회원 간의 갈등이나 불만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온라인 공간이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 개선 

및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온라인 활동은 오프라인에

서 이루어지지 않은 회원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이들의 관계가 유지되

고 강화되는 동시에 회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프로축구 지지자 연대 회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하여 협력과 집단행동의 네트워크가 형성하며,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

서의 약한 연대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고 보고한 김경

식(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싸이월드에 있는 우리 클럽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

에 축구를 한 번 하지만 우리들만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

으니깐요. 그래서 클럽을 만들었죠. 자신들 사진도 올리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신입회원은 사진 올려서 인사도 하고 그럼 회원들은 밑에다 댓글도 달고 이러면

서 친해지는 거죠.

<참여자 #7>

우리끼리 의사소통할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형(연구자)이랑 친해서 휴대폰으

로 카톡해서 1:1로 애기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사람들이랑 안 친한 사람들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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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아니에요. 성격이 소심하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기할 수 있는 공간이 싸이클럽이죠. 같이 글 올리고 댓글 달면서 서로 친해지

죠.

<참여자 #5>

불만도 예기하죠. 예를 들어 나 왜 저번에 시합 뺏냐? 그리고 한 번도 나 안 

뛰게 해주었냐? 나 회식때 왜 안불러줬냐? 이렇게 섭섭한 애기도 있고...머 오늘 

XX형 오늘 경기 때 한골도 못 넣었는데. 왜 공격시켜주냐? 나 시켜주라? 이런 애

기도하고. 잘하는 사람 있으며 칭찬도 해주고 그래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애

기하죠. 이러면서 축구하면서 느꼈던 섭섭했던 마음을 풀죠

<참여자 #6>

(2) 신뢰(Trust) - ‘신뢰하는 너와 나’

신뢰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촉진요인으로서 설명되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사회자본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Portes,

1998, Putnam, 1993). 김경식(2009)에 따르면 축구 동호인들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 내 구성원들과 서로 신뢰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4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고향사

람들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운동장에 나와 회원들과 어울리다보니 서

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다른 곳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친해진 고향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더 간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7은 2년 동안 만난 회

원들이 자신이 7~8년 동안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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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활동은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 이해를 촉진 시켜주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고향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힘든 점이나 고민들을 공

유하고 의지하며 극복해나가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같은 곳에서 

온 고향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먼저 온 고향사람이 사기 친다는 소리도 많이 

듣다보니 못 믿겠더라구요. 근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주말마다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구요.

<참여자 #4>

아무래도 몸을 같이 부딪치고 하다보니깐 다른데서 만난 친구들보다 조금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특히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진 고향사람들한테 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만나거나 관계를 했던 사람들보다 더 친하고 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

요.

<참여자 #5>

제가 축구는 1년 밖에 안했지만 이런 관계는 제가 한국 애들 7~8년 사귀어야 

이정도로 믿고 따르거든요. 그만큼 이 친구들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이 위(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들어주고 하죠. 또 힘든 일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니깐요.

<참여자 #7>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회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구용품, 돈, 자동차 

등을 서로 빌려주고 있는데 이는 학교스포츠 클럽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정권과 이정섭(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스포츠 클럽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수업 준비물

이나 또는 학용품 등과 같은 물질을 서로 빌려주고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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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 #5와 #3은 자신의 축구 장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직

접 빌려주거나 받기도 하고, 또한 회원들과 회식할 때 회비가 없을 경우 친한 회

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7에 따르면 축

구클럽 회원 중 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원은 회원들에게 선뜻 차를 빌려주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및 물질적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

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축구하다가 옷이 없거나 축구화가 없는 친구들한테 빌려주기도 해요. 지난 시

합 때 제가 다른 약속 때문에 먼저 갈려고 했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축구

화가 없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 받았구요.

<참여자 #5>

회식하는데 돈을 안 들고 왔을 때 친한 형들한테 2~3만원정도 빌리고 해요. 그

리고 다른 회원이 없을 때는 제가 빌려주기도 하죠.

<참여자 #3>

매년 엠티를 가는데 그 때  XX형이 자기는 못 간다고 차를 빌려줬어요. 그래

서 차타고 갔죠. 누가 자기차를 선뜻 빌려주겠어요? 가족같이 생각하고 믿으니깐 

주는거 아니겠어요.

<참여자 #7>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축구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은 회원들에게 탈북 했다는 사

실을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친해진 회원들

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9는 축구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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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싫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축구클럽 

회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지속적인 축구

클럽 활동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 및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같이 오랫동안 공을 차

다 보니깐. 저도 믿고 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더라구요.

<참여자 #1>

우양축구대회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필요하니깐 총무나 주장한테 

제 민증번호 알려줘요. 거기에만 쓸 거라고 믿는 거죠. 설마 같이 운동하는 사람

들인데 나쁜 짓 하겠어요.

<참여자 #9>

(3) 정보 공유- ‘소통의 장’

스포츠 클럽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며,

사회자본의 주요한 형태로서 정보통로의 역할을 한다(강효민, 박기동, 2008). 본 

연구에서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형성

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생활과 문화에서부터 축구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는 크게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이탈대학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었다.

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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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축구정보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생활, 아르바이트, 취업, 검

정고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클럽회원들

을 통해서 대학등록금과 대학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클럽 회원 중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회원에게 검정고시

와 대학 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이 예전에 공부하던 책을 

제공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중 검

정고시와 대학생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20~30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경우 축구클럽 활

동이 검정고시와 대학진학에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

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L상사에 다니는 형

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해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중략> 이미 학교 다니고 있는 애

들이 가르쳐줘요. 국립은 정부에서 100%지원해주고 사립은 정부에서 50%, 학교

에서 50% 지원해주니깐 학비는 필요 없다고... 학비는 신경 쓰지 말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참여자 #2>

검정고시는 어떻게 보고 대학 서류는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

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저처럼 예전에 공부했던 한국 단

편소설 모음집,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수학정석 개념 원리도 가져다주고 하죠.

<참여자 #5>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형들이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해요. 예전에 제가 강릉에 

내려 가있었는데 롯데상사에 다니는 형이 시간당 1만원짜리 알바 있는데 할거냐

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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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

자 #7는 한국거주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회원에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예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5는 클럽 회원에게 한국 지역에 관한 

정보와 맛집에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

은 북한에 온 여자 친구를 회원들에게 소개 시켜준다고 하였다. 이는 20~30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축구클럽 활동이 적극적인 일상생활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XX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 온지 1년 되었나? 그 친구가 여자 친구를 사귀

었는데 여자 친구가 영화보자고 했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영화를 본적이 없어서 

영화관에서 표 예매하는거 몰라서 제가 가르쳐줬죠.

<참여자 #7>

여자 친구와 데이트 해야 하는데 어디서 멀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

면 명동에 가면 머가 있고 어디가 맛집인지 가르쳐줘요.

<참여자 #5>

축구클럽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축구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은 같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부터 축구 기술

이나 전술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클럽 회원 

중 대학에서 체육전공을 하는 대학생 회원에게 직접 축구지도를 받은 적이 있으

며, 지금은 축구실력이 뛰어난 회원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 축구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못 차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한국에 와

서 처음 공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략> 우림 팀의 축구 감독 겸 코치님인 X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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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있어요. 인권정보 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 분이 가르쳐줘요. 머 공 

받을 때 인사이드를 받고 공찰 때는 힘 빼고 차야하고 자신의 포지션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여자 #1>

옛날에는 저희 팀 코치가 있었어요. 체육교육과 다니던 X라는 형이 있었는데

요. 그 형이 축구 가르쳐주고 전술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공을 차야 되는지...

그런데 형이 취업한 뒤로 이제는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참여자 #6>

나) 북한이탈대학생

북한이탈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장학금 혜택, 대학교생활, 취업준비 등에 관

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축구클럽 회원 중 대학생

들의 학업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다른 북한이탈대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

으며, 특히 학업 지원금을 주는 NGO 단체와 교회를 서로 소개시켜주고 학업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1은 축구클

럽 회원 중 자신과 같은 학과 선배로부터 전반적인 대학교 생활에 관련된 내용

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학교 성적, 동아리 활동, 교수님에 관련된 정보 등을 교환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5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

별채용이 많이 있지 않아 한국인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먼저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정보(어학공부, 인터뷰, 자기소개서 작

성법 등)를 받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축구클럽 활동에 참가함으로서 사회관계가 

넓어지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체경애, 박창범, 임수원

(2004)이 진행한 볼링동호인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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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원래 만든 취지 중 하나가 주변의 탈북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

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도 있으니깐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요. 특

히 학업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학비는 공짜니깐 낼 필요 없는데 공

부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면 지원하니깐 지

원해 보라구요.

<참여자 #7>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 2~3명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학교에서는 

선배에요. 그렇다보니 제가 수강신청에 관련된 정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하고 성적을 잘 주는지...

<참여자 #1>

아무래도 아직 학생이니깐 취업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해요. X형이 L상사에 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죠. 뭐? 시험을 어떻게 보고 어떤게 

나오고 면접을 어떻게 하는가. <중략> 우리(북한이탈주민)를 위한 특별채용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진짜 힘들어요.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줘요. 형들도 다 알거든

요. 우리가 취업하기 힘든 것을.. 그러니깐 적극적이죠.

<참여자 #5>

다)온라인상 정보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공유는 오프라인뿐만 아니

라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2012년 4월 6일에 

르볼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싸이클럽에 가입 하였고 8월에 정식회원으로 등급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온라인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L클럽 클럽소개>, <클럽 규칙>, <유용 정보>, <시합 신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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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개>, <클럽 영상 및 전적>, <클럽 회계관리>, <활동 현황>, <팀원 공간>,

<훈련 공지>, <일반 공지>, <팀원 소개>, <대학 레포트>,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

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글은 XXX회원이 올린 글로서 경기일정, 전지훈

련(MT), 대회일정 등과 같은 전반적인 축구클럽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회원들에

게 알려주고 있었다.

‘XXX뉴스’라는 인터넷 신문기자들의 축구팀에서 저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팀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저희 팀까지 세 팀이 시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 2011, 2>

온라인상에서는 위와 같은 축구클럽에 관련된 대회, 훈련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대학생활 등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팀원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회원 간의 안부, 회원의 결혼식 

정보 등 다양한 주제들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래의 

글은 2011년에 르볼축구클럽 회원 중 한명이 <팀원 공간>에  TV방송출연제의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었다.

우리 팀이 MBC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출

연을 한다면 팀원 중 한 두 명은 팀 소개 등 인터뷰를 해야 되므로 방송에 얼굴

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팀 홍보와 그리고 

혹시 모를 후원에 대한 기대도 해봅니다.

<XXX, 2011, 09>

또한 <대학 레포트>공간에서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PPT자료, 특정주제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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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축구 기본기>공

간에서는 축구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드리볼, 볼 컨트롤, 트래핑, 몸싸움 등 다

양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며, 회원들은 이와 같

은 축구관련 영상을 통해서 축구를 이해하고 연습하고 있었다. <익명 쓰기>는 개

인적 문제를 비롯해서 회원 간의 관계, 임원진에 대한 갈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

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용 정보>공간에서는 북한이

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캠프, 인턴쉽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프로그램, 컴퓨터 

및 어학 교육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을 회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축구관련 정

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Palmer와 Thomson(2007)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 Palmer와 Thomson(2007)

은 호주축구리그에 참여하는 ‘Grog Squad'라는 축구 서포즈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축구클럽의 서포터즈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일

반 남성들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경식(2008)

은 혼자서 획득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지지자 연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4) 규범 - ‘공동체 규범으로서 우리’

규범은 공유된 언어와 행동양식으로서 조직 또는 상황속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자본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효민, 박기동, 2008). 또한 효과적인 규범은 강력한 사회자본을 창출한다(김경

식, 2008).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규범이 존재

하였으며, 회원들은 이를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6은 축구클럽 회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두 달 이상 꾸준히 

운동장에 나와야 하며,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나온 사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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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를 내야하며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팀의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은 없는데 우리만의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달 이상 나와야 유니폼 맞출 자격이 된다.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

월 이상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

<참여자 #6>

같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5000원을 내야하고 현금만 돼

요. 그리고 회원들과에 주먹다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나와야 한다.

<참여자 #5>

또한 사회자본으로서 규범은 운동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9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경기를 할 경우 선수 선발은 클럽활동을 

많이 한 순서대로 뛴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7는 특히 한국인들과 구성된 축

구클럽과 경기를 할 때 많이 싸우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클럽과 갈등이 발

생할 경우 먼저 사과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규범은 다른 클럽과의 

갈등을 미리 방지하여 폭력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클럽 이미

지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팀에도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합에서 주전을 뛸려고 하면 무조건적으

로 많이 운동장에 나와야하고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온 순으로 선발로 내보낸다.

<참여자 #9>

우리가 북에서 왔고 키도 작고 축구도 잘 못하니깐 한국 애들하고 공 차다보면 

싸우기도 해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않고 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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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해서 절대 안 싸우기로 약속했어요. 만약 싸우게 되면 먼저 사과하자고 해

요.

<참여자 #7>

하지만 규범을 어길 경우에는 이에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축구회

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와 #6은 팀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규범은 회원 간의 

개인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축구클럽을 위해 봉사하는 구성원을 만들어 내고 있

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축구클럽의 공공의 질서와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

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축구클럽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이는 서

병세와 김찬룡(2010)의 연구에서 스포츠참여를 통해 형성된 규범은 이기적 행동

을 자제하여 집단 모두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는 공공선의 개인행동을 유발시

킨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팀에서 4명이 퇴출당했어요.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나오면 연

락만 해도 형들이 챙겨주고 하는데 말없이 안 나오거나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하면 

퇴출당해요. 그러면 형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클

럽에서 탈퇴를 시키기도 하고 근데 몇 번 나오다가 자기가 못나오니깐 스스로 그

만 두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5>

필드에서는 애기 안하고 나와서 애기하죠. 머 갓난아이새끼, 백정놈의 새끼, 종

간나 새끼, 또는 쌍욕을 다른 팀들과 경기하는데 하고 있으며 팀원들이 하지 말

라고 해요. 특히 북에서 쓰는 욕 같은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저희 팀을 나쁘게 보거든

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용서 못해요. 바로 제재하고 못나오게 해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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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 ‘참여의 새로운 통로’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축구

외의 다른 활동을 조직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5는 축구클럽에 참여하면서 다른 회원으로부터 한반도미래재단에서 운

영하는 ‘통일지도자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소개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같이 다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6

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회원에게 교회모임에 대하여 소개하고 같이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7은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과 같이 탁

구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그 ‘통일지도자 아카데미’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xx형이 소개 시켜줬는데

요. 거기서 10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받았어요. 같이 활동 했던 사람들하고 또 

다른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니 축구클럽 때문에 유익한 활동을 한 

적도 있네요.

<참여자 #5>

축구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머 교회 다니면 저희(북한이탈주민)같

은 사람들한테는 혜택도 많고 하다보니깐...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저 사람도 데

리고 가고 하죠. 저도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지금은 같이 꾸준히 같이 교회 나가

요.

<참여자 #6>

같이 운동하는 형, 동생 중에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북에 있을 

때는 탁구공도 없고 시설도 없어서 못했었는데 하나원에 있을 때 탁구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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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도 있으니깐 많이 쳤죠. 그래서 탁구모임 비슷한 거 만들어서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해요.

<참여자 7>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청년들로 이루어진 L4축구클럽의 경우 축구활동이

외에 다른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3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축구클럽이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원해주다보니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축구클럽 활동은 다른 

사회적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으며, 북한이탈주

민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깐 축구활동 말고도 다른 활동도 많

이 해요. 여기에 참여하는 xx형과 xx형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저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봉사활동 할 때마다 참

여하라고 연락줘요.

<참여자 #3>

(6) 정체성 확인 - ‘본래의 나를 발견’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과 전통적으로 동일한 민족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

나 서로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대한

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박영

자, 2011). 또한 이들은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사람들로서 독

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북한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주민으로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이는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어려움

으로 작용한다(전영평, 장임숙, 2011).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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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차별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축구클럽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

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은 하나원에서 나와 초등학교를 입학 한 

후 고등학교 때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축구클럽 활동

을 통해 고향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북한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도 

북한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10은 

회원들과 같이 어울려 축구활동을 하지만 한국인들에 비해 작은 키와 다른 외모 

그리고 축구실력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운동장에 나와 다양한 출신의 고향사

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도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

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장에 나와 자신들만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

하고 자신과 다른 한국인들과 축구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다른 자신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일요농구리그에 참

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하게 된다는 임수원과 박현권(2011)의 주장을 뒷

받침 한다.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까지 고향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 한 것은 같이 이야기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북한말투 

써요. 한국 애들하고 애기 할 때는 없는데 북한 애들 만나서 애기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투투 나오죠. 만약 한국애들이 만났을 때 북한말 해보라고 하

면 생각이 사실 안나요. 근데 북한 애들하고 애기하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

때 생각하면 아 이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참여자 #1>

운동장에 나오면 딱 티가 나요. 남한 애들보다 덩치도 작고 못 먹어서 야위고 

얼굴도 험하게 생겼으니깐요. 그리고 남한애들보다 축구를 잘 못해요. 저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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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축구클럽 활동 참여 구성원에 따른 

사회자본 유형

결속형 사회자본 

연결형 사회자본

<표 14> 축구클럽 활동 참여 구성원에 따른 사회자본 유형요소

못하니깐 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0>

여기 나오기 전에는 나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었죠. 빨리 공부해서 성공하는 

이런 데만 빠져있었는데... 근데 축구하면.. 출신들이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함경도 

무산, 누구는 함경도., 평안도 서로 말투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 내가 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 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참여자 6>

2) 축구클럽 활동 참여 구성원에 따른 사회자본 유형

Putnam(2000)은 공동체의 내부적인 결속과 외부적 결속을 구분하여 결속형사

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형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분류하여 

두 가지 측면의 사회자본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주로 구성된 르볼축구클럽과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주민으로 구성된 L4축구클럽

의 회원 구성에 따라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결형사회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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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속형 사회자본

결속형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같이 비교적 집단 구성원들과 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 내부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을 말한다

(Putnam, 2000). 이와 같은 결속형 사회자본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

고 있는 르볼축구클럽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8은 자신이 속한 클

럽은 고향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같이 축구활동에 참여할 때는 마치 가

족과 형제 같다고 하였으며, 서로 잘 뭉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5는 

축구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의 생일, 결혼식 등에 모두 참석해 축하해준다고 하였

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들이 운영하는 싸이월드 클럽에 게시해 놓은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동영상에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축구클럽이 1주년이 되어 회

원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담아 놓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

민으로 구성된 르볼축구클럽의 경우 축구활동뿐만 아니라 축구클럽에 관련된 일

이라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원 간의 결

속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북에서 온 사람들과 운동을 해서 그런지 우리 가족 같고 형과 동생 같죠. 남한

에 와서 고향사람들끼리 모일 수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렇다 보니 우리끼리

는 정말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다른 팀에 비해 우리는 돈독하고 관계가 좋아요. 축구를 해도 누구 하나 빠짐

없이 주말에 다 나오려고 노력하죠. 어디 그 뿐인가요? 엠티, 축구대회, 형들 결

혼식, 생일 있으면 같이 가고 파티하고 그러죠. 되게 잘 모여요.

<참여자 #5>

또한 르볼축구클럽의 경우 지속적인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동

질성과 충성심이 강화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은 같이 운동하는 동생들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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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잘 따르고 클럽에 관한 일이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

는 회원 간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클럽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7은 축구활동 도중 다른 팀과 시비가 붙거나 싸움을 할 

경우 자신의 회원(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언급하

였다. 이는 Walseth(2008)가 어린 여성 이민 선수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해서 오

랜 시간동안 같이 보내고 서로 지지해주면서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나가

며, 이를 바탕으로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생들이 형들을 잘 따라요. 뭐 시키면 왠만하면 다하죠. 주말에 다들 약속도 

있을건데 그런 일 다 제쳐두고 축구하러 나오니깐요. 일 년에 한번 전지훈련(MT)

가는데 다 참석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참여자 #6>

같은 고향이라는 그런 끈 하나로 끈끈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딴 팀이 시비

를 붙거나 욕을 하면 딴 팀 같은 경우 서로 상대방이 싸우면 말릴려고 하는데 우

리는 다 같이 덤벼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키가 작은데 한국 애들 덩치가 커서 

떄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못 참거든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돈도 없

고 그래 가지고 믿을 것을 사람이다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알지 

았냐? 그리고 우리 서로 힘든 것을 알지 않냐? 내가 온 길을 알지 았냐? 하는 그

러 것을 서로 알아주는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Putnam(2000)에 따르면 결속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접착제 역할함으로써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창출하여 자신의 집단이 아닌 외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살펴볼 때 북한이탈주민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르볼축구클럽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들

은 자신의 클럽이 아닌 타 클럽에 대한 강한 배타성 및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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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 참여자 #6은 자신이 소속된 클럽에 남한 주민들도 있지만 어릴 적에 

같은 문화와 추억을 공유한 고향사람들과 더욱 우애 및 결속을 강화시키고 있다

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8은 축구클럽활동을 통해 한국인들과 친해지는 것

보다 북에서 온 고향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5는 클럽회원들과 운동을 할 때에는 재미있게 하

지만 다른 팀(한국 축구클럽)과의 경기를 할 때에는 과격해지거나 심지어 싸움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무래도 저희끼리 관계가 더 돈독하고 친하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게 일

단 그 어릴 적에 같은 문화 ,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깐. 팔이 안으로 굽는

다고 볼 수 있죠.

<참여자 #6>

한국애들 2~3명 친해지려고 시간보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사람들(북한이탈주

민)하고 친해지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8>

대부분 고향사람들이니깐 서로 잘 통하고 친목이 잘되는데.. 이상하게 딴팀(한

국팀)이랑 시합하면 과격해지고 막 흥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쟤들한테 지면 안된

다고 해서 몸싸움도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면 싸우기까지 해요.

<참여자 #5>

또한 결속형 사회자본은 집단 내 연계수준이 매우 강하지만 집단 간 연계수

준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10은 우양재단에서 직접 축구리

그와 대회를 4년 동안 조직하고 진행해오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클럽 간

에는 교류가 잘 일어나는 반면 한국주민으로 구성된 클럽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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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원들과의 애정과 유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클럽에 대한 결속력

이 강화되는 반면 자신과 다른 클럽에 대한 배타성과 적대감을 가짐으로써 사회

적 관계가 협소해질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활동하는 르볼과 K1은 교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같이 운동도 

하고 연락하는데.. S대팀(한국주민)하고는 잘 안되요. 그냥 대회에 와서 경기만 참

가하고 가는 거죠.

<참여자 #10>

(2) 연결형 사회자본

연결형 사회자본은 비교적 거리감이 있는 친구나 동료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외부 지향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로서(putnam, 2000), 다양한 구성

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결속형 사회자본에 비해 결속력이 

약하다. 본 연구결과 이와 같은 연결형사회자본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으로 

구성된 L4축구클럽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L4축구클럽은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이 축구클럽을 조직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과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속된 클럽으로서, 본 연구결과를 토

대로 살펴볼 때 결속형 사회자본의 특성을 지닌 르볼축구클럽에 비하여 회원간

의 연계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2는 직장인, 대학생, 자원봉

사자들과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활동을 위해 다 같

이 모이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3은 축구를 같이 할 수는 있어

도 끈끈한 유대감이나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같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모이가 조금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바빠서 그런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시 팀을 재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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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2>

축구는 같이하는데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니깐 직

장다니는 형들하고 친해지기는 힘들죠. 그리고 한국친구들이랑 운동을 같이 해도 

고향친구들과는 틀리죠. 축구만 하죠.

<참여자 #3>

하지만 연결형 사회자본은 결속형 사회자본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자신이 살

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같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인권지

원센터에서 클럽에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들(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

(학업 지원금 신청, 봉사활동,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자주 만나는 가족, 친구들보다 축

구클럽에 소속된 다양한 회원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다양한 정

보를 공유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느슨한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Putnam(200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Walseth(2008)은 스포츠클럽에 참여

하는 다양한 소수민족으로부터 스포츠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문

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으로 구성된 L4축

구클럽의 경우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 다니는 형한테는 자

기 회사 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나 인권정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정보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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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2>

또한 연결형 사회자본을 지니고 있는 L4축구클럽은 공적 또는 공동체적 이익 

실현을 위해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참여자 #2의 경우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 없이 잘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1은 자신이 활동

하고 있는 팀의 경우 경기에서의 승리보다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즐

겁게 축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L4축구클럽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남북한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축구활

동을 하고자 하는 클럽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이 있으면 의견 낼 때 다 같이 공유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쪽(한국)에서 

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그쪽한테 가르쳐주고 알 수도 있어요. 또 축구할 

때 잘모르니깐 무조건 공격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을 돌려서 해보자 

<참여자 #2>

우리는 팀이 이기는 것보다 재미있게 즐겁게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

에 누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 같이 운

동하고 축구하는 순간에는 하나의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자는 거

니깐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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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자본 형성에 따른 한국 사회적응

1)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인간관계 형성하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부실로 인

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우택, 2000). 특히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거나 단절된 상태의 경우 한국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은 더욱 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갔다. 연구 참여자 #5에 따르면 하나원에서 고향사람들과 친

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지역에서 거주 할 수 없어 외로

움을 느꼈고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앞섰다고 한

다. 하지만 축구클럽활동에 참여하고 난 뒤 회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북한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남겨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축구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

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8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가족 또는 친

구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축구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언

급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한국 내의 네트워크가 사

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김정훈(201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103 -

하나원에서 있을 때는 고향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니깐 좀 어울리기도 싶고 그나

마 친구도 생겼었는데, 딱 사회에 나올 때는 사람들 대부분 서울에서 집을 받기

를 원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이 할당량이 있으니깐 한곳에서 모여서 못살

거든요. 그러니깐 친구들이 다 강원도, 부산, 경기도, 서울 쫙 흩어지니깐 친구들

을 새롭게 사겨야하는 막연함이 들더라구요. 외롭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어떻게 

축구를 하러 오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

하고 만나서 밥 먹고 술도 먹으니깐 이젠 살 수 있겠더라구요.

<참여자 #5>

우리 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친척도 없고 심지어 가족, 친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

나고 같이 공차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니깐 좋죠.

<참여자 #1>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게 제일 힘들어요. <중

략> 축구하면 조금 달라지죠. 여기서 친구도 만들고 가족도 만드는거 아닐까요?.

<참여자 #8>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낯선 한국사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

기를 당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최경환, 2007). 이에 반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신

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축

구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학연, 지연, 혈연의 연고주의로 인하여 자신이 차별당하

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을 잘 믿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축구클럽 활동에 참

여하면서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형성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7은 한국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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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등에 관련된 고민이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축구클

럽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뢰를 바탕으

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한국사회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정체성 및 인간관계 

문제 등을 서로 공유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들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상호 의미 있는 접촉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축구클럽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은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관계의 안

정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곽정래, 박승관, 2006).

한국에서 살면서 어렵다고 생각한게 출신 배경을 너무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어디서 왔고 나는 북한에서 왔고 이러

니깐 자신이 없었어요. 만약 말을 하는데 선입관이라고 할까? 내가 말할 때 말투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한 사람들을 잘 못 믿었어요.

<중략> 같이 운동하면서 어울리다 보니 이제는 고향사람(북한)이든 남한 사람들

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3>

친구 하나 만들어도 그 친구한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

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래요. 만약에 말하면 거부감 느끼고 친구 잃을 것 같

아서요. 특히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형들(북

한이탈주민)하고 축구하면서 친해지다 보니깐 이제는 제 고민도 얘기하고 상담도 

해주더라구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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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활용하기

스포츠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및 확장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김기섭, 2007, 권기남, 이정래, 한윤수, 2011). 이와 같은 스포츠

의 기능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으

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구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생활, 취업,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이들의 사회적응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6은 같이 활동하는 회원으로부터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입시, 취업준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축구활동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경우 교회, 복지단체, NGO단체 등

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 취

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보공유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래의 글은 르볼축구클럽을 후원

하고 있는 지원단체가 온라인에 게재한 글로써, 이들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

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인터십 프로그램과 컴퓨터 자격증 등

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는 등 르볼축구클럽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이 축구클럽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취업, 장학금,

학업지원금,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공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공을 해야 취업이 잘되는지도 물어보

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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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

우리(북한이탈주민)가 활동하는 축구팀들은 대부분 단체에서 후원해줘요. 그래

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나 직업프로그램 같은 거 알려주거든요. 싸이클럽(싸이월드 

클럽)에 글들이 올라오죠. <중략> 어떤 친구는 축구팀에서 운동하다가 학교 졸업

하고 후원하는 단체로 취업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5>

10월 29-30일 (1박 2일)에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취업 캠프가 있어요. 전남 나주 

중흥리조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반기 인턴십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

집합니다. 기업 인터십 체험 관심 있으신 분, MOS Excel 자격증 취득 하실 분 

취업준비 하셔야 하는 분 연락주세요.

(2011, 10, 11, 르볼축구클럽의 싸이월드 클럽)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과 같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들이 참여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사회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8은 혼자 온 고향사람들

의 경우 하나원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한국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

는데 제한적이며 힘들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거나 축구클럽 활동과 같은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이 있거나 같이 오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혼자 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와 같은 단체활동(축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일자

리는 어디서 구해야하고 검정고시와 대학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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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차이 극복하기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의 규범과 가치,

행동양식을 배워 안정적으로 적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응 교육과 프로그

램이 일회성이나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이재민, 황선영, 2008).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점

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

자들은 지속적인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북한과 다른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

고 습득해나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

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하여 단지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회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식사나 회식자리에서 회비를 

거두 등의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8는 한국

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주변화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사람들과

의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다른 연구 참여자 #6은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클

럽문화와 회식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인식하며, 한국사

회에 적응하는데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것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축구클럽 활동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운동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 회비를 내잖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회비 내라고 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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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왜 내는지도 몰라요. 돈에 민감하거든요. 이런 것을 활동하면서 노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죠.

<참여자 #7>

남한 애들하고 저희랑 별 다른 거 없지만 문화적 차이가 커요. 애들하고 소통

하는 문화가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저는 연예

인이 머하는 건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모르니깐요. 그러면 제가 왕따처럼 변해가

는 거죠. 그러니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해요. 지금 들어오는 

애들 한국 네이트 온 이런거 몰라요.

<참여자 #8>

조기회에 나가 봤거든요. 위(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축구를 통해

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지 축구로 끝나지 않고 같

이 밥 먹고 술 마시는 이런 문화 있잖아요. 같이 회식하는 문화요.

<참여자 #6>

또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그리고 언어 차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심

리적으로 위축되어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신명선 외, 2010).

이에 반해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어적 차이를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8

은 축구활동 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언어적인 부분

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먼저 들어온 고향사람들로부터 억양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3은 억양이나 말투가 달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

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TV시청을 통해 극복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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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만 할 거면 안 나오죠. 아침에 나와서 공도 차지만 이야기도 많이해요. 나

이는 어려도 여기(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은 친구도 있으니깐요. 와서 많이 배우

죠. 지금 들어오는 고향사람들하고 오래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억양 차이가 많이 

나요.

<참여자 #8>

우리(북한이탈주민)같이 위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사람보다 말투나 억양이 세

죠. 그래서 혹시나 위에서 왔다는 거 알까봐 조심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듣기

만 하죠. 어려운 용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며 따로 찾아보죠. TV에 나오는 드라마

를 통해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특히 온지 얼마 안 된 회원들은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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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어떠한 사회자본

을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이 그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어

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의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

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축구클럽 활동 양상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축구활동에 참여하거나 축구클럽에 소속되

어 활동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다른 축구클럽과의 교류를 통해서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성인축구클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단체,

자원봉사자단체, 교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여가활동의 차원을 넘어 정기적으로 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있었으

며, 축구활동 장소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축구활동 참여정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축구클럽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축구장을 확보하고 있는 축구클럽의 참여자들이 상대적

으로 축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활동 참여과정은 주변지인 또는 

하나원, 교회, 봉사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축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축구클럽 활동 동기요인으로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즐

겁고 자유로운 단체활동, 치유의 공간 등으로 나타났으며, 축구클럽 활동 제약요

인으로는 시간 및 금전적 제약, 운동 장소 및 기구 부족, 축구활동 경험 부족 및 

축구용어의 이질성, 축구클럽 정보 및 동반자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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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형성 해나갔다.

형성된 사회자본 유형으로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정보공유, 정체성 확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축구클럽 활동 참여 구성원에 따라서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

결형 사회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었으며,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속적

인 연락과 만남, 그리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었다. 신

뢰는 지속적인 축구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회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간의 물질적 및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신과 친분 있는 회원에게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

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것이라는 확고

한 믿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공유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대학생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

다. 정보공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문화, 생활, 취업, 아르바이트, 축구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준비와 대학교 학교생활, 학업지원

금, 한국지역, 맛집 정보 등 공유하고 있었으며, 대학교를 다니는 연구 참여자들

의 경우 학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한 정보와 학교생활, 취업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

신의 회사에 아르바이트가 있을 경우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참여자들에게 규범은 축구클럽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규칙 등을  

의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규범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노

력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축구클럽 활동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참여는 단순한 축구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교

회, 봉사단체, 통일지도자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다

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또한 회원들 간에 탁구모임 등 축구외의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확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차별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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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지만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국인들과

는 다른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축구클럽 활동 참여 구성원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이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결

형 사회자본으로 나타났는데 결속형 사회자본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활동

하고 있는 르볼축구클럽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원 간의 동질성과 충성심이 

다른 클럽에 비해 높게 나타나, 회원 간의 결속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다른 클럽(한국인으로 구성된 클럽)에 대한 강한 배타성 및 적대감을 증대

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연결형 사회자본은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자, 한국청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L4클럽에서 확인 할 수 있었

다. L4클럽의 경우 다양한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회원 간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반면, 결속형 사회자본에 비하여 회원 간의 연계 강도와 결속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은 한국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한

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이는 크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형성하기, 자원 활용하기, 문화차이 극복하기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

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특히, 북한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남겨 두고 온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적응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

를 통해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내용으로는 

한국생활, 취업, 학업지원금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 중 취업정보와 학업지원금 등

은 이들의 경제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서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

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다른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극복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언어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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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서 언어적 차이를 극복

해 나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적응

을 위하여 지속적인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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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며,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어

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의 전반적인 축구클럽 활동 참여양상과 축구클럽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

회자본 유형, 그리고 형성된 사회자본이 한국사회 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

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구클럽 활동에 한정하여 살펴보았기 때

문에 이들의 전반적인 스포츠 활동을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상으로 정책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독특한 신분으로 인해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또는 다른 단체 활동을 

꺼려하는 성향을 고려해볼 때 개인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이 높을 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스포츠 활동의 경험과 의미는 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

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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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의 연령대는 10세 미만에서부터 6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

으며, 특히 여성 입국비율이 70%를 넘고 있다(통일부, 2012). 따라서 북한이탈주

민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스포츠 경험과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후속 연구에 양질의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하

여 다양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사회자본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고 있어 측정방법을 

일반화하기 힘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

서는 한국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을 고려한 사회

자본 측정지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 측정대상

과 환경에 적합한 측정지표를 고려해야 하며,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같이 병행

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응에 관련된 후속연구를 활발

하게 진행하여 실질적인 사회정착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개

발 및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형성

에 따른 사회적응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

응 해나가는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정착

지원에 필요한 체육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들에게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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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Football

club Activities and Meaning

- Focus on Formation Social Capital and Social Adaptation -

Young jae Bae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exploratory study was performed to learn more about football club activity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football club activities experience within the research participants. Additionally, to

obtain a more clear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nts, the type of social capital

formed in football club activity participation and to investigate how social capital can

help the research participants adjust to Korean society. In the study, a case study

suggested by Creswell's qualitative and research design among five approaches were

conducted(Creswell, 2003).

The researcher selected participants from the 2012 Tong-Il Bae Football

Competition and 2012 Tong-Ill Football League held by the Wooyang Foundation.

Among these participants 5 were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ed football club,

LEVOL Football Club, 4 from both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Defectors

member football club, L4 football Club, and a Resident Escaping from North Korea

who directed Wooyang Foundation competitions and 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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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on and

off-line sites. On-line sites, such as, Cyworld Clubs made by LEVOL Football Club

members were observed. Through this site, the ways members contacted each other,

the information they exchanged were found and through this data their special culture

were found as well. Also, on off-line sites,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football

leagues and competitions with football club members and wrote down speci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search. Extra information were additionally collected

using on-line messengers, such as, NateON and KAKOTOK. With this research

proc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type,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constraint factors

were investigated. Football club members exchanged information through regular

football meets with other football clubs. These football clubs interacted with not only

other general football clubs, but also football clubs affiliated with the embass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volunteer associations, and churches. Furthermore,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football

club practice environment which was related to with the presence of a football field.

During the participation processes, research participants were introduced to football

clubs by families, relatives, close friends, acquaintances, and other various courses.

Motivation factors to participating in these football clubs were health related reasons,

new personal relations, fun and free group activities, and a healing space. In contrast,

the limitations that the football clubs had were time and financial problems, football

practice locations and equipment, lack of football club experience and language,

football club information, and fear of new surroundings.

Secondly, North Korean Defectors built forms of social capital, such as, network,

trust, norm, participations, information exchange, identity through football club

activities. According to football club members, cohesive and connection type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ir form of social capi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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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made personal and collective networks, and through these networks,

continuous meetings and on-line chatting, helped maintain and tighten relationships

among each member. During these communication settings, research participants could

have conversations regarding their identity as "different Koreans". In addition, with

persistent communication, members began to build trust that lead to an understanding

of lending each other money and football equipment, as well as, building new

friendships to share personal problems and worries. Various information were also

exchanged, including, Korean culture, life, careers, part-time jobs, qualification exams,

and college admission. Research participants made certain rules and norms for all

members to follow. Members who did not abide certain rules were eliminated from

the club. Also, by participating in football clubs, it became a new tunnel for research

members to participate in other social activities.

Third, football club activities formed social capital which helped research

participants adjust to Korean society. This was a big factor in building relationships,

using resources, and understanding cultures. Research participants dealt with difficulties

while adjusting to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lose of social relation network made

in North Korea and the absence and weakness of social relations in South Korea.

However, by participating in football clubs a variety of social relations were built and

overcame many of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Also, by socializing with South

Koreans participating in football clubs, research participants could surmount the

cultural differences.

As a result, the overall formation and asp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in football clubs were looked into, as well as, the motivations and

limitations of participating in football clubs. Moreover, social adjustment was formed

by various forms of social capital built from football club participati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understanding the meaning, experience, and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in football club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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