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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사람들은 왜 굳이 맞고 때려가면서 권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 연구자가 몸소 ‘권투선수되기’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응답해나가는 한 편

의 인류학 민족지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는 권투선수가

되어 가는 동시에 체육 사람이 되어 간다. 결과 으로 논문은 세 가지 서로 다

른 층 의 연구 상인, 물질로서의 권투체육 , 물질에 깃든 혼으로서의 세계챔

피언이라는 꿈, 물질과 혼 사이를 가로지르는 체육 사람들의 몸을 인류학 으

로 분석하고 해석한 후 종합한다.

우선, 권투체육 의 물질성은 권투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무의식 으로 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이자 물질문화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권투체육 의 마루가 기본기를 비롯한 권투의 모든 기술들을 의식 으로 몸

에 새겨 넣는 물질 토 라면, 권투체육 의 링은 실 에서 싸우기 한 실

에 가까운 연습인 스 링을 통해 혼자만의 단련이 아닌 둘 사이의 상호작용 속

에서 무의식 인 몸동작의 실화를 체험하는 다른 물질 토 이다. 그리고

권투의 최종목 이 결국 나의 주먹으로 상 방의 상반신을 가격하는 것이라고

할 때, 빽이라는 하나의 인공시설물은 마루와 링 못지않게 요한 권투체육

의 물질 토 가 된다. 한편, 연구의 상이자 장인 권투체육 의 독특한

사회구조는 그곳의 역사와 정체성을 물질성으로부터 출발해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된다. 권투체육 의 사회구조는 권투선수와 일반인의 일상 마주침을

강제하고 권투선수로 하여 ‘머리가 신선할 것’을 지속 으로 요구한다.

다음으로, 권투체육 내부의 물질성에 주목했던 논문은 권투체육 외부에서

벌어지는 로권투경기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린다. 로권투는 일종의 심층놀이

이다. 로권투란 세계챔피언을 꿈꾸는 권투이고 그 기 때문에 실한 로권

투선수는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을 실 하기 해 계속 싸워야만 하지만 실 /

구조 으로 그 꿈은 결국 깨어지기 마련이다. 로권투는 일종의 자살게임이다.

사실상 부분 비극으로 끝나는 이 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역설 으로 그것이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비 실 인 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권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것은 도 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만 지각할 수 있

는 구체 인 사건들이다. 한편, 로권투의 형식은 희생제의의 그것과 매우 유

사하다. 사각의 링은 오염된 일상의 역으로부터 깨끗함을 구별하고 그 깨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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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묶어서 모아두는 일종의 희생제의의 제단으로 형식화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로권투선수는 희생제의에 참여하는 희생주체이자 희생제물로서 불사의

몸에 한 열망을 극 으로 드러내기 해 체 감량을 하고, 희생제의의 궁극

목 인 성과 속의 합일을 달성하기 해 자신의 몸을 직 내던진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권투체육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권투체육 내부

로 돌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함께 땀을 흘리며 길들여지고 있는 체육

사람들의 몸을 발견한다. 즉, 권투체육 에서 물 조건과 사회 가치를 공유

하는 체육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맞부딪침으로써 서로를 길들인다. 그것은 나

의 몸과 다른 나의 몸을 상호주 으로 연결하고 변형함으로써 몸의 계

를 만들어 나가는 ‘됨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열린 과정의 심에 계의 성공

인 개시와 호혜 선순환이 제된 상호 배움의 과정으로서의 몸투기가 자리

하고 있다. 링 에서 때때로 실화되는 성공 인 몸투기의 순간, 서로의 몸은

서로의 몸을 향해 활짝 열리고 권투의 본질인 폭력은 ‘쾌의 경험’으로 변환된다.

결과 으로, 연구자는 ‘권투선수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권투체육 의 구체 인

몸의 기술들과 몸의 지식들을 체 할 뿐만 아니라 권투체육 에 감정 으로 애

착을 갖는 체육 사람이 되어 간다.

주요어: 권투, 몸, 구조, 심층놀이, 희생제의, 호혜성

학번: 2013-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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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010년 9월 12일, 경기도 안양체육 특설링 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벌

어지고 있었다.

경기 반부터 부상이 심상치 않았다. 왼쪽 은 화산처럼 부어올랐고, 피는 계속

흘러 링을 시고 있었다. 아직 경기가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주심은 링 닥터를 불

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 다 ... ... 도 자도 나만큼이나 박

했을 터 다. 단1 라도 흔들리는 순간을 그냥 지나칠 리 만무했다. 상 는 부상당한

곳을 계속 공격해왔다. 왼쪽 은 아 려올라가 튀어나올 듯했고, 코 는 사정없

이 욱신거렸다. 멀쩡했던 오른쪽 에도 이상 신호가 왔다. 이 잘 안 보이면 거리

조 을 못 해 공격도 방어도 제 로 못 한다. 그런데 시야가 흐려졌다. 한쪽

은 링의 조명이 부셔 캄캄했고, 한쪽 은 뿌 게 흐려졌다 ... ... 피가 흐르고 두

덩이가 퉁퉁 부어오르는 것보다, 정말 이 로 경기가 단되어버릴까 , 나는 그게

더 겁이 났다 ... ... 그러나 지 이 순간은 원히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물러

설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다. 마지막 라운드로 향할수록 나는 더 악착같이 덤벼

들었다. 이 잘 안 보여 막막하긴 했어도 두렵지는 않았다. 매일 쉬지 않고 8시간씩

훈련하며 몸에 새긴 감각을 믿고 본능 으로 공격했다. (김주희 2011: 7-8)

『한겨 신문』은 이 게 보도하 다.

‘독했다.’ 발랄한 ‘얼짱 복서’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다. 왼쪽 은 퉁퉁 부어오른 채

감겨 있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투혼으로 이겼다. 허리부터 목까지 4개의 챔피언

벨트를 휘감은 김주희(24·거인체육 )는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며 웃었다 ... .... 악조건 속에 일군 단한 승리 다. 4년 골수염으로 오른쪽

발가락 를 잘라낸 수술 부 가 날 크게 부어올라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게다가

상 버 으로 4회부터 왼쪽 이 부어올랐고, 5회에는 코피까지 흘렸다. 이 반 이

상 감겨 주심이 경기를 두차례나 단시키고 링 닥터에게 검사를 받게 했다. 김주희

의 얼굴과 그보다 키가 6㎝나 작은 나가와(154㎝)의 머리가 자주 부딪친 게 화근이었

다 ... ... 보기 드문 난타 속에 경기장 열기도 뜨거웠다. 들은 매회 박수를 치며

김주희를 향해 “ 이 ”을 외쳤고, “김주희!, 김주희!”를 연호했다. 나가와는 김주희의

왼손 잽과 라이트 훅을 얼굴에 거푸 허용하면서도 꿋꿋하게 맞받아쳤다. 오히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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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나가와가 더 매서웠다. 그러나 김주희는 7회 이후 상 강펀치를 리하게 피

하며 연거푸 유효타를 날려 수를 쌓았고, 주심은 결국 김주희의 손을 들었다 ... ...

김주희는 “이 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이겼으니 나 에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그의 스승인 정문호 장은 “이르면 내년 에 세계 7 복싱기구 이

제 하나 남은 세계복싱평의회(WBC) 챔피언까지 따내 라이트 라이 완 정복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겨 신문. 2010년 9월 12일. 김동훈 기자)

잔혹함과 환희가 교차하는 순간에 한 서로 다른 시선. 그러나 결과 으로

하나의 권투경기에 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들이 지향하는 바는 같다. 잔혹

한 환희의 스펙터클! 혹은 성스러운 폭력의 스펙터클! 성공 인 스펙터클의

시는 권투선수를 일약 웅으로 만들고 미디어는 그 웅에 한 서사를 재생

산하고 유포한다. 그리고 이때, 권투라는 스포츠는 웅을 만들기 해 폭력을

강제한다. 그 다면 이러한 맥락을 유지한 채 보다 본질 인 질문을 던져보자.

“사람들은 왜 권투를 하는가?” 굳이 왜... 사람들은 맞아가면서 때려가면서 권투

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한 답을 모색하기 한 방향을 소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한 경험 학문’이라고 알려진 인류학의 연구 역으로 돌려보

자.

권투는 도구의 최소화를 통해 인간의 맨몸을 그 로 드러내는 근 스포츠

하나이다. 한, 맨몸으로 뛰어들 수 있는 올림픽 스포츠로서 수많은 나라의 가

난한 은이들에게 국가 표의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경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로스포츠 하나로서 시장경제 속 고부가가치의 꿈과 희망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아 가니스탄에서 국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에 범 하게 뿌

리내리고 있는 것이 권투의 재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권투라는 세계에 사람

들이 살고 있다. 를 들어, 2012년 8월 4일 “KBS 2TV 세상의 모든 다큐”를

통해 방 된 『아 가니스탄의 복싱 소녀들』은 올림픽 출 을 꿈꾸는 어린 여

자 권투선수들의 삶을 통해 아 가니스탄 사회·문화의 젠더 문제를 다루었고,

같은 해 8월 12일 “제9회 EBS국제다큐 화제”를 통해 방 된 『차이나 헤비

』은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권투선수들의 삶을 통해 국 사회·문화의 농

과 도시, 국민국가와 스포츠,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국의 경우 지난 1959년 마오쩌둥이 ‘지나치게 미국 이고 폭력 이라는

이유로 서양식 권투를 지’했다가 30년 후 이 지령이 해제되었는데, 이후 권

투는 국에서 국가 표/ 로선수로 상징되는 기회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

는 권투가 거 한 국의 복잡한 정치·경제를 사회·문화 으로 이해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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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아 가니스탄의 소녀들과

국의 소년들은 모두, 오직 웅이 되기 해, 굳이 때리고 맞아가면서 권투를

하는가? 혹시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세계가 열 하는 스포츠 웅 서사의 환상을 걷어내 보자. 그리고 권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권투체육 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러면 웅은 실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 세계챔피언은 훈련에 열 하는 권투선수로 돌아

오고 권투선수는 체육 이라는 삶의 터 에서 장님(스승)의 지도를 받는 제자

가 된다. 그리고 장님은 권투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로서, 체육 을 운 하기

한 경제행 의 주체로서, 지도자와 운 자 사이의 애매함 속에서 균형을 유지

하기 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권투체육 은 로권투선수와 일반 원이 혼

재되어 훈련하는 일종의 공공 공간으로서 (언뜻 보면) 다양한 몸의 습 을 가진

사람들이 무규칙 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질서의 시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

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장님은 이 혼란의 시공간을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조율함으로써 무규칙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제자와 일반인을 가르는 분화를 이

끌어낸다. 한편, 같은 동작의 끊임없는 반복을 기 로 하는 권투 훈련의 결과는

지나칠 경우 몸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게으를 경우 몸의 방만함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훈련자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몸의 거부, 몸의 요구 등으로 발화

(parole)되는 몸의 의사소통(메를로- 티 2002: 286)을 경험할 수 있고, 시각

이고 정신 인 인지를 넘어서는 (혹은 그에 앞서는) 몸의 감각에 한 이해

(Wacquant 2004: 69)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맥락을 유지한 채 다

시 한 번 본질 인 질문을 환기해보자. “사람들은 왜 권투를 하는가?” 그리고

질문을 조 더 구체화해보자. “사람들은 왜 서로의 몸을 맞부딪치며 권투를 하

는가?”

권투를 주제로, 나아가 권투를 심으로 형성된 세계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

간의 사고와 행동에 심을 기울인 인류학 연구는 재까지는 거의 없다1). 그

1) 흑인 게토 지역에 한 기존의 사회학이론이 보다 큰 규모의 계 문제에 주로 천착

해왔던 이론사 맥락에서 외 으로, 시카고 게토 지역의 한 권투체육 에서 직 권

투를 하며 장기간의 장연구를 수행한 사회학자 바캉은 ‘몸으로부터’ 출발해 ‘몸의 경험’

자체의 실제 인 세 함에 해 고드는 ‘몸의 사회학’을 시도한다(Wacquant 2004). 바

캉은 권투 훈련을 “몸 쓰는 일(body work)”로 부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세,

행동 유형, 감정 인지 등을 감각 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 ‘개인과 집

합’, ‘몸과 마음’과 같은 철학 문제들에 해서도 극 으로 사유하는데, 권투하는 사

람들에 한 인류학 민족지를 써내고자 분투할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캉의 사회학

민족지는 “싸우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싸워야 할” 일종의 ‘스 링 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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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권투, 권투선수, 권투지도자, 권투체육 그리고 일반 원을 참여 찰을 통

해 인류학 시선으로 보다 세 하게 들여다보면, 무나 오 조 하게 얽 있

는 그곳만의 오묘한 신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세계에 사람

들이 살고 있으며 사람의 몸이 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

서는 “사람들은 왜 (굳이 때리고 맞아가면서) 권투를 하는가?”라는 궁극 인 질

문을 하고 이에 해 인류학 으로 응답하기 해 권투체육 에서 상호작

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특별한 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해 분석

해석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권투에 부여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에

해 다차원 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비교검토

1) 스포츠하는 몸 그리고 체육

권투는 스포츠인가? 종래의 학문 논의에서 ‘놀이’ ‘게임’과 비되면서

‘규칙성과 경쟁성을 내포하는 신체 활동’이라고 정의된 바 있는 스포츠의

소한 개념이 사회에 편재하는 지극히 다양한 스포츠 양상2)들에 의해 근본

으로 흔들리고 있음(황익주 2011: 242-243)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뭔지는

몰라도 권투가 스포츠임에는 틀림없지!”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권투는 스포츠에 한 소한 개념 정의에 여 히 잘 부합

하고, 기원 776년부터 시작된 고 그리스의 가장 명망 있는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기원 688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Boddy 2008: 15) 이래 동시

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올림픽을 표하는 정식종목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스포츠 양상의 하나인

인기도가 높은 일부 스포츠 종목들의 로화(황익주 2011: 249)를 표하는 종

목으로도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권투는 스포츠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하

든 스포츠의 고유성과 역사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스포츠이고, 그 기 때문에

2) “2010년 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동양의 통 보드게임인 바둑이 정식 종

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이에 비하기 해 한국기원이 한체육회의 산하단

체로 가입한 바 있다. 그리고 근년에는 컴퓨터 게임인 스타크래 트를 필두로 소 ‘e-

스포츠’라고 불리는 신종 분야가 두하여 로구단들이 만들어지고 정규 회를 텔 비

계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황익주 2011: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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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를 심으로 형성된 세계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상으로 인류학 연

구를 한다는 것은 사회문화 상으로서의 스포츠에 한 연구 심을 기울이

는 분과학문인 스포츠인류학의 한 분 임을 자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다면 스포츠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한 답을 모색하기 해,

일반 사회과학 공자들이 스포츠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비교 최근

에 나타난 상임을 지 하면서 사회과학 특히 인류학의 분과 내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스포츠를 요한 논제로 끌어올릴 필요성에 해 역설하는 두

가지 논의를 비교검토해보자. 먼 “스포츠로 본 인간의 사회와 문화”라는 논의

(황익주 2011: 241-256)를 살펴보면, 스포츠인류학에서의 연구 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첫째는 인류의 역사 속 스포츠를 통시론

에서 조망하는 ‘인류문화사 연구’, 둘째는 세계에 걸친 인류 문화의 다양성

을 공시론 으로 비교하며 조망하는 ‘문화다양성론 연구’, 셋째는 한 사회 내

에서도 구성원들이 상이한 하 문화를 지닌 각종 사회집단들로 분화되는 양상

과 스포츠의 연 성에 주목하는 ‘사회분화론 연구’(Ibid.: 245).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 에서 특히 마지막 ‘사회분화론 연구’의 방법으로 스포츠 상을

고찰하면, 스포츠를 통해 각종의 사회집단별 분화가 표출되고 재생산되는 양상

들 이면에는 역설 으로 인간의 몸의 매개를 통해 (그리고 종종 열정을 수반하

면서) 기존 사회집단들 간의 격리와 계화를 넘어서는 유 계를 가능 해

주는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이 공존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Ibid.: 255).

다시 말해, 특정 스포츠가 자신의 라이 스타일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자 자아

정체성의 요한 일부를 이룬다고까지 간주되는 동시 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열정을 쏟아가며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매우 강렬한 유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 일 이 고 국가 시 에

특권층의 여가로서 스포츠가 등장한 이래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지속되어 오던

사회계층화와 스포츠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잠재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Ibid.: 256).

이와 같은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는 논의의 맥락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스포츠, 모더니티, 그리고 몸”이라는 논의(Besnier & Brownell

2012)는 ‘스포츠하는 몸’을 생물학 몸 이상의 것이자 문화 으로 구성된 것으

로 발견할 때 스포츠가 어떻게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어떻게 사

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지에 한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Ibid.: 454).

다시 말해, 스포츠는 일정한 주기로 벌어지는 사건으로서의 특성과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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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 으로 벌어지는 실천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스포츠하

는 몸’이 어떠한 문화 맥락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그 몸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

는 의미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Ibid.: 450). 를 들어, 기능

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권투선수의 몸이라고 해도 그 몸이 19세기 국의 문

화 맥락에 놓일 때는 ‘신사다운 몸’으로 그 지 가 보다 격상되어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오늘날의 북미의 문화 맥락에 놓일 때는 인종 으로나 계 으

로나 ‘혜택 받지 못한 몸’으로 보다 격하되어 해석될 수 있다(Ibid.: 449). 그리고

이와 같이 ‘스포츠하는 몸’을 ‘문화 으로 구성된 몸’ 혹은 ‘몸에 새겨진 문화’로

서 의미화할 때 스포츠인류학은 앞서 검토한 연구에서의 세 가지 연구 심을

모두 포 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연구 상으로 삼는 인류학의 모든 역으로

그 연구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다(Ibid:. 444). 그런데 지 여기서 스포츠인류학

의 일반성에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찬하는 것이 권투에 한 본 연구의 논의

를 구체화하는데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를 해

필요한 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스포츠인류학의 특수성을 여타의 인류

학으로부터 변별해내는 작업, 더 범 를 좁 권투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독

특한 무언가를 연구의 상으로서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앞선 두 논의는

이미 하나의 핵심어를 제공했다. ‘스포츠하는 몸’. 그러나 앞선 두 논의에서 언

되지 않은 하나의 핵심어는 연구자가 직 제시해야 한다. ‘스포츠하는 몸’

이 직 상호작용하는 ‘공간/장소’. 그것은 체육 이다.

“스포츠”는 국력이다. 국민소득 “1천 2백 달러”를 기록한 한국체육도 이제 새로운

도약 에 서게 다. “스타 이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 “스타”

를 키우는 산실 체육 을 찾아 고난과 의 장을 소개한다. (주간 앙. 1976년 1

월 28일. 8면)

이 인용 은 지 은 폐간된 주간 앙의 1976년 1월 28일 8면의 기획 기사

첫 머리 인데, 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체육 ”은 31년의 통을 가진

한국 최고의 종합체육 으로 15만 명의 선수를 배출한 도장이며, 슬링, 복싱,

유도 등 투기종목의 요람으로 숱한 표선수를 키워낸 근원지이다(곽성연·하웅

용 2007: 116). 물론 지 의 논의에서 “스포츠는 국력이다.”, “스타 이어는 태

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이다.”, “한국체육 은 한국 최고의 종합체육

이다.” 등의 기사 내용에 제된 논조들이 부각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가 여타의 인류학으로부터 스포츠인류학을 변별해내기 해 주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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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차 상은 (스포츠의 외 기능 혹은 효과가 아니라) 스포츠하는 몸

이 직 부딪치며 상호작용하는 스포츠의 공간/장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주로 선수의 활약상에 을 맞추는 여타의 스포츠 련 기사들과 달리,

의 기사에서는 이미 스포츠하는 몸이 만들어지는 공간/장소이자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일상 아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 장’으로서의 ‘체육 ’의 요성이

부각되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인류학이 스포츠하는 몸만을 극 으로

논하려 질주할 때 오히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한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

체육 . 천주교와 같은 기 화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이자 기능조직으로서의 성당을 꼼꼼하게 연구해야 하듯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권투와 그것의 의미에 해 설명할 수 있기 해

서는 권투체육 을 심으로 맺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사회 계

와 상징 계의 그물망을 종이 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Wacquant 2004:

13). 특히 권투를 비롯한 투기종목에 있어서, 체육 은 그 종목이 지향하는 효

율 인 몸을 생산해내는 일종의 ‘공장’으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고 세계의

나체 훈련장을 의미하던 ‘그리스 김나지움’3)의 복원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비유하면, 권투체육 은 같은 제품을 량으로 복제

생산하는 ‘공장’이라기보다는 장장이가 쇠를 달구어 쓸모 있는 도구를 하나씩

정성껏 빚어내는 ‘ 장간’에 가까운 공 의 장소이다. 즉, 권투체육 에서 권투

선수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직 달구어 쓸모 있는 몸-도구/무기를 만들어

내기 해 분투한다(Ibid.: 14). 한 권투체육 은 권투선수의 소명의식이라 할

수 있는 규율의 정신, 체육 에 한 애착, 상호간의 의, 확고한 자기의지 등

을 몸에 새겨 넣는 ‘도덕교육/정신교육’의 장소이고,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부터

격리되어 수도승의 삶과도 같은 지극히 단조로운 훈련 로그램을 몸소 겪으면

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다시 만들어내는 ‘자기반성’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훈련하는 체육 동료들과의 우정을 매개로 사회의 익명성

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지역 이름’을 획득할 수 있는 ‘ 계형성’의 장소이기

도 하다(Ibid.: 15).

한 경우에 따라, 체육 은 과거의 역사를 환기하는 ‘추도’의 장소로 기능하

3) “쿠베르텡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올림픽 공장’의 건축

을 역설했다. 그래서 그는 고 세계의 올림픽 공장, 즉 ‘나체 훈련장’을 의미하던 그리스

‘김나지움(gymnasium)’의 복원을 주장했다. 일상의 곳곳에 ‘신체 생산’을 한 공장을

건립하고자 했던 것이다”(이창익 200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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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를 들어 카포에이라(capoeira)―춤, 음악, 무술, 스포츠 등이 결합

된 아 로- 라질4)의 기 (art)―를 교육하는 체육 에서, 훈련자들은 본격 인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행의 공간인 원형의 로다(roda)에 경의를 표하고 스

승(mestre)이 선창하는 ‘추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재 무술’로서의 재 카포

에이라를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익명의 선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Downey 2005: 1-2). 왜냐하면 공격과 수비의 동작이 실제가 아닌 일종의 ‘함축

된 폭력’(Ibid.: 111-113)으로 재 5)되는 (자기방어이기보다는 게임이고 싸움이

기보다는 놀이인) 재 카포에이라의 이면에는 식민지의 노 로서 말 그 로

살기 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아 로- 라질 사람들의 불

행한 과거가 공존하고, 재의 체육 에서 카포에이라를 교육하고 수하는 가

장 요한 목 하나는 그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몸으로 직 느끼고 이해

하며 추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Ibid.: 102-103).

설령 그것이 특정한 역사 맥락과 상황에 한 구체 인 추도가 아닐지라도,

스승과 제자의 계를 기반으로 무술을 수하고 수받는 도장(체육 )에서 창

시자, 스승, 선배 등의 윗사람에 한 존경의 표시는 공간에 한 일상 의례

로서 형식화되곤 한다. 를 들어 아이키도(あいきどう)―일본인 창시자 우에시

바 모리헤이가 여타의 무술에 ‘기의 조화’라는 자신의 철학을 가미해 탄생시킨

맨손무술―를 교육하는 도장에서, 수련생들은 수업에 임하기 에 반드시 발을

청결히 하고 신고 있던 신발(ぞうり)을 벗어 훈련을 한 공간인 다다미(たた

み) 밖에 가지런히 정렬해 놓은 후 다다미 바닥에 을 하고 다다미 안으로 들

어와 무릎을 꿇은 채로 가지런히 도열한 채 스승의 등장을 기다려야 한다(Kohn

2007: 175-176). 이어서 스승이 등장해 수련생들을 향해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

으면 스승과 제자들은 모두 함께 카미자(上座)―창시자를 기리기 해 따로 마

련해 놓은 공간―를 향해 을 하고 스승과 수련생 상호 간에도 맞 을 한 후

4) 식민지와 노 의 역사가 제되어 있는 라질 사회의 모든 문화 맥락과 상황 안에

서, 카포에이라는 ‘흑인문화(black culture)’를 표하는 일종의 ‘하 문화(subculture)’로

회자되고, 아 리카 문화가 오히려 라질의 상류층을 끌어들이는 특이한 사례로도 제

시되며,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통’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한 복합 사회 상으로 이해

된다(Downey 2005: 10-12).
5) 그 기 때문에 “로다”에서 상 방과 직 겨루는 카포에이라 선수들은 (승리가 목표인

여타 스포츠와 달리) 얼마나 어려운 동작을 극 으로 기술 으로 미 으로 정교하게 구

사할 수 있는가에 을 맞추어 공간을 차지하기 해 분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

작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수련자들은 걸음걸이, 호흡, 자세 등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러한 몸의 변화가 감정, 사회 상호작용, 지각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감각 상황

에도 향을 미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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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으로 수업을 시작한다(Ibid.: 176-177). 그 기 때문에, 호신용 무술인 아

이키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 방의 공격을 효율 으로 방어하기 한

몸의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지켜야할 의례와 의 몸동작으로 형식화된 ‘아이키도의 정신’(Ibid.: 174-175)

을 몸에 각인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으로 도장 안에서, 보다 구

체 으로 다다미 안에서, 몸의 수련을 통해 새롭게 틀지어지고 발견되고 변형되

는 자아의 감각은 도장 밖에서 지속되는 삶의 순간들에서도 일상 으로 행동화

되고 실천된다.

결국, 체육 에서 일상 의례를 통해 형성되는 “몸의 움직임으로서의 실천

감각”은 체육 의 물질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동시에(Bourdieu 1977:

115-117) 그 체육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사회 의미들과 가치들로 가득

채워진다(Bourdieu 1990b: 71-72). 다시 말해, 체육 에서 사람들과 몸소 상호작

용하면서 체육 에로 사회화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물리 공간에서만 발생

하는 특유의 의미와 가치들이 “말의 언어”보다 넓고 모호하고 풍부한 “몸의 언

어”(Bourdieu 1977: 120)를 매개로 각자의 몸에 새겨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게 “사회 으로 정보화된 몸”이 실천 감각에 의해 다시 사회 공간을 발

생 으로 재구성하는 (몸과 공간 사이의) 변증법 상호작용의 과정 어딘가에

각자의 몸이 치 지어지는 것과 같다(Ibid.: 124). 그리고 그곳에, 그 사회공간

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사람의 몸이 살고 있다.

2) 권투하는 몸

“‘구조’는 개인들 사이의 계로 환원될 수 없고 ‘사회’는 그 나름의 독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주로 ‘집합체 구조’와 ‘사회 체계’에 이론

을 맞춰온 사회학 통에서, 사회학으로 하여 몸 이론에 심을 갖게 하

려는 움직임들은 그 어떤 것이든 (유일무이한 몸에 치하는 개인을 제하는)

생물학주의와 방법론 개인주의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학 통에 한 이단 인 배반처럼 보이게 마련이다(터 2002:

129-130). 그러나 실제로, 인간 존재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몸 그 자체라

는 은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먹고, 씻고, 단장

하고, 옷을 입고, 잠을 자는 지속 인 노동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세세한

몸의 실체에 의해서 지배된다(Ibid.: 84). 그리고 이와 같이 물질 이고 물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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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많은 심을 기울이는 라이언 터 의 이론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몸에 한 하나의 안 근법으로서, 사회체계가 직면한 ‘몸 질서’의 과업이

아니라 개인의 몸이 직면하는 ‘행 의 문제’에 한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랭크의 연구를 참조물로 삼을 때, 몸에 한 사회학 이론화의 범주들은 ‘사회’

의 추상 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사회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체 이라는 몸 자

체의 문제로부터 생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Frank 1991: 48, 쉴링 1999: 140

재인용).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몸 자체를 탐구의 상으로 삼아

“특정한 몸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체 을 검”(쉴링 1999: 287)하

고 “몸이 살면서 경험한 바에 해 보다 직 으로 이해”(Ibid.: 213)함으로써

“몸의 미완 성격을 검토”(Ibid.: 283)할 때, 결과 으로 몸을 사회 힘의 담지

체로 환원시키고 마는 기존 사회학 통의 방법론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몸에 한 사회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법론 환의 양상과 유

사하게, 그동안 몸 그리고 몸의 감각들의 사회 요성과 상징 요성에

해 주기 으로 설명(e.g., Hertz 1909; Leach 1958; Benthall and Polhemus

1975; Blacking 1977; Obeyesekere 1981; Howes 1987; Hanna 1988; Tyler

1988, Csordas 1990: 40 재인용)해 온 인류학계 내에서도 최근 들어, “몸을 문화

와 련지어 연구되어야 할 상이 아니라 문화를 발생시키는 주체”로서 정

하려는 시도(Csordas 1990: 5)라든가 “몸을 단지 수동 이거나 비활성 인 장소

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맺는 몸, 감각, 지능의 계들을 통해 의미가 재진

행형으로 구성되는 상호주 성과 행 의 장소”로 정 하려는 시도(Jackson

1996: 33)들이 그 연구의 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르다스의 경우, 문화에

해 경험 으로 연구하는 인류학의 역에서 기존 자료들의 재분석을 독려하

고 새로운 질문들을 제안할 수 있기 한 지속가능한 방법론 으로서 “체

(embodiment)의 패러다임”을 제안하는데(Csordas 1990: 5), 그것은 방법론

으로 양립불가능한 ‘메를로- 티의 상학’과 ‘부르디외의 변증법 구조주의’를

포 하는 상의어로서 몸을 재발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Ibid.: 12). 바꿔 말해,

본질 으로 미결정성이 풍부한 지각에 의해 주체가 상화되는 과정의 출발

에 치한 ‘메를로- 티의 몸’(Ibid.: 8-10)과 삶의 객 조건과 그 조건에 의

해 구성되는 동시에 그 조건을 구성하는 실천 사이에 치한 ‘부르디외의

몸’(Ibid.: 10-12)을 ‘미결정성의 몸’6)으로써 모두 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6) 메를로- 티로 표되는 ‘몸의 상학자’들의 논의를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

세상은 행동, 습 , 잠재 상호작용 등을 통해 몸이 무엇을 지각하는지에 따라 형성되

고 가득 채워진다. 즉, 경험 세계의 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몸의 잠재력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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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 같은 ‘미결정성의 몸’을 문화의 실존 토 로서 정 할 때, 주체와

상 사이의 이분법과 구조와 실천 사이의 이분법은 일거에 붕괴되고, 를 들어

( 르다스의 연구 상인) 종교 황홀경의 상태에서 무의식 으로 내뱉는 방언

과 같은 종교 실천은 단순한 언어행 가 아니라 실천의 주체가 몸으로부터

시작해 한편으로 새로운 종교 상화/객 화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 이미 구조화된 실천을 변형시키는 미결정성의 과정으로서 다시 분석될 수

있다(Ibid.: 34-39).

연구자는 앞서 스포츠인류학에 한 논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스포츠하는

몸’이라는 핵심어를 미리 포착해둔 바 있다. 그리고 지 몸에 한 사회학과

인류학에서의 방법론 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미결정성의 몸’이라는 다

른 핵심어를 포착했다. 그 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작업은 두 핵심어를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권투하는 몸’의 특수성을 여타의 몸으로부터 변별해내는 작업일

것이고, 이를 해 (말보다 몸으로 상호작용하며 함축된 폭력을 주고받는) 카포

에이라를 하는 사람들에 한 민족지연구(Downey 2005)로 우선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카포에이라의 훈련 과정에서 “ 바로 잘 서는 것”(Ibid.: 54)은 매우 요한

훈련의 목표 하나이다. 이때 숙련자들은 연습생들에게 “ 바로 잘 서는 것”

이 무엇인지에 해 설명하지 않고 그 연습생이 “ 바로 잘 서는 것”이 무엇

인지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그냥 잘 서!”라는 ‘시 인 가르침’만을 제공한다

(Ibid.: 47-48). 그 기 때문에 어느 수련자의 표 에 따르면 “카포에이라는 피

부”이다(Ibid.: 23). 한 카포에이라에서 징가(ginga)―일종의 스텝 혹은 몸놀림

―는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인데, 이 징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그것에 도달하는 왕도는 없으며 사람 몸의 형태

가 마다 다른 까닭으로 각각의 수련자의 몸에 배어있는 징가의 스타일은 동

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Ibid.: 120-123). 결국 카포에이라의 훈련은 (비록 숙련

자의 동작들에 한 모방이 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창의성을 바탕

와 타자의 감각 상호작용의 기 가 되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각에 한

지속 인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부르디외로 표되는 기존의 실천

이론들은 비록 사람들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행동에는 상 으로 작은 범주

의 유형화된 기질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근본 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

냈지만, 정작 어떻게 그 기질이 획득되는지에 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뚜렷한 한계에 해 바꿔 말하면, 이는 실천이론

이 앞으로 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학문 탐구에 한 미지의 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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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속 인 반복을 통해 의식하지 않아도 특정의 기술을 구사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무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Ibid.: 49-51). 그리고 이때 수련자들에게 가장 요한 것

은 배우고 가르치고 개발하려는 그 과정을 통해 ‘손때 묻 가며 알아가는 존재

의 방식’ 그 자체이다(Ibid.: 125). 다시 말해, 그것은 지각, 상호작용, 기술에

한 것이고 수련자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에 한 것이며, 훈련이 그들의 몸에 밴

습 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한 것으로서 ‘카포에이라를 하는 사람(capoeirista)’

이 되기 한 도 의 과정7)이다(Ibid.: 17).

‘미결정성의 몸’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비교할 때 카포에이라하는 몸과 권투하

는 몸 사이에서 특별한 차이 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카포에이라와 마찬가지

로, 권투는 “인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이자 기술 상

인 몸”(Mauss 1973: 75)을 훈련자가 직 단련함으로써 훈련자의 일상생활에서

의 실천에 내재된 암묵지8)를 천천히 권투의 암묵지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필

연 으로 요구한다(Wacquant 2004: 59-60). 즉, 권투체육 에서 권투를 한다는

것은 시각 이고 정신 인 인지를 넘어서는 (혹은 그에 앞서는) 몸의 감각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투라는 세계에로 훈련자의 몸(과 마음)을 동화시키는 과

정에 다름 아니다(Ibid.: 69-70). 그러나 실제의 싸움이 아닌 싸움의 동작을 재

7) 인류학자이자 카포에이리스타인 그 다우니는, 10여 년 처음으로 카포에이라에

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카포에이라를 상징 텍스트로서 상화하여 보다 큰 사

회 힘과의 계 속에서 그 퍼포먼스를 분석하려고 했다(Downey 2005: 16-17).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포에이라의 기 (art)에 경험 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

록 수련자들에게 가장 요한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개발하려는 그 무엇 자체임을 깨달

았고, 이러한 감각 변화의 과정 혹은 체 의 습득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 연구자는

그 상의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직 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음 한 깨달았다(Ibid.: 18-20). 다시 말해 그가 주장하는 방법론

환에 따르면, 물리 훈련을 통한 몸의 변화를 연구자가 직 경험하는 ‘손때 묻 가며

알아가는 인내심 있는 민족지연구’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행동으로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해 세 하게 설명할 수 있다(Ibid.: 210-211).
8) 여기서 사용하는 ‘암묵지’라는 용어는 원문의 'practical knowledge'의 번역어로서 ‘실

천 지식’을 신해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천 지식’에 비해 ‘암묵지(暗黙知)’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언어로 표 되지 않는 지식’의 의미가 보다 직 으로 드러나기 때문

이다. 권투를 비롯한 스포츠의 역에서 몸에서 몸으로 달되는 암묵지의 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러한 암묵지의 습득 과정에 한 충실한 기술은 이 논

문의 지향 이기도 하다. 한편, 암묵지는 몸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손으로 리듬을 익히는

타악기의 교육과정(Lindsay 1996: 196-198)에서도 강조될 뿐만 아니라, 페루 동부의

시나후아족의 인식체계에서는 모든 지식이 몸의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몸의 활동으로

표 되는 ‘몸의 지식’이다(Kensing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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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퍼포먼스로서의 카포에이라와 달리, 실제의 싸움이자 규칙성과 경쟁성을

제한 스포츠로서의 권투는 본능과 이성, 감정과 계산 등이 모순 으로 뒤섞인

채 고도로 성문화된 권투만의 폭력을 몸에 새겨 넣는 특별한 훈련 과정들이 추

가 으로 요구된다(Ibid.: 80). 특히, 카포에이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스포츠 종

목과 비교해보아도 권투를 하는 과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폭력에 한 (보다 구체 으로 맞는 것에 한) 본질 인 두려움이다(Ibid.: 93).

그 기 때문에 권투에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권투라는 세계에 발을 들인 후

권투선수의 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고통에 무던해지는 소 ‘깡’을 진 으

로 습득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유발되는 흥분의 상태를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을 진 으로 몸 안에 새겨 넣는 과

정이기도 하다(Ibid.: 91-94). 다시 말해, 실제로 상 방과 폭력을 주고받으며 싸

우는 권투선수가 되어 간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로 치열

한 그 투쟁의 순간순간에 (마음이 깃든) 몸이 알아서 계산하고 단할 수 있도

록 스스로가 스스로의 본능을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Ibid.: 95-99).

이제, ‘권투하는 몸’만의 특수성을 여타의 몸으로부터 확실하게 변별해낼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하는 실제의 폭력을 직 다루고 그것에

히 처할 수 있기 한 몸. 즉, 권투는 폭력이 제된 스포츠이고 ‘권투하는

몸’은 실제의 폭력을 주고받기 한 도구이자 상이며 그 몸은 권투체육 에서

몸과 몸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 으로 만들어진다. 그 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권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언제나 “사람들은 왜 굳이 때리고 맞아가면

서 권투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되거나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질

문에 차근차근 답해 나아가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목 이라면 이제부터 요구

되는 작업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한 방법론의

구체화이다.

3. 연구방법론

1) 거인체육

앞서 선행연구를 비교검토하면서, 연구자는 이미 스포츠하는 몸이 만들어지는

공간/장소이자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일상 아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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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체육 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인간 집단의 삶을 생

생하게 그 로 묘사한 ”이자 “낯선 민족에 한 체계 인 기록”인 민족지를

작성하는 것이 인류학의 필수 방법임을 고려할 때(이용숙 외 2012: 13-14), “사

람들은 왜 권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 답을 인류학 으로 모색하기

해 권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삶의 장인 권투체육 으로 직

찾아 들어가는 것은 무나 당연한 연구자의 첫 번째 과업이다. 다시 말해, 소

고 인 민족지 연구자가 연구를 해 하나의 마을이나 소집단에 직 들

어가서 지의 언어를 배우고 지인들과 장기간 더불어 생활했듯이(Ibid.:

14-16), 의 민족지 연구자로서 나는 일종의 마을이자 소집단인 (물리 경

계가 뚜렷한) 어느 권투체육 안으로 직 들어가 권투의 언어를 배우고 권투

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등

포구 문래동에 치한 거인체육 은 명백히 연구를 해 선택된 장이다. 그러

나 연구자가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된 상황은 연구를 한 의도 인 선택이었다

기보다는 ‘필연 같은 우연’9)의 결과 다.

어 든10) 나는 거인체육 에 발을 들 고 내가 그곳에 처음 발을 들 을 때

느 던 뚜렷한 인상은 여 히 내 몸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고 강렬히 각인되어

있다. “낯설다!”, “낡았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인상이 발생한 이

유에 한 고찰은 거인체육 이 왜 인류학의 연구 상으로서 한지에 한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변환된다. 우선 “낯설다!”의 문제. 인류학의 학문 정체성

9) 2011년 11월 말, 나는 수년간 지속되던 ‘거리의 삶’에 지쳐 기가 꺾인 상태에서, 과거

권투에 한 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마침 그곳이 있었기에’라는

비논리 인 이유로 로권투 세계챔피언을 배출한 거인체육 에 발을 들 다. 그리고 거

의 같은 시기인 2012년 설날에 ‘어쩌다 마주친 그 ’와의 우연한 화를 계기로 인류학

이라는 학문 분과의 존재를 처음 듣고는 심신이 동요하 고, 곧이어 거리에서 학교로 발

을 돌려 1년 동안 서울 학교 인류학과의 학부 수업들을 청강한 후 2013년 3월부터 공

식 으로 서울 학교 인류학과 학원에 발을 들 다. 다시 말해, 나는 권투라는 세계에

발을 들인 동시에 인류학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 고, 그 이후 나의 사고와 행동은 권투

와 인류학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다시 구성되었다.
10) 비록 “어 든”이라는 짧은 단어로 축약했지만, 인류학에서 연구자가 연구 장(그리고

연구 상자들)과 계를 맺게 되는 이 ‘마주침’의 상황은 무나 복잡하고 애매모호해서

“연구자가 연구를 해 객 으로 연구 상을 선정”하는 부류의 방법론을 오롯이 용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기 때문에 필연 으로 주체와 상을 명확

히 구분하기 어려운 인류학 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주제나 연구의 상은 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 기 마련이고(이용숙 외 2012: 60-62), 인류학 연구에서 흔히 당연한

제로 여겨지는 지주민과의 라포 역시 완벽하거나 어느 시 에 도달하면 완성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지속 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숙인 199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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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기가 몸담았던 것과는 다른 사회 문화에 한 연구를 통해 인간 행동

사고의 기본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황익주 2010: 246)”이라는 념에서 찾을

때, 이 까지 권투에 한 심이 없었고 권투하는 사람을 만나본 도 없

었으며 특히나 ‘피를 보는 무언가’에 해 보통 사람 이상의 공포감을 지닌 채

살아온 내가 정통 로권투를 표방하는 (숙련된 싸움꾼들이 서로 으르 거리

며 피튀기게 싸우고 있을 것만 같은) 거인체육 과 마주한 상황은, 이 의 삶과

는 완 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낯선 곳’으로 온몸을 직 던져 넣음으로써 “낯

선 것을 친숙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게 되는 인식

의 경지를 추구”(Ibid.: 250)하기 한 첫걸음을 떼기에 한 장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낡았다!”의 문제. 1960년 이후 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규모의 철공단지가 형성-확 -쇠퇴되는 과정을 거친 문래동3가는 건축

연도가 부분 30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만 모여 있는 독특한 역사 장소11)이

다(오희택 2011: 24-29). 그리고 그 역사의 한 복 에서 오랜 세월 동안 권투선

수를 길러내며 버텨온 ‘낡은’ 거인체육 과 마주한 나의 상황은 권투라는 세계

에서 살았고 살아오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

로써 과거와 재를 모두 아우르는 통시론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한

장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서 내려 깨끗하게 잘 리된 아 트단지의 숲길을 지나자마나

지각하게 되는 강렬한 ‘쇠 깎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낡은 건물들에서 풍기는 특유의 스

산함은 연구자로 하여 마치 1970～80년 의 등포에 들어선 듯한 착시 상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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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 없다!”의 문제. ‘다짜고짜’ 체육 에 등록한 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도 그 무엇보다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리뛰기만 반복하

던 창기, 지루함 못지않게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체육 특유의 분 기는 피

튀기게 싸우는 사람은커녕 그 어떤 보통의 사람도 잘 나타나지 않는 데서 느껴

지는 썰 함이었다. 물론 ‘ 장님’12)은 체육 에 상주하고 있었고 언제나 나의

제자리뛰기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직 구령을 붙여주었지만, 아무도 없는 썰

한 공간에서 혼자 제자리에서 그 뛰고만 있는 것과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

는 삶에 한 연구’라는 인류학과는 아무런 상 이 없음에 틀림없어 보 다. 그

러나 그 썰 함은 어디까지나 체육 의 일면일 뿐이었고, 내가 유독 사람들이

가장 나타나지 않는 낮 시간에만 체육 을 찾은 탓이었다13). 바꿔 말해, 거인체

육 에는 그때그때 사람들이 출몰하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이 없기는

커녕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체육 의 ‘진정한’ 구성원인지 섣불리 단할 수 없

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며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권투에 한 심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 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

이 독특한 방식으로 얽히고설켜있는 사회 시공간과 마주한 나의 상황은 스포

츠인류학의 주요 연구 심 하나인 “인간의 몸의 매개를 통해 기존 사회집단

들 간의 격리와 계화를 넘어서는 유 계를 가능 해주는 스포츠의 사회통

합 기능”(황익주 2011: 255)에 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에 한 장을 찾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권투선수되기

어 든 나는 거인체육 이라는 장에 발을 들 다. 그리고 “ 의 인류학이

순수한 찰이나 기술은 가능하지 않으며 찰자나 기술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조차 이미 찰 과정이나 기술 과정 자체에 어느 정도의 해석이나 이론

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에 유의”(이용숙 외 2012: 23)할 때, 거인체육 에서 권

12) ‘ 장님’은 거인체육 에서 모든 원들에게 통용되는 호칭으로서 공식 이다. 그리고

장님이 한편으로 권투연습생으로서의 나에게 권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다른 한편

으로는 인류학연습생으로서 내가 진행한 권투하는 사람들에 한 연구의 연구 상이자

주요 정보제공자이다.
13) 낮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체육 의 구성원 부분이 권투와 련 없는 별도의

직업을 가진 성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 때문에 ‘남들 바쁘게 일하고 있을 낮’

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이상한 백수 놈 하나’가 태평하게 자꾸 체육 을 찾아오는 상

황은 장님에게도 매우 낯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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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를 새롭게 배워나가는 동시에 인류학과 학원에서 인류학을 새롭게 배워나

가던 나의 상황은, 체육 이라는 장에서 찰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그 의문을 해결하기 해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게 공부한 이론들을 다

시 장에 용해보는 선순환이 지속되는, 말 그 로 자료수집 과정과 연구 과

정을 인 으로 분리할 수 없는 장연구(Ibid.: 22-24)가 진행되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와 일상이 자연스럽게 뒤섞인 장연구의 상황 안에서, 나는

체육 사람들과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계를 맺고 이러한 계

를 발 시켜 나가면서 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화하고, 가슴으로 느끼

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고, 머리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찰 자료를 획득

하는 “참여 찰”(Ibid.: 104-105)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한, 자연스런 행동방

식의 참여 찰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서 지속 이고 깊이 있는 계 맺음에 기

반을 둔 (단순히 녹음기를 켜두고 한두 시간 이상의 화를 나 는 형식이 강

조되는 ‘피상 인 면담’이 아닌) “내용상의 심층 인 면담”(Ibid.: 144-152)을 수

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 안으로 보다 깊숙하게

참여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체육 사람들과 깊이 있는 화를 나 기 해서

는 무엇보다 먼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지어인 ‘권투의 언어’를 몸으

로 직 배우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권투체육 에서 몸을 움직이며 권

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어떤 언어 혹은 상징 매개 없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지각할 수 있는 ‘몸의 상호작용’이 ‘말의 상호작용’에

앞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거인체육 에서 권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심자의 몸으로부터 권투선수의 몸

에로 변해가는 ‘권투선수되기’의 과정14)으로 나의 몸을 직 던져 넣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15).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해 다르게 말하면, 연구자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여 연구의 상인 권투 그 자체를 총체 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거인체육 에서 권투하는 사람들의 ( 를 들어 때리고 맞는 순

14) 물론 이 과정에는 체육 안에서 땀을 흘리며 지속하는 훈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체

육 밖에서 ‘권투’라는 단어가 포함된 온갖 종류의 기록자료들(문헌, 상, 인터넷 등)을

탐독하는 과정 한 포함되어 있다.
15) 스포츠를 문화의 다른 측면을 이해하기 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

립 인 연구 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청하는 스포츠인류학계 내에서도 최근 들어, 스포

츠 삶의 문화 표 을 뒷받침하는 과정, 실천, 사회구조 계 등을 세 하게 포착

하기 한 연구방법으로서 “스포츠를 직 경험하는 인류학자”의 역할이 강조되곤 한다

(Palmer 2003: 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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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순간의) 구체 경험들을 보다 감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시도라

고 할 수 있다16).

한편, ‘권투선수되기’의 과정에 완료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총체 장연구로서 과정 이다. 바꿔 말해, 내가 선택한 연구방법

은 특정한 시기를 기 으로 참여 찰, 심층면담, 기타자료수집 등 방법론의

용 경계를 명확히 나 수 없다. 참여 찰은 체육 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

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었고, 심층면담은 함께 훈련을 하는 과정 틈틈이 쉬는 시

간에 사람들과 속 깊은 화를 나 는 것이었으며, 기타자료수집은 권투를 그

잘 하기 한 방과 후 학습과도 같은 것이었다. 즉, 모든 연구의 방법은 언제나

‘권투선수되기’라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통합되어 진행되었다. 그 기 때문에 앞

으로 본론에서 으로 펼쳐질 논의에 한 이해를 돕기 해서는 참여 찰

의 시기나 면담자의 수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17)보다 내가 거인체육 에 처음

발을 들인 후 서서히 권투선수가 되어 가는 과정 에서 특히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이 에 비해 한층 더 깊게 거인체육 의 상황 안으로 개입되게 되었는

지를 정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6) 몸을 직 움직이면서 몸의 지식을 습득하는 스포츠, 무술, 악기연주, 종교체험 등의

역을 연구의 상으로 삼은 민족지연구자들은 하나 같이 이 ‘몸에 새겨지는 지식의 문

제’에 해 “연구를 시작하기 에는 몰랐는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 이것이 오히려 그 무

엇보다 가장 요한 문제”라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그 구체 인 몸의 경험을 학문

언어로 번역하고자 분투한다(Csordas 1990; Downey 2005; Lindsay 1996; Samudra

2008; Wacquant 2004; Wilf 2010). 그리고 이 분투의 장에 조심스럽지만 소심하지 않게

한발 들이미는 것은 이 논문의 다른 연구목 이기도 하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연구의 상황을 수량화해서 제시해보면, 나는 2011년 말부터

(본격 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체육 방문 횟수가 어든) 2015년 까지 평

균 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 체육 을 방문해 하루에 2시간 정도 권투 훈련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장님은 체육 이 열려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업선수 1명은 부상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녁 6시 이후부터 체육

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나머지 원들의 출몰시간은 유동 이

었다. 그리고 체육 에는 언제나 새로운 원이 등장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체육 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수를 모두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상 방과 몸을

직 맞부딪치며 주먹을 주고받는 스 링의 경험은 략 3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 에서 략 10여명의 동료들과 친 한 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계를 바탕으로

일종의 심층면담을 간헐 으로 혹은 지속 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은 체육

안에서 주로 동료 원들과 넘기를 함께 하거나 훈련 틈틈이 쉬는 동안에 혹은 탈

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훈련을 끝내고 샤워를 함께 하는 동안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외 으로 총 6명의 동료들과 체육 밖의 장소에서 다소 긴 화를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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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거인체육 이라는 하나의 사회는 몸으로부터 발생하는 몸의 움직

임을 통해 맺어지는 계들로 가득 채워진 ‘몸의 사회’ 다. 그 기 때문에 실제

로 나의 몸이 권투선수의 몸으로 변형되어 가면 갈수록 나는 보다 ‘진정

한’ 혹은 ‘진지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필연

으로 지각의 변화를 수반하는 몸의 변형의 결과, 체육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18) 본 연구는, 연구 장의 책임자인 장님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

의 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차를 거쳐 연구에 해 공식 으로 승인을 받았다(IRB

No.1407/001-003).

사건 시기 내용 의미

첫 스 링 2012년 6월

권투 경력 8년의 직 경찰과 갑작스런 첫 스 링. 링

에 오른 것도 처음, 링 에 올라 군가에게 맞고 군가

를 때리는 것도 처음. 그동안 몰랐던 신세계를 직 체험.

권투화증여-1 2012년 7월

장님의 권투화 증여. 그동안의 성실한 훈련에 한 보상.

장님과 스승-제자의 계를 맺음. 이후 농담 계로 환.

‘콧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됨.

김챔 의 방어 2012년 12월

김챔 를 비롯한 체육 소속 선수들 경기 확정 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한 스 링 상 가 됨. 체육

이 비하는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역할이 부여됨. 선수들

의 주먹은 차원이 다름을 직 체험.

권투화증여-2 2013년 10월

장님의 권투화 증여. 이 에 선물 받았던 권투화 바닥이

완 히 닳아버림. 그동안의 성실한 훈련에 한 한 번

의 보상. 이후 보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을 수 받음.

연구 공식허락18) 2014년 5월

인류학 연구에 한 공식 허락. 체육 원들에게 학

원생의 신분이 알려짐. 이후 권투에 한 이야기뿐만 아니

라 서로의 사생활에 한 이야기까지도 주고받게 됨.

로라이센스 도 2014년 9월

로권투선수자격 시험 공식 비. 약 두 달 동안 신실한

선수의 몸과 마음으로 생활. 체육 소속으로 체육 바깥

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최 로 참여. 이후 ‘ 로라이센스 딴

원’으로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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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들에 해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양 으로나 질 으로

나) 깊어지고 두터워질 수밖에 없었다.

3) 자료의 처리 논문의 구성

거인체육 은 내가 발을 들이기 이 부터 이미 ‘유명한’ 권투체육 이었다. 그

리고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이곳이 단지 ‘권투에 해 뭘 좀 아는 문가’들

뿐만 아니라 권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만큼 알려진 ‘이름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거인체육 이 서울에서 손꼽힐 정도로 매우 오

래된 권투체육 인 탓이기도 하지만 거인체육 소속의 한 선수가 2000년 에

들어 매체가 주목하는 스포츠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탓이기도 하다. 그 기

때문에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이미 언 한 체육 의 장소 특성이라든가 본론

에서 본격 으로 다루어질 체육 의 물질성과 역사에 한 설명만으로도 독자

들은 충분히 (손쉬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육 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장

님과 소속선수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름의 문제’는 다

분히 “연구자의 지 성취를 목 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인해 연구 상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피해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류학계 내에서 충분히

합의된 ‘연구윤리의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먼 연구자는 연구 장의 책임자인 장님을 단순

히 연구 상으로 객 화하는 신 장에 해 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 지의 사회와 문화에 한 1차 해석자’(Turner 1967: 131-150)로서 인정하고

본론에서 오히려 그의 해석을 극 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 기 때문에 연구

상자이자 주요 정보제공자이자 지에 한 1차 해석자인 장님의 이름은

시종일 존칭어인 ‘ 장님’으로 재 되었고 연구자의 이름은 체육 에서의 스

승-제자 계가 그 로 반 된 ‘콧털’로 재 되었다. 이러한 계 상황 안에서

연구윤리의 문제와 상충될 수 있는 “거인체육 ”이라는 이름의 공개 여부는, ‘콧

털’이 ‘ 장님’에게 찾아가 ‘쭈뼛쭈뼛’ 어렵게 이 문제에 한 이야기를 꺼낸 뒤

“그냥 써도 돼! 연구 열심히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 해!”라고 흔쾌히 승낙

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다행스럽게도 해결되었다. 한, 이미 유명해져서 자료

화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실명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유명선수의 경우 윤

리의 문제와 될 만한 자료들은 일 사용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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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몇 의견들만이 왜곡되지 않은 담화의 형식으로 재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론에서 종종 담화의 형식으로 재 되는 다른 체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생생한 장 감각을 드러내고 논의의 맥락을 뒷받침하는 용도로만 사

용되었을 뿐 그 사람이 구체 으로 구인지 알아챌 수 없도록 모두 가명 처리

되었다.

한편, 연구자가 장에 객 찰자로서 참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에 개

입해 지인들과 계를 맺고 나아가 장의 구성원이 되기 해 극 으로

몸의 변형을 가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몸은 연구를 한 도구로 사용되는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상이 된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거인체육 이

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인 후 “이곳은 도 체 뭐지?”, “사람들은 여기서 왜

권투를 하지?”라는 커다란 질문에 한 답을 구체화하는 여정의 심에 다른

구도 아닌 연구자의 몸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이 논문은 연구

자의 ‘권투선수되기’의 과정에 한 서사를 담은 일종의 ‘자 민족지’(Fisett

2015)이기도 하고 연구자가 직 체 한 구체 인 몸의 지식들을 학문 언어

로 번역하기 해 분투하는 ‘감각의 민족지’(Samudra 2008: 669-677)19)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사 흐름을 제하면서 논문의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

선, Ⅱ장에서는 거인체육 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곳의 물질성으로부터 출발해

해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인체육 만의 독특한 사회구조를 기

존의 인류학이론을 통해 분석한 후, 기존의 인류학이론으로 말끔히 분석되지 않

는 부분을 보다 온 히 설명하기 해 기존의 이론을 고의 으로 ‘오독’함으로

써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거인체육 이 지향하는

로권투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체육 사람들에게 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해 해석 분석한다. 나아가 로권투에 필연 으로 제된 폭력과 괴를

19) 인류학자 기어츠의 인식론이자 방법론인 “ 층기술(thick description)”이 “문자로 쓰

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일회 인 행 들”로 이루어진 ‘텍스트로서의 문화’를

인류학자가 해석하고 나아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 한 두텁게 기술하기 해

분투하는 것이라면(기어츠 2009: 14-20), 인류학자 사무드라가 제안하는 방법론인 “ 층

참여(thick participation)”는 기어츠의 “ 층기술”이 해석해내고자 하는 상을 보다 몸

안으로 집 시키려는 시도로서, 언어화되기 힘든 ‘몸의 기억’과 ‘몸의 지식’을 인류학자의

직 경험을 매개로 학문 언어로 번역하기 해 분투하는 것이다(Samudra 2008). 그

리고 이 논문은 많은 부분을 권투선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 경험한 몸

의 감각들에 해 두텁게 기술하기 해 분투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 층기술”과 “ 층

참여”를 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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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인들이 왜 공식 /공개 으로 시하려고 하는지에 해 기존의 인류학이

론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거인체육 안에서 물질 조건과

사회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몸이 어떠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서히 체

육 사람의 몸에로 길들여지는지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원리와 최 의 지 에 해 연구자의 몸이 변형되

는 과정에 한 구체 인 경험들을 근거로 면 하게 탐구한다.



- 23 -

Ⅱ. 거인권투체육 : 구락부에서 체육 까지

1. 물질과 역사

서울시 등포구 문래동에 치한 거인체육 은 가업으로 2 째 운 되고 있

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권투체육 하나로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권투

선수, 권투선수지망생, 권투동호인들의 땀의 자취가 유/무형의 존재로 축 되어

있는 한국권투계의 살아있는 역사 장소이다. 우선, 장님의 증언20)에 귀를

기울여 보자.

콧털: 거인체육관이 역사가 있잖아요.

관장님: 1959년에 일본말로 거인권투구락부로 시작해. 옛날에 구락부라고 하면 술집

도... 전두환이가 놀던 데도 단성사구락부. 구락부로 시작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개인

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체육관이고 나라 시설로서는 중구 신당동에 있는 중앙체육관

이 제일 오래됐고. 중앙체육관이 우리보다 5년 정도 위에.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 

콧털: 1959년에는 어디서...

20) 이 논문에서 재 되는 장님의 발화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생했

다. 하나는 ‘콧털’이 장님으로부터 권투를 배우는 과정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연

구자가 장님에게 논문의 주제와 련되어 어느 정도 정리된 연구질문들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언제나 ‘콧털’이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서로 얽히며 교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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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님: 청량리. 우리 아버님이 선수생활을 하시면서 1959년에 체육관을 개관했고 60

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4회전 선수들의 산실인 한국신인왕전을 주최하셨다고. 그때부

터 프로모터의 길로 들어서셨지 ... ... 그런데 프로모터로서는 재미를 못 보셨어. 나중

에는 체육관 건물도 다 날렸지. 프로모터 하다가 진 빚 때문에. 내가 한 다섯 살 여

섯 살 때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

콧털: 그때는 다른 트레이너 분들도 계시고요?

관장님: 그렇지. 다른 트레이너 서너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관들이 많지 않았

어. 우리나라에 한 이삼십 군데. 구에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벌이를 

위해서 이십 군데 체육관으로 뛰었지. 그래서 우리 체육관에도 강준호씨라고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트레이너로...

콧털: 관장님 아버님께서 프로모터 하실 때가 홍수환보다 앞이에요?

관장님: 앞에지 훨씬. 우리 아버지가 그만두고 나서 홍수환이 나왔으니까. 홍수환은 

한 70년대 정도 선수가 되는 거지.

콧털: 이때도 거인체육관은 계속 청량리에 있었어요?

관장님: 청량리에 있다가 망해서 상계동으로 갔다가 상계동에서 이 자리(영등포)로 

온 거지 ... ... 여기(영등포) 와서 한 1년 있다가 내가 군대를 제대했어. 그러고 나서 

맡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삼각지대가 청량리, 서울역, 영등포, 이 세 개의 역

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다고 나올 때거든. 그래서 이 체육관에 사람이 굉장히 많

았어. 하루에 삼백 명이 훈련할 정도로. 구두닦이, 신문팔이, 껌팔이, 뭐 별 지금의 삼

디의 바닥의 종류들은 다했어.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진짜 씨알머리 있는 굵은 선수들은 잘 나오지가 않았지. 

국내 정상급 선수들만 많았어. 

콧털: 그런데 그때 세계챔피언급 선수들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관장님: 많지도 않았고. 세계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은 극동, 동아, 세기 프

로모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선수가 세계타이틀매치를 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 

... 여기에 한 5~6년 있다가 극동으로... 이 체육관이 극동 계열이 되는 거야. 이 시합

의 모든 비즈니스를 극동에서 관할하는 거지. 여기서 나온 선수는 무조건 극동에서 

키우는 거지. 그게 계열이야. 거기 있으면서 동양챔피언 셋. 세계타이틀매치도 도전해

봤고 졌지만은 ... ... 괜찮은 성적을 거뒀지. 

콧털: 어떻게 극동 계열로 도약을 하신 거에요?

관장님: 선수가 하나. 조용배라는 선수가 하나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거기서 전속 선

수로 삼았어. 그 다음부터는 뭐.

콧털: 이때가 제일 혈기왕성하실 때에요?

관장님: 그렇지. 체육관도 제일 잘 될 때. 보통 하루에 한 삼백 명 나올 때. 그러면 

명단에는 육백 명 정도 올라 있을 때야. 내가 삼십 대 초반 중반일 때고 선수는 스무 

살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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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털: 와, 엄청났었네요.

관장님: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거인체육 의 오랜 역사의 시간성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쉽게는 체육 의 역사를 연도별로 추 할 수 있고, 에서 구술한

것처럼 체육 역사의 산증인인 장님의 기억을 사건 심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과 달리 나는 체육 의 물질성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체육 의 물질성은 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무의식 으로 향을 미치는, 나아가 ‘거인체육 의 된 역사’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독특한 그 무언가로 사람들을 길들이는 외부환경이자 물질문화(Miller

2005: 5)이기 때문이다. 즉, 체육 의 물질성에는 습 이 몸에 배듯 체육 의 역

사가 배어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요한 것은 체육 의 역사 물질성과

그곳에서 권투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속 으로 벌어지고 되는 상호작용이다.

1) 마루와 링

거인체육 의 역사를 물질성으로부터 드러내고자 할 때 주목할 수 있는 표

인 사물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나 익숙해서 그 존재 자체에 심을 기울

이기 힘든, 그 기 때문에 역설 으로 체육 을 구성하는 가장 요한 기본시설

물인 마루와 링이다. 그 시 그 옛날 청량리의 거인권투구락부 시 부터 사용

했던 마루. 청량리에서 상계동으로 옮겨 들어가면서 새로 크게 제작한 링. 이

사물들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으로서 체육 을 표하는 골동품일 뿐만 아니라

권투체육 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 인 인공시설물21)들이다. 그리고 이

물질로써 드러나는 정체성에는 이미 장님의 권투, 즉 장님이 지향하는 거인

체육 의 권투에 한 철학이 제되어 있다. 마루와 링에 새겨진 장님의 권

투철학. 다시 한 번 장님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21) 인공시설물/인공물(artefact)은 인간에 의해 의도 으로 생산된 물질 상으로서 그

자체의 물리 속성에 의해 인간의 의도가 감춰진다. 그러나 그것에 이미 제작자/사용자

의 의도가 새겨져 있다는 맥락에서 인공시설물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으로 하여 다

양한 반응을 자아내거나 해석의 다양성을 하는 일종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Miller 1987: 106), 설령 인간에게 선험 으로 이 물자체의 참된 실재를 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도 권투체육 의 인공시설물들은 몸으로 부 끼면서 사용하

고 지각할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사회·문화 실재에 해 경험 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



- 26 -

콧털: 그런데... 여기 체육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뭐에요?

관장님: 마루. 저 마루는 청량리 때부터 쓰던 거야.

콧털: 아,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관장님: 그럼. 관리만 잘 하면 돼. 

콧털: 대단한데요? 그러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인체육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저 마루네요.

관장님: 마루하고 링.

콧털: 링도요? 링은 왜요? 저것도 청량리 때부터 쓰던 거에요? 

관장님: 아니, 저 링은 상계동으로 이사 갈 때 새로 제작한 건데 요즘에는 저렇게 쇳

덩어리 두꺼운 기둥으로 만들지를 않고 만들어주는 데도 잘 없고... 아마 우리나라 복

싱장에 있는 링 중에서는 제일 무겁고 오래된 걸 거야.

콧털: 그러면 여기 영등포로 이사 오실 때 저것들을 다 뜯어서 가져오신 거에요?

관장님: 뜯어서 가져오지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냐? 그게 다 전통이야. 

콧털: 아... 그렇죠. 이런 건 안 바꾸는 게...

관장님: ... ...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저것보다 좋지가 않아. 정통 복싱장은 그 나름대로 

맛이 있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이어트 복싱은 또 다른 거고 ... ... 요샌 뭐 세상이 

좋으니까 가볍고 싸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 ... 그렇지만 이 권투체육관의 

필수적인 것은 마루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권투체육관이 아닌 거야. 요새 경비가 많

이 들고 일하는 단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는 매트 많이 쓰는데 그거는 보

기에는 쿠션도 좋고 좋아.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 ...

콧털: ... ... 싹 바꾸는 게 더 쉽지 오래 관리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관장님: 그런 게 전통이지 뭐야. 다른 게 전통이 아니잖아. 오래만 됐다고 전통이 아

니고 오래된 가운데서 다른 데 없는 거 뭐 이런 게 갖춰야 전통이 있는 거지.

세상 좋은 요즘에 나온 가볍고 싸고 좋은 매트에 비되는 참나무로 만든 무

겁고 비싸고 더 좋은 오래된 마루. 그런데, 왜 마루는 권투체육 의 필수시설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손으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스포츠인 권투를 잘 하

기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한 동작은 오히려 발놀림(footwork)이기 때문

이다. 그 기 때문에 체육 에 입 한 심자들은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

리고 정면을 향해 45도 각도로 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계속 제자리에서 뛰어야만 한다. 물론 이 동작은 숙련자들에게도 심지어 세계챔

피언에게도 외가 아닌데, 설령 어떤 문외한의 시선에 숙련된 권투선수의 발놀

림이 제자리뛰기를 생략한 느 함이나 란함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발놀림

에는 이미 수년간 마르고 닳도록 연마한 제자리뛰기가 새겨져있다. 권투의 기

본. 수 의 기본이 물에 뜨는 것이고 맨손체조의 기본이 숨쉬기라면 권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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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제자리뛰기22)이다. 그리고 이 권투의 기본기를 연마하기 해, 즉 제자리

에서 계속 뛰기 해서는 계속 뛸 수 있는 바닥이 있어야 한다.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의 한 탄성이 있는, 민첩한 발놀림을 지탱해 수 있

을 만큼의 한 마찰력이 있는 바닥. 잘 리된 마루. 기본에 한 강조. 제자

리뛰기와 마루는 공히 권투의 기본으로서 서로 하고 합되며 서로가 서로

를 길들인다23).

권투체육 의 마루가 기본기를 비롯한 권투의 모든 기술을 의식 으로 몸에

새겨 넣는 물질 토 라면, 권투체육 의 링은 실 에서 싸우기 한 실 에

가까운 연습을 하는, 즉 스 링을 통해 혼자만의 단련이 아닌 둘 사이의 상호작

용 속에서 무의식 인 몸동작의 실화를 체험하는 다른 물질 토 이다.

진지하게 권투를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마루와 링이 무나 요하고

당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지각을 구성하지만) 오히려 지각하기

어려운 “겸손한 사물들”(Miller 1987: 85-108)로서 다를 바 없다면, 다른 한편으

로 링과 마루는 재료 으로 다르고 형태 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새겨

지는 역사의 사회 구조가 서로 다르다. 마루에는 없고 링에만 있는 무언가.

상 방의 존재 그리고 그 상 방과 서로 얽히고 교차하면서 실화되는 무의

식24). 마루의 물질 역사가 체육 에 발을 들 다 뺀 수많은 개인의 발놀림이

된 총체라면, 링의 물질 역사는 링에서 치고받으며 무의식의 실화를 몸

22) 권투선수의 훈련과정을 시각화하는 상물의 빈번한 소재 하나는 넘기이다. 물

론 이때의 넘기는 권투선수의 훈련과정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권투선수들이 넘

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본격 인 운동을 하기에 앞서 몸을 풀고 데우려는 데 있지만, 그

에 못지않게 권투의 기본동작인 제자리뛰기의 리듬을 익히고 유지하고 검하는 데에도

있다. 한편, 아무도 없는 사각의 링 에서 홀로 도우복싱을 하는 권투선수를 느린 흑

백화면으로 음미하는 권투 화 “분노의 주먹(Raging Bull)”(Scorsese 1980)의 유명한 오

닝시 스에서, 결 을 앞두고 천천히 몸을 푸는 고독한 권투선수는 온몸으로 인간의

본질을 표상하는 고독한 주체이기에 앞서 오랜 연습에 의해 제자리뛰기의 리듬이 몸에

밴 기본기가 충실한 권투선수이다.
23) 제자리뛰기와 마루 사이에는 권투화가 있다. 그리고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 하겠

지만) 나의 권투화에는 장님과 나의 사회 계가 새겨져 있다. 한 권투화에는 마

루와 나의 계 한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 사람(주체)과 사람(주체) 사이의 이자

사물( 상)과 사람(주체) 사이의 으로서의 권투화에는 권투라는 세계에로 존재하는

나의 역사(길들이기의 과정)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
24) 링 에서 스 링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의식 행동은 감소하고 무의식 행동

이 증가하게 된다. ‘생각할 겨를 없는 고 도의 시공간 압축’, 이것은 권투의 요한 특성

하나로서 권투선수가 강도 높은 스 링이나 실 에서 잠재성(무의식)의 실화를 직

체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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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험한 개인과 개인의 상호신체 발놀림이 된 총체이다. 다시 말해,

청량리에서 상계동으로 옮겨 들어가면서 새로 크게 제작한 링에는 상계동 그

시 부터 등포의 재까지에 이르는 수많은 권투훈련자들의 ‘ 계의 역사’가

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이 오래된 링의 역사를 제 로 음미하기 해서

는, 이 링을 거쳐 간 챔피언의 수를 주 알 굴리듯 헤아리는 방법보다 그것의

물질성을 링 에서 직 상 방과 몸을 섞어가면서 체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하다. “겸손한 사물들”의 겸손하지 않은 역사를 물질 으로 직

지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은 결코 겸손하지 않다.

콧털: 와... 그러면 이 마루랑 링에서 훈련하신 분들 하나하나 세어 보는 것도 보통일

이 아니겠네요. 엄청 많겠어요.

관장님: 아 그럼. 많지. 셀 수 없이 많지.

콧털: 다 기억나세요?

관장님: 뭐 기억나는 놈들도 있고 안 나는 놈들도 있고 ... ... 하여간 많아. 

콧털: 그러면... 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장님이 해오신 권투에 관한 모든 게 다 저

기에 묻어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관장님: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 ... 나뿐만 아니라 이놈 거 저놈 거 할 거 없이 다 

섞여서 묻어있다고 하는 게 더 맞겠지 ... ... 그게 역사지 뭐 다른 게 역사겠어? 네 거

도 묻어있잖아? 

거인체육 은 통체육 이자 정통체육 이다. 부터 사용하던 체육 의

시설물을 가능하면 잘 리하고 보존하면서 지속 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체

육 에 없는 무언가를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통. 그리고 실 권투선

수를 육성하기 한 의지의 표명이자 기본기를 잘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정통. 통과 정통의 조합은 장님의 권투철학을 압

축 으로 표 하는 기표일 뿐만 아니라 1959년 설립된 청량리의 거인권투구락

부에서부터 상계동을 거쳐 등포의 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인

체육 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성 그 자체로서 2015년 재의 마루와 링에

새겨져 실재한다. 그리고 여 히 이 마루와 링 에서 사람들이 발을 놀리며 상

호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서로의 몸에 새기고 체육 의

마루와 링의 표면에 기록하는 과정. 언제나 그리고 여 히 서로 얽히면

서 교차하는 체육 의 물질과 역사는 그 게 기록하고 기록되는 재진행형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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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빽25)

손으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스포츠인 권투를 잘 하기 해서 가장 기본이 되

는 요한 동작은 오히려 발놀림이지만 어 든 권투(拳鬪)는 그 한자어 ‘주먹

권(拳)’, ‘싸울 투(鬪)’가 지시하는 의미 그 로 ‘주먹싸움’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기 때문에 권투선수는 권투를 잘 하기 해 주먹을 내고 당기는 동작, 즉

주먹질(punch)을 마르고 닳도록 연마해야만 한다. 그 다면 권투의 기본 의

기본인 발과 다른 기본인 손의 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론 으로는 간단

하다. 발놀림의 리듬과 손놀림의 리듬이 일치조화를 이룰 것. (조 뜬 없는

비유이긴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 첩의 원리”(Albert 1992: 1-16)가 보

편 인 기본원리라면 권투역학의 세계에서는 ‘발의 리듬과 손의 리듬의 조화’가

보편 인 기본원리26)이다. 이 기본원리를 몸으로 이해하고 습득하기 한 연습

은 기본 으로 마루에서 제자리뛰기의 박자에 맞춰 (오른손잡이를 기 으로) 왼

25) ‘빽’은 천장에 매달린 표면이 가죽으로 마감된 사람 한 명 정도 크기의 무거운 덩어

리로 권투훈련을 한 필수품이다. 흔히 ‘샌드백(sand bag)’, ‘헤비백(heavy bag)’ 등으로

불리는 이 덩어리를 거인체육 의 일상 언어에서는 그냥 ‘빽’이라고 부른다.
26) 그 기 때문에 발과 손이 따로 노는 정체불명의 퍼포먼스는 설령 그것의 목 이 주

먹싸움일지라도 권투가 아니다.



- 30 -

손을 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빽을 치는 타격 연습이 반

드시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권투의 최종목 은 결국 나의 주먹으로 상 방의 상

반신을 가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낼 때와 묵직한 덩어

리27)를 때릴 때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기 때문에 빽이라는 하나의

인공시설물은 마루와 링 못지않게 요한 체육 의 물질 토 가 된다. 그 다

면 앞서 설명한 마루와 링의 경우와 달리 이 빽의 물질성을 통해 드러낼 수 있

는 거인체육 의 다른 역사는 무엇인가?

거인체육 의 천장에는 네 개의 빽이 매달려 있다. 십여 년 체육 의 물리

공간을 확장할 당시에 새로 설치한 이 질 좋은 빽들은 소 ‘빽 구리 터진

사건’에 의해 교체된 하나를 제외하고는 2015년 재까지 별 탈 없이 잘 사용되

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빽이란 사물은 어지간히 기괴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잘

망가지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님의 권투철학을 존 하고 몸에 새긴 훈

련자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잘 리되어야할 ‘네 것이 아닌 내 것’과도 같은 장

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체육 에 발을 들 을 때에도 이미 그 하

나의 빽은 한 번의 ‘터짐’이 칭칭 감긴 청테이 에 의해 감추어진 채 에 띄게

보존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내가 체육 에 조 이나마 익숙해졌다고 느껴

질 무렵 슬그머니 던진 “이 빽은 왜 이래요?”라는 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나

보다 체육 경력이 오래된 다른 원은 “ 에 어떤 미친놈이 발로 찼다던데

요?”라며 시큰둥하게 답했었다. 손으로 치라고 만든 빽을 발로 찬다! 도 체

이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란. 장님이 지향하는 통과 정통의 역

사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돌발 원의 돌발행동에 의해 교란된다. 앞서 서론에서

잠시 언 했듯이 권투체육 의 독특한 특징 하나는 로권투선수와 일반

원이 스스럼없이 섞여서 연습하는 시공간이라는 이다. 그 기 때문에 어떤 사

람에게는 권투체육 이 삶의 터 으로서 사물 하나하나에 개인의 소 한 사생

활의 역사가 새겨진 장소인 것과 달리,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과 일터에서 잠시

벗어나 소일하기 한 세 번째 장소―“제3장소”(Oldenberg 1987, 황익주 2007:

5-6 재인용)정도일 수 있다. 거인체육 을 제1장소로 여기는 사람과 제3장소로

27) 느닷없이 주어진 세계챔피언 이라는 일생일 의 기회를 잡기 해 몸부림치는 무명

권투선수의 실함. 권투 화 “록키(Rocky)”(Avildsen 1976)에서 주인공 록키 발보아의

실함은 냉동 창고에 주 주 매달려 있는 묵직한 고깃덩어리를 샌드백 삼아 훈련하

는 장면에서 극 화된다. 인간과 짐승을 분간할 수 없는 역, 살과 사이의 긴장으로

서의 고기(Deleuze 2003: 20-26).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때려야만 하는 권투의 실제상황

은 이 고깃덩어리를 두들겨 패는 장면보다 더욱 실하고 잔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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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사람 가 더 그곳에 애착을 갖는가 혹은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3장소에서는 종종 제1장소에서는 실재화되기 힘든

“공유의 비극”(Hardin 1968)이라는 가능성이 실재화된다. 그리고 언제나 돌발

원은 들어오고 나가고 새로 들어온다. 그래서 결과 으로 혹은 상 으로,

기본을 강조하는 장님이 지향하는 거인체육 의 통과 정통의 역사는 기본

과는 거리가 먼 돌발 원의 돌발행동에 의해 교란되고 이 교란의 역사는 고스

란히 빽의 역사 물질성으로 기록28)된다. 교란의 역사. 어쩌면 거인체육 의

역사에는 기본을 강조하는 ‘ 통과 정통의 역사’라는 이름보다 이 ‘교란의 역사’

라는 이름이 더 할지도 모른다.

콧털: 관장님 저기 저렇게 막 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관장님: 뭘 하긴 뭘 어떻게 해?

콧털: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 쟤도 뭐 밖에서 쌓인 게 많나 보지 ... ... 그래도 어쨌든 관원 아니야 ... ... 그

냥 막 치게 내버려 두는 거야 ... ...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준다고 말 들

을 애들도 아니고. 말 들을 애들 같으면 저런 행동 자체를 하지도 않아.

콧털: 아... 그래도...

빽은 교란의 상징이자 교란이 기록된 사물이다. 그리고 이 빽은 장님이 지

향하는 권투철학을 몸에 습득한 원들의 권투-행 와 그것에 반하는 돌발 원

의 반권투-행 의 이항 립 사이를 가로지른다. 그것은 마치 북아 라카 카빌

(Kabyle) 사회에서 외부 세계(우주)와 립하는 내부 세계(소우주)로서의 집이

다시 동과 서 혹은 밝음과 어두움의 이항 립의 공간으로 분리되고, 이러한 이

항 립의 연속 분열이 일종의 마법 경계로 기능하는 문지방에서 뒤집히고

만나고 교차하는 상황(Bourdieu 1990b: 276-283)과도 같다. 다시 말해, 외부 세

계에 립하는 내부 세계로서의 권투체육 이라는 시공간은 다시 권투-행 자

의 시공간과 반권투-행 자의 시공간으로 분리되어 립하고, 이러한 이항 립

의 연속 분열이 빽이라는 경계 사물에서 뒤집히고 만나며 결국 교란되는

28) 청테이 로 둘둘 말린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 내가 직 경험한 2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고쳐지고 덧붙여지면서 수많은 권투훈련자들의 주먹질을 감당하던 빽은

2014년 6월의 어느 날 결국 새롭게 등장한 돌발 원의 돌발행동에 의해 처참하게 괴

되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역설 이게도 그 빽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옛날 빽

이 새롭게 걸렸다. 장님은 옛날 빽을 새로 걸면서 “옛날 빽이 가죽이 더 좋아”라고 말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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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장에 매달려있는 빽은 바닥(마루)에 발을 디디고 있는

훈련자들의 주먹질을 감당하면서 발과 손 혹은 아래(바닥)와 (천장)의 이항

립 사이를 한 번 가로지른다. 물론 이 때의 가로지름은 교란( 립)이라기보

다는 교차(조화)이지만 요한 것은 이 모든 교란과 교차의 과정이 빽이라는 사

물에 으로 기록되는 재진행형의 과정이라는 이다. 그 기 때문에 거

인체육 의 사물들에 기록된 역사에 해, 한편으로는 ‘ 통과 정통의 역사’라

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란의 역사’, 다른 한편으로는 ‘교차의 역사’라고 명명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조

거인체육 은 거인구락부 시 부터 로권투선수 양성을 일차 목표로 해온

정통권투체육 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계챔피언의 꿈을 가슴에 새긴

은이가 등포로 발길을 향했다면 체육 의 문은 언제나 그에게 열려있다. 그러

나 권투를 향한 원 한 열정은커녕 권투에 한 일말의 심도 가지고 있지 않

은 채 그냥 지나가다 신기해서 들른 문외한에게도 체육 의 문은 언제나 같

이 열려있다. 열정의 양과 질을 떠나서 한 달에 9만원의 회비를 낸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구나 평등하게 체육 의 열린 문을 여닫으며 자유롭게 체육 에 드

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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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의 혼재. 이는 조 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왜

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권투선수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일반인이었

던 로권투선수는 권투체육 에서 길러짐으로써 태어나고 계속 그곳에서 길러

진다. 그러나 이 상황은 조 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

타의 로스포츠들(혹은 올림픽을 지향하는 스포츠들)은 선수단이라는 조직 아

래 감독을 비롯한 운 진을 구성해 지휘권을 임하고 드래 트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선수를 선발해 을 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종의 방식으로 길러진 선

수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되고 격리되어 다른 방식으로 길러진다. 자의 궤

이 (권투라는 세계 안에서) 문외한부터 세계챔피언에 이르는 다양한 수 의 사

람들 사이의 일상 마주침을 강제한다면, 후자의 궤 은 (특정 스포츠라는 세

계 안에서) 일정한 기 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과 그 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일상 마주침의 기회를 제거한다. 그 기 때문에 자의 궤 을 연속스펙트럼

에 비유한다면 후자의 궤 은 불연속스펙트럼 혹은 도약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 체육 에 발을 들인 풋내기 학생부터 숙련된 재진행형의 권투선수

를 비롯해 한물간 설의 주먹까지 함께 뒤섞일 수 있는 권투체육 만의 고유

한 시공간성. 이는 비단 거인체육 만의 특성이 아니라 ( 장님의 증언에 따르

면) 한국 권투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권투체육 들의 오랜 특성이고 시카고

의 한 권투체육 (Wacquant 2004: 48-49; 143)과 텍사스의 다른 권투체육

(Wiseman 2010)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도 만국 공통의

특성일 것이다. 물론 권투체육 을 하나의 단 사회로 볼 때, 이 사회의 구성

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의 차이와 동일성의 역동 계에 따라 ( 를 들어

‘선수반’과 ‘취미반’으로) 분화(황익주 2008: 109)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분화의 양

상이 수직 인지 수평 인지를 단하기(Ibid.: 114-115)에 앞서 혹은 분화된 ‘선

수반’과 ‘취미반’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이 보편 인지 특수한지를 논하기

(Ibid.: 111-113)에 앞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권투를 향한 혹은 보다 국소 으로

체육 을 향한 소속감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조건 없이 뒤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인체육 만의 독특한 시공간 구조 그 자체이다.

1) 구조? 반구조?

거인체육 의 안과 밖을 가르는 물리 경계는 명확하다. 서울시 등포구 문

래동3가에 치한 낡은 콘크리트 건물의 일정부분을 유하고 있는 체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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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공간을 수학 으로 실측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은 없다. 그 기 때문에

문을 열고 체육 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어제의 그

자리에 오늘도 그 로 치한 마루와 링 그리고 빽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정된 물리 공간으로서의 거인체육 . 그런데 그 공간에는 끊임없이 사람들

이 드나든다. 사람들의 흐름―유동성 혹은 시간성. 고정된 것으로 쉽게 상상될

수 있는 물리 공간으로서의 거인체육 에 사람들의 흐름이 추가되는 순간 체

육 은 시간과 공간이 얽 있는 시공간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공간의 사회 생산(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과 “공간의 사회 구성

(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을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경합’과 ‘형성된 공간에서의 경합’의 차이로 구체화한 로우의 논의

(Low 1996: 861-863)에 주목하면, 이미 형성된 공간에서 흐르는 사람들에 의해

경합이 벌어지는 거인체육 의 시공간성에는 ‘사회 으로 구성된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사회 시공간으로서의 거인체육 혹은 거인체육 이

라는 사회. 그리고 이제, 거인체육 이라는 시공간의 독특한 사회 특성을 설

명하기 해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 한 인류학 논의를 할 수 있

게 된다.

은뎀부족 의례의 상징 구조와 그 구조의 의미론에 천착한 인류학자 터 는,

의례의 리미 한 단계에 한 사회 속성을 탐구하기 해 사회 상호 계성

의 메타-구조 양상에 특별한 심을 기울인다(Turner 1969: xv-xvi). 그런데,

‘사회 상호 계성의 메타-구조 양상(meta-structural modality of social

interrelationship)’이라는 그럴싸하지만 알쏭달쏭한 무언가는 도 체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터 의 연구에 조 더 깊숙이 빠져들 필요가 있다. 터

는 하나의 단 사회인 은뎀부족에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구조기

능주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집단의 가치가 총체 으로 표출되는 ‘의례

(ritual)’를 새로운 연구의 상으로 주목한다(Ibid.: 5-6). 그리고 의례를 구성하

는 기본 요소를 ‘상징(symbol)’이라 부르면서 연구자가 내부자의 에서 의례

를 분석해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 상징을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Ibid.:

14-15) 다시 상징의 의미 구조를 구성할 때(Ibid.: 10-11), 사회구성원들의 인지-

분류체계 측면과 감정 측면을 아우르는 총체성에 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bid.: 42-43). 뿐만 아니라 상징의 다의성과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강조

하면서 ‘문화 으로 인식되고 정형화된 상황’에 한 유형학을 제안하는데, 왜냐

하면 모든 종류의 상황에 통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단 하나의 분류체계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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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종류의 분류 단면들이

단지 일시 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Ibid.: 41). 이러한 방법론

을 은뎀부족의 실제 사례에 용할 때, 생식력의 결핍으로 여겨지는 불임을

치료하는 ‘이소마(Isoma)’의례가 불행한 개인의 복리후생에 한 집단으로서의

배려로 유형화될 수 있다면(Ibid.: 43), 생식력의 과잉으로 여겨지는 둥이의 출

산을 처리하는 ‘우 완(Wubwang'u)’의례는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활력을 사

회질서에 사하는 수단의 하나로 길들이는 사회 과정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Ibid.: 92-93). 다시 말해, 은뎀부라는 사회는 공동체의 질서가 교란되는 특수한

상황들을 문화 으로 인식하고 정형화하며 그 각각의 유형에 맞는 의례를 형식

화함으로써 구조화된 질서에 한 지향이라는 집단의 가치를 표출하는 것이다.

질서의 교란이라는 상황 특수성에 비되는 질서의 유지라는 구조 보편성.

그리고 이 보편성의 문제는 ‘사회 상호 계성의 메타-구조 양상’이라는 무

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의례라는 구체 상황에 한 경험 해석을 통해 질서의 유지라는 사회

기능의 보편성을 포착한 터 는, 반 게넵이 “장소, 상태, 사회 치, 나이 등

의 모든 변화를 동반하는 의례”라고 정의한 통과의례를 다시 분석29)하는 과정

에서 장소, 치, 나이, 신분, 직무 등의 모든 용어를 ‘상태(state)’로 포 하고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상태의 변화를 ‘ 이(transition)’로

다시 개념화한다(Ibid.: 94-95). 즉, 모든 사회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어떤 상

태로의 이를 사회 으로 의례화/형식화하고 있으며, 이 이의 과정에서 질서

의 유지라는 구조 보편성에는 호가 쳐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때 호쳐진

구조가 바로 ‘구조-커뮤니티’에 립하는 메타-구조 양상으로서의 ‘코뮤니타스

(communitas)’이다. {구조}30). 다시 정리하면, 어느 사회에나 사회 상태는 (

29) 지 이 단락에서의 주요 참고문헌인 『의례의 과정(The Ritual Process)』(Turner

1969)이 출 되기 이 작업에서 이미, 터 는 분리(separation)-경계(margin/limen)-통

합(aggregation)의 3단계로 구성되는 통과의례의 과정 이것이면서 것인 혹은 이것

도 것도 아닌 경계의 단계, 즉 물리 으로 존재하나 사회 으로 존재하지 않는 역설

인 시간 상황을 리미 한 기간(the liminal period)으로 포착하고 그 기간 특유의 애매

모호함을 리미 리티(liminality)라 개념화한 바 있다(Turner 1967: 93-110).
30) “메타-구조 양상(meta-structural modality)”은 터 가 직 사용한 표 (Turner

1969: xvi)이고 “ 호쳐진 구조―{구조}”는 나의 표 이다. 이는 내가 ‘메타’란 무엇인가

를 이해하기 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타르스키의 “의미론 진리이론”(Tarski 1944)을

빌어 나름 로 정리한 형식이다. 타르스키는 형식 언어 내에서 용되는 진리 술어를 정

의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하면서, 진리의 정의가 용되는 역의 언어인 상언어와

진리의 정의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역의 언어인 메타언어를 구분한다(Ibid.: 3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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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분화 혹은 계층화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구조화된

사회 상태가 일시 으로 허물어지는 이의 순간 반구조(anti-structure)로서

의 코뮤니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Ibid.: 96-97). {구조}. 그런데, 사회구조

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출 하는 이 반구조-코뮤니타스는 사회구조의 여러 국

면과 병치되고 교배되어서만 분명해지고 근 가능해진다(Ibid.: 126-127). 즉,

그것은 독립 인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반구조-코뮤니타스는 구조-커뮤니

티로 표되는 하나의 집단이 일시 으로 지나가는 과정 부분으로서 집단의

질서 체에 포함되기 때문이고, 오히려 집단의 질서가 반구조-코뮤니타스의 과

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반구조-코

뮤니타스는 독립 인 ‘상태’가 아니라 상태와 상태 사이의 상호 계성의 심에

비어있는 무지용(無之用)으로서의 ‘ 이’이다31). 결과 으로, 지 까지 설명한

‘사회 상호 계성의 메타-구조 양상’에 한 논의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이 도식을 바탕으로 거인체육 이라는 시공간의 독특한 사회구조 특

성에 해 설명해보자. 앞서 언 했듯이, 거인체육 에서는 로권투선수와 일

여기서 ‘진리의 문제’는 내가 논의할 연구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차치하고 상언어

와 메타언어의 구분 자체에 집 하면, 어도 < 은 하얗다>와 <“ 은 하얗다”라는 문

장>을 구분하는 것과 이때 사용된 인용부호“”가 상언어를 메타언어로 환시키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 은 하얗다- 상언어>와 <“

은 하얗다”-메타언어>의 구분. 이러한 논리 맥락을 바탕으로, 나는 ‘ 상’과 ‘메타’의

구분을 (1차, 2차 ... 와 같은) 층 의 구분으로 정리하고 {}라는 기호로서 형식화 한다.

정리하면, 구조의 메타-구조인 {구조}는 구조와는 다른 층 에 존재하는 무언가이다.
31) 터 는, 게슈탈트심리학에서 경(figure)과 배경(ground)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듯

이, 코뮤니타스가 사회구조와의 계 속에서만 분명해지고 근가능하다고 힘주어 설명

하면서 “노자의 수 바퀴”를 로 든다(Turner 1969: 127). 이는 도덕경 11장―“무지용

(無之用)”의 일부분인 “三十輻共一轂 當其無有車之用”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살통으로 모이는데, 그 살통의 심이 텅 비어 있음으로써 수 의 쓰임

이 있다”는 뜻이다. 수 바퀴라는 구조의 심에 텅 빈 채 존재하는 구조 아닌 반구조.

그런데, 나는 철학 으로 무나 매력 인 이 비유 설명에 해 인지-분류체계 으로

단순한 물음 두 가지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커뮤니티)와 반구조(코뮤니타스)의

립을 상태와 이의 립에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둘째, 구조와 반구조가 맺고 있는

계 자체에 해 물을 수 있지 않은가?

구조 커뮤니티 상태 있음 체 구조

반구조 코뮤니타스 이 없음 부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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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이 함께 뒤섞인다. 물론 여기서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의 이항 립은

이지 않고 상 이다32). 심자 일반인 에도 훈련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몸

가짐만큼은 로권투선수의 그것 못지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로권투선수

에도 더 이상 권투에 총력을 다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사라진 일반인과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요한 것은 거인체육 체를 하나의 구조로 설정

할 때, 그 구조를 지향하는 혹은 그 구조에 구속된 세력과 구조에 반하는 혹은

그 구조와 상 없는 세력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

이가 가시 으로 서로 뒤섞인다는 이다. 그리고 이 뒤섞임의 상황은 항상이

아닌 임의의 시공간에서 가변 으로 발생하는데, 를 들어 사 에 거인체육

을 경험한 없는 낯선 군가가 우연히 체육 을 방문해 그 분 기에 해

찰한다고 할 때, 어떤 낯선 이에게는 로권투선수의 진지한 훈련이 심이

된 강도 높은 분 기가 찰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낯선 이에게는 이곳이 권

투체육 이 맞긴 한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강도 낮은 분 기가 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을 열고 체육 에 들어선 훈련자들의 (거인체육 이 지향하

는 통과 정통에 부합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강도에 따라 거인체육 은

구조 시공간으로 실화되기도 하고 반구조 시공간으로 실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 내가 자의 으로 구별한 구조와 반구조의 강도 차이를 터 가

소규모 단 사회에 한 분석을 통해 도식화한 구조와 반구조의 차이와 동일

시하는 것은 정당한가? 아니다. 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지 않다. 우선 하

나는, 터 가 분석한 (소 원시사회로서의) 소규모 단 사회가 외부사회의 존

재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폐쇄된 상황인 반면, 내가 분석한 (소 사회로서

의) 거인체육 은 외부사회의 존재가 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부사회

와의 계 자체가 거인체육 의 구조 특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열린 상

황이라는 측면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터 가 개념화한 반구조가 구조-상태

를 강화하는 일시 상황이자 체에 포함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부분 상황으

로서의 반구조- 이인 반면, 내가 다시 개념화하고자 하는 반구조는 외부사회와

의 계에 의해 발생하는 하나의 독립 인 상태로서 구조-상태와 등한 계

32) 한 여기서 ‘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은 사물/사태를 지시하는 기표로서 그 어떤 내

재 의미를 갖지 않는다. 즉, 기표가 기의(의미)를 모사, 지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기

표들의 차이를 통해서 기의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임의 이다

(Saussure 1959: 65-70). 다시 말해, A라는 훈련자는 B라는 훈련자와의 차이를 통해서

‘ 로권투선수’라는 기표 혹은 ‘일반인’이라는 기표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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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립하는 상황으로서의 반구조-상태라는 측면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

면의 정당하지 않음 혹은 정당할 수 없음은, 터 의 구조-반구조 도식으로 (동

질 이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공간 으로 압축된) 사회를 분석

하려 시도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 인 한계이다. 가령, 은뎀부족의 입회

식이나 성인식과 같은 리미 한 의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한 동료의식과 평

등의식(Turner 1969: 95)을 사회에서 ‘진지한 여가’로 의미가 격상된 스포츠

의 역인 마라톤 동호회나 조기축구회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 , 종교,

출신지역, 연령, 젠더 등의 측면에서 보자면 상이한 사회집단에 속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렬한 유 감’(황익주 2011: 256; Sharpe 2005: 255-257)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의례 상황에서의 일시 반구조가 확정 으로 그

것과 계를 맺고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달리, ‘진지한 여가’

상황에서의 반구조는 그것이 다시 구조를 강화하는지 어떤지에 해 논의하

기에 앞서 과연 그것이 어떤 구조에 한 반구조인지조차 해명하기 힘든 한계

가 있다33). 그 다면, 터 의 도식을 원시사회의 의례 상황이 아닌 사회

의 다양한 상황에 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혹은 보다 국소 으로 이 논의의

주제에 맞게, 구조와 반구조의 도식을 거인체육 의 구조 특성을 설명하기

해 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 지 않다. 그리고 그 지 않기 해서는 터

의 도식에 한 고의 인 오독이 요구된다.

터 의 도식에서 구조는 상태이고 반구조는 이이다. 그리고 구조-상태와 반

구조- 이는 하나의 연속 인 과정에 속한 립항으로서 동시에 공존할 수 없

다. 그런데 이 도식을 문의 문지방(threshold)을 경계로 안과 밖이 명확히

갈리는 거인체육 에 그 로 용해보면, 거인체육 의 내부는 한편으로 바깥

사회의 구조 시공간에 비해 반구조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라는 에서 구조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인체육

33) 터 는 본인이 소규모의 은뎀부족 사회의 의례를 분석/해석함으로써 도출해낸 ‘반구

조-리미 리티-코뮤니타스’라는 개념의 보편성이 보다 큰 규모의 사회에 그 로

용될 수 없는 한계에 해 간 한다(Turner 1982: 29-30).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해

사회를 일과 여가의 역으로 분리하고 일이 아닌 여가의 역에서 발생하는 놀이

특성과 창조 특성에 주목해 리미 리티와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독립 이고 자유롭

고 개인 인 상황을 ‘리미노이드(liminoid)’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Ibid.: 32-33; 52-55).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것의 엄 성에 한 논의와 별개로) 거인체육 의 독특한 시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여 히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 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정통 로권투체육 ’ 거인체육 은 어떤 이에게는 일의 시공간인 한편 어떤 이에게는 여

가의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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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구조-상태인 동시에 그 질서가 허물어지는 반구조-

이이다. 정리하면, 터 의 도식에서 구조-상태와 반구조- 이는 서로 립하

고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데 거인체육 의 시공간에서는 그 립항이 동시에

공존한다―역설! 그런데 이 역설을 풀어야 거인체육 의 독특한 구조 특성에

해 온 히 설명할 수 있다. 해법(오독)은 의외로 간단하다. 애 에 터 가 사

용했던 방법 그 로. 터 가 구조-상태와 반구조- 이를 구별하고 구조-상태

에 호를 침으로써 {구조-상태}를 반구조- 이로 개념화했듯이, 터 의 이

와 거인체육 의 이를 구별하고 터 - 이에 호를 치면 {터 - 이}는

거인체육 - 이로 다시 개념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인체육 의 독특한

시공간에서 반구조는 이가 아니라 “ 이”라는 상태로서의 { 이}가 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를 보다 추상화시켜 일반화하면 모든 사회는 상 으로 안정한

상태인 사회구조-상태와 상 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반구조-상태 사이의 이항

립과 그 이항 립을 가로지르는 다른 차원의 이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

다. 결과 으로, 지 까지 설명한 ‘상태와 이’에 한 논의를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의 혼재라는 거인체육 의 독특한 구조 양상을

구조라는 상태와 반구조라는 상태의 동시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런데 로권투선수는 일반인으로 변할 수 있고 일반인은 로권투선수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 한 거인체육 의 독특한 구조 양상이라는 것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나는 구조-상태와 반구조-상태 사이의 이항 립을 가로지르는

이 가변성에 해 ‘가변성- 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거인체육 이

라는 시공간의 독특한 사회구조는, 구조-상태와 반구조-상태 사이의 이항 립

이 ‘가변성- 이’의 매개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교차되는 혹은 ‘가변성- 이’의

역동성이 구조-상태와 반구조-상태의 고정성을 압도하는 구조도 아니고 반구조

도 아닌 말 그 로 구조 아닌 구조로서의 ‘안구조(non-structure)’로 새롭게 개

념화34)될 수 있다.

34) 인류학을 ‘해석 과학’으로 명명하고 그것의 이론화에 해 고찰하는 기어츠에 따르

면, “이론 념들은 연구마다 완 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련

된 연구들로부터 채택되어 세련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해석 문제들에 용된다”(기

구조 상태 질서의 있음

반구조 { 이}라는 상태 {질서의 없음}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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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안으로

오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의 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거인체육

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 기 때문에 체육 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흐르고,

어떤 때에는 훈련이 심이 된 강도 높은 구조 공간이 실화되는 한편

다른 어떤 때에는 훈련과는 거리가 먼 강도 낮은 반구조 공간이 실화된다.

즉, 거인체육 의 공간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규칙 으로 변하는 강도

의 차이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나는 일부러 터 의 이론을 오독함으로써 이

특유의 시공간 구조에 ‘안구조’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 다. 그런데 이것은,

거인체육 안에 있던 내가 그것의 시공간 바깥으로 한 차원 빠져나가 그 시공

간을 반성 으로 객 화/ 상화할 때에만 붙일 수 있는 메타-이름표이지 않은

가? 만약 그 다면 그리고 ‘안구조’를 구조 아닌 구조로서 섣불리 확정한다면,

거인체육 이 정통체육 으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임의의 순간 발생하는 공간

구조에 해서는 정작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거인체육 은 권투

선수 양성을 일차 목표로 하는 정통권투체육 이다. 그리고 돌발 원의 돌발행

동으로 표되는 반구조-세력이 얼굴을 바꿔가며 꾸 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거인체육 이 정통권투체육 일 수 있는 이유는 성실하고 진지한 원들로

표되는 구조-세력의 강도가 세지는 순간들이 지속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다면 어도 그 순간에 해, 만약 그 순간을 포착한다면, 거인체육 의 공간

구조에 해 무언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통 로권

투-거인체육 이라는 공시 공간의 독특한 사회 특성을 설명하기 해 ‘사회

구조(social structure)’에 한 다른 인류학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츠 2009: 43). 특히,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차 보다 넓은 해석으로, 보다 추상

인 분석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는 ‘민족지 기술(ehnographic description)’을 방법론

제로 삼는 해석 과학으로서의 인류학에서(Ibid.: 35), 사례로부터 멀어진 이론은 진부

하거나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학의 이론은 본질 으로 “여러 사례들에 용되

도록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닌 각 사례들의 내부에서 일반화시키는 것(not to generalize

across cases but to generalize within them)”이어야 한다(Ibid.: 41). 비록 내가 기어츠의

‘해석 과학’이라는 거 담론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도 그가 주장한 ‘사

례들의 내부로부터 일반화시키는 작업으로서의 이론화’라는 논의에는 극 으로 동의한

다. 그리고 나는 이 이론화에 해 ‘민족지 이론화(ethnographic theorization)’라고 명

명하고자 하며, 이 방법을 따라 터 의 사회구조이론을 거인체육 에서 발생하는 사례들

에 직 용해본 결과로서 거인체육 만의 독특한 시공간 구조 그 자체에 해 그

어떤 개념어의 번역어가 아닌 사례 안으로부터 도출해낸 민족지 개념으로서 ‘안구조’라

고 새롭게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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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는 소 객 주의와 주 주의의 립35)으로 불리는 사회과학의 인식

론 립을 포착할 수 있는 각별히 유익한 기회로서 사회계 이라는 문제에

특별한 심을 기울인다(부르디외 2013: 14). 그런데 지 , 이 단락에서 논의할

상은 사회과학의 인식론 립에 한 것도 아니고 사회계 이라는 문제도

아니며 단지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이라는 공시 공간의 독특한 사회 특

성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디외의 사회계 론을 하는 이유

를 다음의 인용문을 출발 으로 삼아 분명히 해보자.

계 계 구조는 계 간 투쟁의 장의 (다소간 안정 인) 상태를 고정시키기 한

공시 인 횡단면을 이용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각 개인이 이 투쟁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 인 힘이, 다시 말해 특정 순간의 다양한 유형의 자본 분배상태가 그

장의 구조를 규정한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투쟁

의 핵심 인 상에 한 규정을 둘러싼 투쟁의 상태에 좌우되기도 한다. 투쟁의 정

통 인 수단과 핵심 인 상에 한 규정은 실제로는 투쟁의 여러 상 의 하나

로,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수단―다양한 종류의 자본―의 상 효율성 자체

가 투쟁의 핵심 인 상이 되며, 따라서 게임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부

르디외 2006: 443-444)

계 간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인 장은 자본 분배상태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

데 그 규정 한 실제로는 투쟁의 여러 상 하나이다. 그 지만 계 계

구조를 분석하기 해서는 장의 다소간 안정 인 상태를 고정시키기 한 공시

인 횡단면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시 횡단면으로서의 장은 투쟁할 수밖

에 없는 행 자들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역동 공간이다(Bourdieu

1980, 이상길 2000: 17 재인용). 돌고 도는 물 방아 같은 이 설명은 부르디외가

개념화하는 사회세계의 공간성에 한 것이다. 그것은 투쟁의 공간이자 투쟁의

35) 객 주의와 주 주의의 립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물질-실재와 상징-표상의 립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이어질 논의의 진행을 해서는 유

용할 것이다. 이에 한 부르디외의 수많은 설명 하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의 과학 기획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사회 행

자는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속성/자산에 의해 객 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처럼 나타

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신체를 비롯한 물질 속성들이 있는데 ... 다른 한편으로 ... 상

징 속성들이 있다 ... 첫 번째 근은 일상 인 경험으로는 완 히 근할 수 없는 객

실재를 포착하고 분포들 사이의 (우연 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유의미한 법칙을 밝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두 번째 근은 실재 자체가 아니라 행 자들이 실재에

해 갖게 되는 표상들을 그 상으로 삼는다 ... ”(부르디외 20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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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혹은 상이다. 그 기 때문에 장은 명제와 반명제의 심축으로 구성되는

기본 립항에 따라 형성되고(부르디외 2006: 322), 장의 역학은 립 인 경

쟁을 하지만 객 인 효과를 낳기 해 서로 결합하여 력하는 략에서 찾

을 수 있다(Ibid.: 450-451). 게임이 벌어지는 략의 공간으로서의 장 그리고 장

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게임의 략. 그런데 게임은 가 하는가? “하나의 장은

거기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한 종류의 자본들에 한 독 권을 확보하려는 목

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투의 장과 유사한 투쟁과 경쟁의 공간”(최종

철 2006: 978)이기 때문에, 이미 언 했듯이 게임은 장의 내 구조에 구속되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참가자-행 자들에 의해 벌어진다. 여 히 모호하고 동어반

복 인 부르디외의 논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면, 사회공간은 장과 행

자의 존재론 공모36)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

는 것은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세계에서 정통체육 을 지향하는 구조-세력의

강도가 세지는 특정한 순간에 발생하는 사회구조이다. 그 다면 이제 부르디외

의 사회계 론을 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이

라는 장.

내가 직 경험한 삼 년 남짓의 기간 동안 거인체육 이라는 공간의 (훈련이

심이 된 정통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때는 2012년 말, 겨울이 곧 시작될 무

렵이었다. 당시 12월에 정된 큰 경기를 앞두고 출 이 확정된 세 명의 선수는

모두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해 강도 높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물론 (지

까지 지속 으로 강조해 온) 권투체육 의 독특한 구조 특성상 경기에 참

가하는 선수 이외의 일반 원들도 같은 시공간에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강도

36) 장이 객 주의를 표한다면 행 자는 주 주의를 표한다. 그 지만 장은 객 주의

의 그것과 다르고 행 자 역시 주 주의의 그것과 다르다. 그리고 이 립을 (아비투스

라는 매개 개념을 사용해) ‘존재론 공모’로 매듭짓는 부르디외의 방법론은 메를로- 티

의 ‘순환 인과성’과 매우 유사하다. 메를로- 티의 게슈탈트론에 따르면, “외부 사물의

자극과 유기체의 반응은 ‘함께-태어난다(co-naissance)’. 다시 말해, 자극과 반응은 분명

히 구별되는 원인과 결과의 계나 변수와 함수의 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하나

의 구조 체(게슈탈트) 속에서 ‘순환 인과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응 이 의 순수

한 자극 자체와 지각 이 의 순수한 외부 사물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극은

어떤 유기체의 자극으로서 외부 사물은 어떤 유기체의 사물로서 서로 섞인 채로 애매하

게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나타난 세계는 인간 세계이고, 어떤 유기체의 세계는 그 유

기체 세계이다”(주성호 2014). 그리고 나는 이 논문에서 권투라는 ‘사회’를 메를로-

티의 논의를 빌려 상학 ‘세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외부 사물의 자극과 유

기체의 반응이 함께 태어나듯이 ‘권투-사회세계’와 ‘세계에로 향하는 나’는 함께 태어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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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구슬땀을 흘리긴 매한가지 다. 그리고 이 무렵의 특정한 어느 순간의 공

시 횡단면37)을 포착하는 것은 부르디외의 사회계 론을 활용해 거인체육 이

라는 장의 공시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시 횡단면 의 행 자들이 공유하는 구슬땀을 “각 성원이 참여

해야 비로소 시작되고 그 안에 푹 빠져 들어가야 제 로 진행되는 투쟁(게임)”

(부르디외 2006: 451) 안으로의 입장권이라고 한다면, 구슬땀이라는 일루시오38)

는 거인체육 의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

다면 이제 문제를 설정해보자. 첫째,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이라는 장에서의

계 계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그들은 어떠한 변별 기호를 배타 으로

유하기 해 투쟁하는가? 우선 첫 번째 문제에 한 답으로 가장 합한 계

계를 이분법으로 표 하면 경기를 앞둔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의 분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는 장의 구체 인 요구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몸이 길들여

지는 교육의 과정(Wacquant 2004: 59-60)이 축 된 역사의 산물(부르디외

2006: 410)로서 이미 결정지어져 있는 몸의 실천 속성에 의한 효과이다. 즉,

로권투선수는 일반인보다 의심의 여지없이 권투를 월등히 잘 할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을 권투-자본이라고 명명하면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의 분화는 계 의

분화로 환 가능하다. 왜냐하면 부르디외의 사회계 론에서 계 의 분화는 자

본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이라

는 장에서의 계 계는 그 장에 참여한 행 자의 몸이 권투-자본을 얼마나 가

지고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 로권투선수-계 과 일반인-계 의 차이로 구조화

된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천천히 다시 곱씹어보자. 그들은 어떠한 변별

기호를 배타 으로 유하기 해 투쟁하는가? 확정 으로 실력 차이가 나

37) 체육 의 반구조 특징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신입 원의 유입과 기존 원의

유출은, “공시 횡단면”(부르디외 2006.: 443)으로서의 장에서 치 지어지는 고정 구성

원들의 실천감각의 논리를 흐트러뜨리고 체육 내부 구성원들이 장과 아비투스의 조합

에 의해 벌여야 할 상징투쟁을 무화시킨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체육 의 구조 아닌

구조에 해 이미 ‘안구조(non-structure)’라고 명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의 논의

에서 다시 공시 횡단면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성실하고 진지한 원들로 표되는 구

조-세력의 강도가 세지는 순간을 포착해 그 순간의 독특한 구조 자체에 해 무언가 다

른 말을 하기 해서이다.
38) 일루시오(illusio)는 게임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임과 내기물의 신성

한 가치에 한 집단 신념으로서 게임의 조건이자 산물이다(Bourdieu 1983, 이상길

2000: 11-12 재인용). 바꿔 말해, 그것은 문화생산과 그 내기 돈에 한 기본 인식의 생

산과 재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공모 계이다(부르디외 2006: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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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이 권투-자본에 의해 계 계가 구조화되는 권투체

육 에서 그것 이외에 무엇을 독 하기 해 싸울 수 있을까? 극단 으로 질문

을 몰아붙이면, 도 체 일반인이 권투체육 이라는 장에서 로권투선수와 싸워

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로권투선수에 비해 게임에 한 감

(Bourdieu 1990b: 66)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천 믿음(Ibid.: 68)이 투철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그곳에서의 모든 행 가 덜 자연(Ibid.: 76)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나하면 몸으로 배운 로권투선수들은 지나온 과거/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축 된 몸으로써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Ibid.: 73).

그러나 그 다고 해서 투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

슬땀이라는 입장권으로 참여한 게임은 변별 기호를 배타 으로 유하기

한 상징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별 기호가, 구분하고 구분된 특정한

상 체를 유할 수 있는 성 능력인 “취향”(부르디외 2006: 315-319)으로

설정될 때 게임의 양상은 사뭇 달라진다.

취향은 다양한 조건의 공간 안에서 차지하는 특정한 치와 결부된 존재상태와 연

된 여러 조건화에 의해 구성되는 분류체계로, 바로 이 취향이 객체화된 자본, 계

화되고 계화시키는 상들의 세계와의 계를 규정하며 이러한 상들은 각 취향

이 구체 으로 실 되도록 해 으로써 취향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다. (Ibid.: 416)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이라는 장에서의 계 계 구조는 권투-자본의 분배

상태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그 규정 한 투쟁의 상이다. 다시 말해, 그것

은 페어 이, 무사무욕성, 용맹성이라는 정통(Ibid.: 387)에 한 지향인 ‘순수

취향’을 배타 으로 유하기 한 상징투쟁의 상이다. 그 기 때문에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에서는 권투를 (경기에서 이기기 해 맹목 으로) 잘하는 것

도 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 이상으로 권투에 임하는 태도가 순수

한 것이 요하다. 를 들어 2012년 11월의 어느 늦은 녁, 경기를 앞둔 베테

랑과 입문한지 이제 갓 일 년이 되어 가는 진지한 풋내기 사이에 벌어진 (온

히 권투-자본에 한 투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스 링 상황에서, 어도 그 순

수함에 한 투쟁의 순간에 한해서 로권투선수와 일반인의 계 계 구조는

역 되었다. 비록 둘 사이에 실재하는 실력 차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기에 풋내

기는 베테랑에게 압도 으로 많이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도 페어 이-무

사무욕성-용맹성에 한 순수함 만큼은 풋내기의 그것이 베테랑의 그것을 압도

했다. 스 링을 지켜보던 원들은 풋내기의 최선을 다하는 동작 하나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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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를 보냈고 그 분 기에 압도된 베테랑은 오히려 당황했으며 그 분 기에

고취된 풋내기는 없던 기운까지 끄집어 방사하는 형국이었다. 스 링을 마친 후

링에서 내려와 다리가 풀린 풋내기에게 장님은 이례 으로 칭찬을 했고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베테랑은 그 반 부로 크게 혼이 났으며 둘 사이에 발생한

순간 인 희비의 엇갈림은 각각의 얼굴에 고스란히 표정으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취향은 “신체의 물리 질서 안에 각인된 차이를 표상 구별의 상징

질서로 끌어올려 객 으로 분류된 실천을 변형”시킨다(Ibid.: 318). 즉, 앞

서 제시한 사례에서 베테랑과 풋내기 각각의 몸에 각인된 물리 차이는 정통

을 지향하는 체육 의 순수취향에 의해 상징의 층 로 끌어올려졌고 어도 그

순간 풋내기의 페어 이-무사무욕성-용맹성이라는 상징자본은 베테랑의 그것

을 압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스 링을 마친 후 링에서 내려온 두 사람의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객 으로 분류된 실천은 이미 변형되었다. 이제 그들에

게 다시 요구되는 것은 앞으로 지속 으로 이어질 투쟁에서 상 방을 압도하기

해 상징 질서를 다시 물리 질서로 환하는 과정, 스 링을 계기로 상징

의 층 로 끌어올려졌던 페어 이-무사무욕성-용맹성의 순수취향을 다시 몸

에 새겨 넣어 ‘머리가 신선한’39) 훈련자로 거듭나는 과정, 즉 구조화하는 구조이

자 구조화된 구조 안에 존재하는 실천-발생 체계(Ibid.: 312-316)를 변형시키기

해 구조 안으로 직 들어가는 권투훈련의 과정이다. 그런데 훈련자가 구조

안으로 직 들어가기 한 가능성의 조건은, 마치 재즈연주자가 반복 연습을

통해 손가락을 자동기계로 만드는 것이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

이듯이(Wilf 2010: 567-568), 훈련자 그 자체가 구조와 하나 되어 순수한 기계로

서 ‘함께-태어나’는 것이다. 결과 으로 정통 로권투-거인체육 이라는 독특한

공간의 사회구조는, 이 가능성의 조건을 포 할 뿐만 아니라 훈련자로 하여

구조 안으로 들어가 ‘순수함’이라는 상징 질서를 ‘권투-자본’이라는 물리 질

서로 환해 몸에 새겨 넣을 것을 지속 으로 강제한다.

39) 장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권투선수는 “머리가 신선해야” 한다. 장님 왈―“운

동선수는 머리가 신선해야 돼. 머리가 똥머리에다가 맨 노는 거 맨 나쁜 거만 생각하고

맨 거하면 그거는 아무리 훈련을 잘 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발 이 없어. 그

냥 순진하고 신선하고 정 인 마인드 그게 있어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 세계챔피언이

될 수 없어. 오로지 24시간 권투 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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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챔피언이라는 꿈: 체육 에 깃든 혼

거인체육 은 거인구락부 시 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가업으로 2 째 운

되고 있는 통권투체육 이자 지속 으로 권투선수를 길러내 온 정통권투체육

이다. 그런데 통과 정통이라는 별칭을 달기 이 에, 거인체육 은 로권투

선수 양성을 일차 목표로 하는 로권투체육 이다. 그런데 로권투란 무엇인

가? 물론 이 물음의 목 은 로권투에 한 사 정의를 찾기 함이 아니

다40). 거인체육 을 로권투체육 이라고 명명할 때의 그 로권투, 그것은 무

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선 Ⅱ장이 거인체육 의 정체성을 그것의 물질성

으로부터 출발해 해명하는 데 목 을 두었다면, 이제부터 개될 Ⅲ장은 로권

투체육 으로서의 거인체육 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

을 둔다. 그 다면 논의를 시작하기 해 질문을 바꿔 보자. 거인체육 은 왜

로권투체육 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왜 로권투를 하는가?

“ 로권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 우선 “ 로권투는 들이 보는 앞

에서 두 명의 권투선수가 러 를 착용한 주먹을 사용해 상 방의 상반신(몸)

을 실제로 가격함으로써 승패를 겨루어 돈을 따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단발

성의 스포츠이다”라고 한정 으로 정의해 답해보자. 그러고 나서 “거인체

육 은 왜 로권투체육 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왜 로권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보다 층 으로 답하기 해 장님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콧털: 권투선수 하겠다 하는 선수들은 시합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관객 앞에서 스타

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겠네요?

관장님: 그럼. 다 스타가 되고 싶고 세계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야 먹

40) 그 지만 로권투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지

의 인류학 논의를 해 요하다. 를 들어, 싸움, 돈, 권투선수(몸), . 즉, 로권

투는 들이 보는 앞에서 두 명의 권투선수가 돈을 걸고 실제로 벌이는 몸싸움이다.

한 로권투는 러 를 착용한 주먹을 사용해 상 방의 상반신을 가격해야 하는 규

칙을 비롯한 수많은 정교한 규칙(Marquess of Queensberry rules)으로 구성된 20～21세

기의 스포츠로서 그것의 원형인 18～19세기에 성행했던 ‘맨주먹싸움(bare-knuckle

fighting)’과 구별되고(Gorn 1986), 돈을 목 으로 두 권투선수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개

최되는 단발성 ‘포상싸움(prizefighting)’으로서 올림픽과 같이 정기 으로 개최되는 공식

회에 참가해 순 를 겨루는 아마추어권투와 구별된다(Boddy 2008). 다시 정리하면,

로권투는 들이 보는 앞에서 두 명의 권투선수가 러 를 착용한 주먹을 사용해 상

방의 상반신(몸)을 실제로 가격함으로써 승패를 겨루어 돈을 따내는 것을 목 으로 하

는 단발성의 스포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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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는 거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니까 ... ... 우리 지도자들은 세계챔피언을 하나 만들

어 내는 게 꿈이야.

콧털: 세계챔피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에요?

관장님: 뭐, 세계에서도 최고고 돈도 많이 받고 그만큼 유명한 스타니까.

콧털: 세계챔피언이라는 게 달성해야 될 목표인거죠?

관장님: 그렇지. 최종목표고. 권투했다 하면 권투선수들은 꿈이 세계챔피언이고 권투

체육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가 세계챔피언 나오는 게 꿈인 거고. 그 꿈을 향해

서 서로 뛰는 거야. 그러다보면 둘 중에 하나 선수가 힘이 들고 어렵다보면 꿈이 자

꾸 사그라지면 이룰 수 없는 거고. 지도자가 그 꿈이 없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같이 지고 가는 동업자야.

콧털: 만약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이 없으면 연습이...

관장님: 아유, 연습이... 할 수는 있지만 취미지. 그러니까 발전성은 없는 거야. 그냥 

취미로 권투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한 권투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

나라에는 취미로 하는 체육관이 지금 현재로선 한 70% 정도 돼. 그런 애들은 세계챔

피언 길러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가 없어 ... ... 그 중에서 30%는 정통체육관이거든. 

이거는 애들이 없다 하더래도 관원이 그 안에서 세계챔피언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거

야. 그러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또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 ...

콧털: 그럼 이게 만약에 세계챔피언이라는 게 없어지면 진짜 권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관장님: 그럼, 권투 그 종목이 없어져야지.

모름지기 로권투체육 이라면 그곳에서 세계챔피언을 길러 내려는 목표가

있어야만 하고, 로권투선수라면 응당 세계챔피언이 되기 해 사력을 다해 분

투해야만 한다. 그 다면 “세계챔피언을 꿈꾸지 않는 권투는 로권투가 아니

다”라는 명제를 참인 명제로서 일반화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런데 여기서 요

한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혹은 그 이 에 그 문

장이 명제이든 그 지 않든지 여하에 상 없이, 그리고 로권투에 한 사

정의가 어떤 사 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하에 상 없이, 어도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세계에서 로권투는 잡을 수 없는 멀리에 뜬 구름 같지만 그

다고 잡을 수 없지만은 않은 말 그 로 ‘꿈같은’ 세계챔피언에 한 지향을

의미한다. 그 다면 “세계챔피언을 꿈꾸지 않는 권투는 로권투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에 있어서 핵심 의미를 지니는 철학 드라마

의 모티 로서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가? 즉, 사회 기계론(mechanics)의 문제

보다는 사회 의미론(semantics)의 문제(기어츠 2009: 527)로 로권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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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무엇인가 말해 보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무엇인가를 군가에게 말

해 보기 해, 즉 설명을 자처하는 환원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 그 실

체에 보다 더 주목하는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기(Ibid.: 532) 해 기어츠의

문화이론을 참조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1. 로권투: 돈을 걸고 싸우다

인류학자 기어츠는 발리의 한 마을을 장연구하던 스스로 “ 습(The

Raid)”이라고 명명한 특정 사건(기어츠 2009: 482-488)을 계기로, 그가 그 내

인 본질들을 알고 싶어했던 감정 발산과 지 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싸움들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 핵심 의미를 지니는 철학 드라마에 해 고찰할

수 있는 상으로 닭싸움에 주목하게 된다(Ibid.: 488). 우선 이에 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닭싸움은 발리인들이 력을 다해서 열정 으로 매달리는 인

행사로 그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 주는 데에 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싸우는 것은 표면 으로만 수탉일 뿐 실제로는 인간이기 때문이다(Ibid.:

488-489). 뿐만 아니라 수탉은 발리인들이 미학 으로 도덕 으로 그리고 형이

상학 으로 인간의 지 와 정반 라고 간주하는 동물성에 한 아주 직 인

표 이기도 하다(Ibid.: 491-492). 그 기 때문에 발리의 닭싸움에서는 인간과 짐

승, 선과 악, 에고와 이드, 고무된 남성성이 발휘하는 창조 인 힘과 제어되지

않은 동물성의 괴 인 힘의 이항 립이 오, 잔인성, 폭력 그리고 죽음의 유

드라마 속으로 교차하며 녹아든다(Ibid.: 493). 다시 말해, 닭싸움은 발리인들

의 철학 이항 립이 공 으로 교차하는 상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무엇

인가를 이루기 해 혹은 무엇인가를 지향하기 해 ‘상징 으로’ 서로가 서로

를 공격해야만 하는, 그 기 때문에 군가는 혹은 모두가 ‘상징 으로’ 피를 보

아야만 하는 유 드라마로서의 닭싸움. 그 다면 닭싸움과 비교할 때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야만 하는 로권투는 어떠한가? 즉, 거인체육 의 로권

투에 해 철학 드라마의 층 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기어츠가 발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닭싸움을 분리해내고 일상 인 일들의 층 로부터 그것을 끌어

올리고 보다 폭넓은 요성을 닭싸움에 부여한 메타-사회 인 해석(Ibid.: 526)

으로서 “발리인들은 닭싸움에서 자신의 기질과 동시에 그가 속한 사회의 기질

을 형성하고 발견한다”(Ibid.: 531)고 말했듯이, 우리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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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체육 에서 로권투를 하는 사람들에 해서 무엇인가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투기(鬪技): 군가를 떨어뜨리기 한 싸움

로권투는 사방 약 7～8미터의 링에 두 명의 권투선수를 가둬놓고 서로 맞

붙어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격투기(格鬪技)이다. “땡”하고 공이 울리면 선수들

은 뚜벅뚜벅 상 방을 향해 걸어가 좋든 싫든 맞붙어야 한다. 그리고 3분의 제

한된 시간 동안 이기기 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수단이라고는 맨몸 하나에 달린 주먹 두 개뿐. 그래서 참 간단하다. 두 주먹 불

끈 쥐고 상 방에게 다가가 상 방의 얼굴이나 몸통을 힘껏 때리면 된다. 더불

어 상 방이 날리는 주먹을 막거나 피할 수만 있다면 상첨화. 세상에 이보다

쉽고 간단한 ‘놀이’는 없다. 그런데 “쟤는 노니?”라는 간단한 은유 반문에 많

은 것을 함축할 수 있듯이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과 사람이 사람에게 맞는

것은 그 게 쉽고 간단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것이다. 우선, 상황에 몰입하는

순간 3분의 시간은 무한 확장된다. 실의 층 가 아닌 곳으로 던져진 나는 주

먹을 내고 내고 내고 힘들어도 계속 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먹을 먼

내지 않으면 상 방의 주먹이 날아오고 내가 살기 해서는 내가 먼 상 방

을 때려눕 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 주먹에 내 나름의 실함이 배어있

다면 상 방의 주먹에는 그 사람 나름의 실함이 배어있다. 왜냐하면 실하지

않은 권투는 로권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게 실함을 던지고 피하고 내

고 막아내고 엉겨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동안 땀은 흐르고 숨은 차오른

다. 긴장이란 것이 마음의 작용인지 몸의 작용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긴박한

순간과 순간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직 군가가 링 바닥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무한 확장되었던 시간의 문은 실의 층 로 돌아오라는 “땡”소리와 함께 닫힌

다.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것은 1분 동안의 휴식.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면 다시 이곳이 아닌 곳으로 가서 치고

받고 싸우라는 잔인한 공소리가 “땡!”하고 울린다.

로권투의 형식 최소단 는 ‘1회 (round)’이다. “땡”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의 회 은 3분 후 다시 울리는 “땡”소리와 함께 끝나는데41), 이 ‘3분-1회 ’

41) 미래의 경기를 비하는 재의 장소인 체육 에서는 ‘3분-1회 ’의 시간감각을 몸에

배게 하기 해 항상 3분 단 로 공이 울린다. 즉, 공이 울리면 넘기든 도우복싱이

든 스 링이든 각자 목표로 하는 훈련을 시작하고 3분 동안 최선을 다해 훈련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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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에 1분씩 쉬어가며 네 번 치르면 로권투경기의 최소단 인 ‘4회 -경

기’가 구성된다. 로권투경기의 기본으로서의 4회 -경기. ( 장님의 해석에 따

르면) 그것은 로권투경기 에서 가장 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로권투선수

라면 구나 4회 -경기를 통해 데뷔 을 치르게 되고 4회 -경기를 잘 치러

내야만 흔치 않은 다음 경기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그것은

로권투경기 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 으로 아직 다듬어

지지 않은 투박한 신인들이 패기와 투지를 주무기로 치열하게 부딪치는 그 각

축장에서 미래의 챔피언이 될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

권투경기는 군가를 붙이기 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해 열리는

것이다. 이제 막 싹이 트려고 하는 새싹도 아닌 씨앗들 간의 싸움인 4회 -경기

를 통해 권투 계자들은 좋은 선수, 써먹을 선수, 스타가 될 선수들을 골라내고

골라내고 골라낸다.

4회 -경기를 다섯 번 정도 치르면서 가능성이 확인된 선수들은 6회 -경기

를 치르게 된다. 6회 -경기를 치르면서도 여 히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들은

8회 -경기를 치르게 된다. 6회 -경기와 8회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신인의

티를 벗고 세계챔피언으로 가는 과정 에 있는, 씨앗에서 어도 싹이 트여42)

그 싹수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지닌 소 (그들의 용어로) ‘ 간바리’

혹은 ‘ 고’들이다. 4회 -경기가 신인들의 각축장이라면 6회 -경기와 8회 -

경기는 고들의 각축장이다. 그리고 이 고바닥에서 두각을 나타내야만 챔피

언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고바닥에서 떨어져 나간 선수들은 비록 열심

히 했지만 로권투-세계에서는 하나의 개체로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무언가

다시 공이 울리면 하고 있던 훈련을 단하고 잠시 쉰다. 거인체육 의 경우 쉬는 시간

은 30 . 경우에 따라 1분씩 쉬는 체육 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공이 울리면 다

시 각자의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3분, 휴식-30 , 훈련-3분, 휴식-30 ... ... 언제나 일

되게 유지되는 3분과 30 (혹은 1분)의 반복. 4회 -경기에서 상 방과 실제로 주먹이

라도 섞어볼 수 있는 ‘진짜’ 로권투선수가 되기 해서는 미래의 챔피언을 꿈꾸기에 앞

서 우선 3분 간격의 리듬이 몸에 새겨진 자동기계가 되어야만 한다.
42) 싹이 트인다는 것은 어도 스타일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권투선수는

각자의 신체조건, 성격, 기질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스타일로 진화하기 마련이다. 이는 크

게, 바깥으로 돌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아웃복서와 안으로 고들면서 거리를 좁히는 인

이터의 이항 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선수를 육성하는 트 이 는 6회 과 8회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에게 합한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만들어나가기 한 훈련을 특

화한다. 즉, 로권투선수가 로권투라는 세계에서 하나의 개체로 규정지어지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4회 선수에게는 아직 그런 스타일이랄 것이 없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은 ‘그냥 닥치고 열심히 기본기에 충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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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부되어 로권투계의 공식 역사에 기록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로권투경기는 군가를 붙이기 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해 열

리는 것이다. 4회 에서 6회 으로 넘어가는 것과 6회 에서 8회 으로 넘어가

는 것. 기존 경기에 비해 고작 6분만 더 뛰면 되는 것이 뭐가 그 게 어려울까

라는 순진한 생각은 로권투-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4회

선수와 6회 선수는 훈련하는 강도와 양 그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 즉,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로권투선수라고 불리기는 하

지만 잽을 던지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구별지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존

재들이다43). 4회 선수와 8회 선수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다

른 2회 의 추가인 8회 에서 10회 으로의 도약. 드디어 하나의 개체가 탄생한

다. 10회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공식 으로 이 기록된다는 것으로 ‘랭킹

(ranking)’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개체의 탄생. 그 기 때문에

10회 을 뛰었는가, 즉 랭킹에 진입했는가의 여부는 로권투선수에게는 하나의

성공 기 이 된다. 로권투-세계에서 ‘주먹 쥐고 폼이라도 잡아보려면’ 어도

10회 선수는 되어야 한다.

10회 선수들 에서도 소 ‘난 놈’들만 챔피언 44)을 뛰어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로권투경기는 군가를 붙이기 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권투-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살

아남기 해서는 계속 싸워야 한다.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살아남은

자 그가 바로 세계챔피언이다. 3분-1회 이 로권투의 형식 최소단 이고 4

회 -경기가 로권투의 시작이라면 세계챔피언 은 로권투의 끝이다. 모든

43) 4회 →6회 →8회 →10회 →12회 의 계화는 경기에 배치되는 심 원의 조건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단법인 한국 로복싱연맹(www.boxingkpbf.com)의 경기

규칙 ‘제 32장: 심 원, 제116조’의 내용―심 원은 경력(타 기구의 경력도 인정)

능력에 따라 6년차 이상, 3년차 이상, 3년차 미만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운 한

다. 1) 6년차 이상: 모든 경기의 주 부심으로 배정. 2) 3년차 이상: 4회 ～8회 경기의

주 부심으로 배정. 3) 3년차 미만: 4회 경기의 주 부심으로 배정.
44) 한국 로권투계에서 챔피언은 한국챔피언→동양챔피언→세계챔피언의 순서로 계화

된다. 통상 으로 12회 으로 치러지는 동양챔피언 의 기회는 한국챔피언에 등극한 선

수 군가에게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한국챔피언에 등극한 선수

모두에게 필연 으로 동양챔피언 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양챔피언

에 등극한 선수 소수에게만 세계챔피언에 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만큼

세계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주어진 드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 나

가는 것, 즉 한국챔피언에서 출발해 동양챔피언을 거쳐 세계챔피언에 도달하는 것은 한

국에서 동양을 거쳐 세계로 활동무 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수가 받는

‘ 우’와 ‘ ’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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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권투인의 같은 꿈―세계챔피언이라는 정상. 정상에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세계챔피언은 이제부터 (역설 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

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기 해 기를 쓰고 올라오는 도 자들을 방어해내야 한

다. 정상은 높기 때문에 정상이기도 하지만 좁기 때문에 정상이기도 하다.

정상에 올랐다가 려났든 아니면 정상에 오르기 직 에 미끄러졌든 그 높고

좁은 싸움에서 진 선수에게 다시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힘

들다. 그 기 때문에 세계챔피언을 꿈꾸는 권투선수에게는 항상 오늘의 경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실함이 강제된다. 그것은 단지 권투선수를 다그치고 독려

해 승리를 쟁취하기 한 낭만 수사가 아니라 붙이기 해 열리는 것이 아닌

떨어뜨리기 해 열리는 로권투경기의 구조 특성이다. 차라리 4회 이나 6

회 을 뛸 때 지는 것은 “매도 먼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 용되기에

한 상황으로서 오히려 미래의 승리를 한 보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높고 좁

은 자리를 차지하기 해 싸우는 10회 이상의 단계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즉, 정상에서 일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권투-세계의 ‘끝의 지

’에서 패배한 선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징 으로 죽는다. 세계챔피언이

라는 꿈이 잡을 수 없는 멀리에 뜬 구름 같지만 그 다고 잡을 수 없지만은

않은 말 그 로 ‘꿈같은’ 것이듯이 세계챔피언의 문턱에서 일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 한 말 그 로 ‘꿈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악몽의 상황은 실재

하고 우리는 그 실제의 상황45)을 어도 간 으로나마 체험해보기 해 장

님의 회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관장님: 지금에 비하면 무명이지. 그 당시에도 벌써 세계챔피언이고 벌써 필리핀 이

런 데서는 최고 에이스야. 지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45) 200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진 슈퍼밴텀 세계챔피언 (WBC International

Super Bantam weight title)의 링 에 당시 거인권투체육 소속의 ‘슈퍼에이스’는 도

자의 자격으로 올라섰다. 그 경기 이 까지 23 23승 20KO라는 비 실 인 으로

승승장구하던 ‘슈퍼에이스’는 이 경기에서 힘 한 번 제 로 써보지 못하고 1회 1분 42

만에 충격 으로 KO패를 당했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이겨낸 스물 세 번의

싸움의 과정의 결과가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의 실화가 아님을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권투경기의 형식 최소단 인 3분-1회 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

으로 그 경기는 그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세계챔피언 의 기회 다. 그 날의 패배

이후 비록 네 번의 ‘덜 요한’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더 이상 그가 싸워야할

상 도 그와 싸우고자 하는 상 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은퇴할 수밖에 없

었다. 반면, 그날 거인체육 의 ‘슈퍼에이스’를 한 방에 때려눕힌 필리핀의 복싱 웅은 이

후에도 계속 승리를 추가하며 2015년 재까지 생생하게 생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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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털: 그러면 그때도 큰 기대는 안하고 가신 거예요?

관장님: 아니, 그때는 기대를 하고 갔지. 한 50:50 봤지.

콧털: 그러면 이거는 졌을 때...

관장님: 아 그럼. 뭐 실망도 많이 오고. 선수 애도 그걸로 거의 끝난 거 아니야.

콧털: 그 선수 분도 오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나 이런 게?

관장님: 그렇지. 한번 사기가 꺾이면 힘들어.

콧털: 자기가 진 적이 없는 상태였다가...

관장님: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전승할 때하고 KO로 지고 왔다고 할 때는 생각하고 

말이 많이 달라. 내용은 어떤지 잘 몰라.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KO로 진 

것만 갖고 이제 내용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지.

콧털: 주변 대우도 달라지고... 주눅 드는 거네요. 그리고 혼자 다시 다 이겨내야 되는 

거고.

관장님: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시 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

콧털: 예전에는 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가...

관장님: 오우 쟤 전승이야 뭐 몇 KO 뭐 이러다가 아유 빠끼아오한테 1회전에 KO 당

했대. 그 당시에는 빠끼아오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콧털: 그걸 혼자 다 감내해야...

관장님: 그렇지. 그러다보면 옛날에 도와주던 사람도 안 도와주고 어디 가서 뭐 한다

고도 못하고...

콧털: 진짜 외로워지는 거네요. 이때가 상실감이 제일 클 때겠네요. 끝에까지 간 거잖

아요.

관장님: 어차피 모든 스포츠와 권투는 다 자살게임이야. 지는 놈은 죽는 거고 이기는 

놈은 오래 사는 거고 ... ... 그 사람의 해왔던 모든 거 그 사람의 꿈 모든 게 다 깨지

는 거잖아.

콧털: 사람들도 확 돌아서죠?

관장님: 그럼. 같은 체육관에 갈 때하고 깨지고 왔을 때하고 애들이 대하는 것도 좀 

다르고. 안 달라도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야. 같이 운동했던 후배 애들도 “형 괜찮

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또 거슬리고 그런다고. “이게 날 우습게 보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 ... 이 체육관에서도 가기 전에는 

그 형 무서워서 스파링 못했는데 갔다 와서 KO로 졌다 그러면 기를 쓰고 댐벼 또.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 놈은 “아이씨 저거 옛날에 내가 한 손으로 갖고 놀던... 

내가 안 되나...” 이러는 거야. 애들이 이제 열 대 맞더래도 막 덤비거든 씩씩 거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지.

콧털: 그런 게 진짜 크겠네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네요.

관장님: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고 나면 3~4년 또 걸린다는 얘기가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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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지 의 논의에서, 로권투란 세계챔피언을 꿈꾸는 권투이다. 그 기

때문에 실한 로권투선수는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을 실 하기 해 계속 싸

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 /구조 으로 그 꿈은 결국 깨어지기 마련이고 이

때 로권투선수는 상징 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로권투

는 ‘자살게임’이고 이를 비약하면 ‘ 로권투선수는 죽기 해 로권투를 한다’

는 극단 인 주장까지 고 나갈 수 있다. 그 다면, 발리에서의 닭싸움이 (발

리인들의 리물인) 닭의 실제 인 죽음을 통해 발리인들의 감추어진 기질인

“제어되지 않은 동물성의 괴 인 힘”(기어츠 2009: 493)을 상징 으로 표출하

는 것과 정반 로, 로권투선수가 “제어되지 않은 동물성의 괴 인 힘”을 실

제로 표출하고 상징 으로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로권투-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로권투인들이 발리인들과 마찬가지로 로권투를 통해 그들의

“기질과 동시에 그가 속한 사회의 기질을 형성하고 발견한다”(Ibid.: 531)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기질은 과연 무엇일까?

2) 투기(投機): ‘큰 것 한 방’을 향해 인생을 건다는 것

하나의 가설: 국내에서 로권투선수는 주로 만화 환상서사의 웅이미지―

4 5기 홍수환, 15차방어 장정구, 36연승 유명우, 8 기구통합챔피언 김주희―로

소비되어 왔다. 웅은 고된 실을 불굴의 투혼과 근성(헝그리정신)으로 극복

한 후 세계 업 을 성취한 자로서 리미날리티의 연극/놀이 형식으로의 표

(Turner 1979: 465-466)46)을 수행하고, 객과 은 그 과정을 간 체험하

46) ‘사이와 사이(betwixt and between)’에서 발생하는 애매모호함에 한 인류학. 의례와

상징에 한 분석/해석을 방법으로 하는 터 의 지 작업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한 풍

부한 학문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터 는 분리-경계-통합의

3단계로 구성되는 통과의례에서 이것이면서 것인 혹은 이것도 것도 아닌 경계의 단

계, 즉 물리 으로 존재하나 사회 으로 존재하지 않는 역설 인 시간 상황을 리미

한 기간(the liminal period)으로 포착하고 리미 리티(liminality)라 개념화한다(Turner

1967: 93-110). 그리고 이 리미 리티의 애매모호함으로부터 생되는 ‘비결정성의 역’

에서 연극/놀이(play) 속성을 포착해 그것을 리미 리티와 구별해 리미노이드(liminoid)

라 개념화하고, 원시사회의 의례에 한 상징연구를 사회의 술 특히 연극의 역

으로 확장한다(Turner 1979). 리미 리티의 에서 원시사회가 하나의 구조 집합체

로서의 연구 상이었던 것과 달리 리미노이드의 에서 사회의 연극은 극작가, 배

우, 객으로 연구 상이 세분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시 으로 객을 해 개최되

는 (그러나 연극과 달리 극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로스포츠 특히 로권투는 일상의

구조 상황과는 다른 리미 한 그 무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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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호와 경의로 화답한다. 특히, 세계 로권투에서의 웅 서사는 재 진행

형일 뿐만 아니라 상품성의 극 화를 이루었는데, 47 무패 메이웨더(미국)와 8

체 석권 퀴아오(필리핀)가 만화 웅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포 스가

2012년 6월 발표한 스포츠스타 수입 순 (The World's Highest-Paid Athletes)

에서 골 황제 우즈를 제치고 각각 1 와 2 를 차지했다47). 이는 로권투의

웅 서사가 의 일반 에게 강력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이와 같은 웅 서사는 비단 로권투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48)과 다

양한 로스포츠 나아가 히말라야 등반(오 훈 2008: 82-83)에서도 개되고 있

다. 로권투에 발을 들인 사람들. 그들은 웅이 되기 해 혹은 큰돈을 벌기

해 싸우는가? 세계챔피언이 되면 실제로 큰돈을 버는 웅이 될 수 있고

의 가설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반례를 어도 세계챔피언을 지향하는 거인

체육 에서는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인체육 은 “세계에서도 최고고 돈도

많이 받고 그만큼 유명한 스타”인 세계챔피언을 길러내기 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 말장난 같은 순환논증은 의 가설이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로권투

에 한 부분 정의임을 의미한다. 즉, 로권투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웅이

되기 해 그리고 큰돈을 벌기 해 싸운다. 오히려 지 의 논의에서 요하게

다 져야 할 것은 실재하는 세계챔피언이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비 실 인 꿈

이라는 로권투의 역설이다. 그 기 때문에 세계챔피언이라는 ‘큰 것 한 방’을

향해 인생을 건다는 것은 일종의 도 이자 모험이자 도박이다. 즉 그것은 “기회

47) 2014년 6월 11일에 발표된 순 에서 메이웨더는 2013년 우즈에게 내주었던 1 자리

를 탈환했고 퀴아오는 11 에 자리했다(Forbes.com). 순 가 변동된 2년의 기간 (2012

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동안 메이웨더는 세 번의 경기에 나가 모두 이겼고 퀴아

오는 세 번의 경기에서 한 번의 충격 인 KO패를 당했다. 참고로 2014년의 순 에서

100 안에 이름을 올린 로권투선수는 클리츠코(25 )와 알바 즈(66 )를 포함해 총

네 명이고 이들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메이웨더($105,000,000), 퀴아오($41,800,000),

클리츠코($28,000,000), 알바 즈($21,000,000). 왜 세계의 수많은 로권투 선수 에

서 유독 소수‘만’ 특히 메이웨더‘만’ 비 실 으로 많은 돈을 벌까? 비록 이 질문이 (포

스라는 매체의 수량화에 의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한 태도의 문제와

는 별개로) 나의 본질 인 연구질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왜 권투를 하는가?”라는 본

질 인 연구질문과 언제나 얽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48) 를 들어, 얼마나 빨리 완주했는가를 100분의 1 단 로 측정하는 수 종목에서

선수 간의 실력과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 간의 질 수 은 ‘객 ’으로 비교되고 서열

화된다(Chambliss 1989). 다시 말해, 1등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라고 해서 모두 1등이

아니고 리그에서 1등하는 선수라고 해서 다 같은 1등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서열화의 최

고 은 올림픽 경기에서의 메달인데, 그 기 때문에 1등 의 1등 의 1등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우수함이 일면 질 꾸 함에 의한 일상 우수함(Ibid.: 81-85)이라 하

더라도 그것은 결과 으로 웅 우수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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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투기(投機)와 다를 바 없다. 모든 도박과 투기

가 그러하듯이 ‘ 돈’이 커지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은 어들기 마련이다.

김챔프: 예전에 진짜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세계챔피언만 되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콧털: 아유... 저쪽 미국이야 워낙 시장도 크고 그만큼 또 확률이 낮잖아요.

김챔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계챔피언들이 또 있기는 있으니까 ... ... 그래서 그때는 

진짜 세계챔피언 안되면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훈련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로권투의 투기 특성에 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해, 거인체육

의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다시 한 번 “발리의 닭싸움에 한 기록들”(기어츠

2009: 482-532)의 상황에 주목해보자. 기어츠는 닭싸움을 둘러싼 모든 측면들을

도박을 심으로 해석하면서(Ibid.: 498-506), 발리의 닭싸움 에서 앙에서 이

루어지는 내기의 규모가 큰 “심층 인” 경기에는 물질 인 것보다 더 요한

것들, 즉 신, 명 , 엄 존경심 등―한마디로 지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걸려있음(Ibid.: 508)을 분석해냈다. 다시 말해, 발리인들은 닭싸움과 직 으로

얽힌 내기에 돈보다는 지 를 거는 것이며, 그런 내기에 참가함으로써 암시 이

고 은유 으로 공 인 자아를 사람들의 앞에 내놓는 것이다(Ibid.: 509). 발리

의 닭싸움이 한편으로 신을 확인하고 지키고 찬양하고 정당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자49)들의 “지 를 둘러싼 유 극”(Ibid.: 512)으로서의 “심층놀이”라면, 그

것은 다른 한편으로 발리인들이 인간 존재성의 주요 목 인 “삶에 의미를 부여

하기”(Ibid.: 509) 해 벌이는 “심층놀이”이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지

가 달라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Ibid.: 520). 발리의 “심층놀이”는 인간과 짐

승, 선과 악, 에고와 이드의 이항 립이 공 으로 교차하며 녹아드는(Ibid.: 493)

상징 드라마 혹은 상징 투기일 뿐이다. 즉, 발리인들은 닭싸움을 통해 감춰

두었던 동물성의 기질을 상징 으로 표출하고 각자의 지 를 확인한 후,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닭싸움은 오로지 닭

에게만 정말로 실이 된다(Ibid.: 520).

49) 발리의 닭싸움에서 많은 경기가 사실상 소규모 지역 상인들의 소규모 연합에 의해서

조직되고 후원되는 것(기어츠 2009: 507)과 유사하면서도 사뭇 다르게, 한국 로권투의

많은 경기는 소기업가들 특히 건축업자들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곤 한다. 보통 4회

-경기부터 10회 -경기까지 골고루 배치해 총 40～50회 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회에

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후원자에게는 ‘ 회장’이라는 명칭을 달아 공식 으로 그의

지 를 확인해주고 최 한 그 ‘ 회장’의 지 에 해 홍보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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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제 다시 거인체육 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거인체육 에서 세

계챔피언을 꿈꾸는 로권투선수가 과연 “지 를 둘러싼 유 극”을 지향하기

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까? 혹은, 거인체육 에서 세계챔피언이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장님은 과연 그동안 감춰두었던 동물성의 기질을 상징 으로 표출

하기 해 선수를 훈련시키고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합치면, 과연 그

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해 상징 으로 싸운 후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실로 돌아오기 해 투기하는가? 그 지 않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세계챔피

언 에서 패배한 선수의 상징 죽음이 실제로 벌어진 투기의 결과이듯이, 어

도 거인체육 에서 로권투는 상징 드라마가 아닌 실제 드라마이다. 승리

하든 패배하든 하나의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상황은 실제로 달라진다. 닭싸움

이 오로지 닭에게만 정말로 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로권투라는 투기는 로

권투선수와 그 트 이 ( 장님)에게는 정말로 실이다. 거인체육 에서 세계

챔피언이라는 꿈을 향한 투기는 때때로 (사실상 부분)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역설 으로 그것이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비 실 인 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 것은 도 하는 과

정 그 자체에서만 지각할 수 있는 구체 인 사건들이다.

콧털: 관장님은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관장님: 하기 전에가 제일 좋지. 도전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가 챔피언 

중에서도 그래도 해볼 만할 정도가 됐을 때 챔피언 도전하는 게 가장 좋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콧털: 그건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관장님: 그럼. 그러고 나서 챔피언 되면 너무 통쾌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시 걱정이

다 이거야. 왜. 내 새끼 실력도 알고 뭐도 알고 다음 상대가 누구랑 해야 되는데 아

우 그러면 이제...

콧털: 그래도 다시 그때를 위해서...

관장님: 그럼. 도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방어하는 거보다 도전할 때가 좋은 거야.

한편, 모종의 방식으로 세계챔피언을 꿈꾸며 로권투에 입문한 거인체육

소속의 선수에게 “링에 오르기 과 오른 후, 불과 몇 십 분 사이에 인생이 달

라졌다”(김주희 2011: 57)는 실제 보상은 그것이 아직 결말지어지지 않은 실

제 드라마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도박에

독된 사람들의 목 이 단순한 한 승이 아니라 도박 그 자체를 지속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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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음(Schull 2005: 75)과 다를 바 없다. 다시 한 번 반복하면, 비록 환상이

지만 ‘큰 ’에 한 기 (Wacquant 2004: 46)는 로권투선수들이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실의 훈련을 담보로 미래를 향해 몸을 기투하는 매우 요한 이유이

다. 그 기 때문에 우리는 거인체육 에서 세계챔피언을 지향하며 로권투를

하는 사람들에 해 (메타-사회 인 해석의 층 에서) “그들은 ‘큰 것 한 방’을

향해 인생을 거는 도 이자 모험이자 도박의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투기 기

질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로권투: 폭력과 괴를 드러내다

앞서 “ 로권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 나는 “ 로권투는 들이 보

는 앞에서 두 명의 권투선수가 러 를 착용한 주먹을 사용해 상 방의 상반

신(몸)을 실제로 가격함으로써 승패를 겨루어 돈을 따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단발성의 스포츠이다”라고 한정 으로 정의해 답한 바 있다. 그리고 거인

체육 이라는 사회에 있어서 핵심 의미를 지니는 철학 드라마의 모티 로

서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을 포착한 후, “ 로권투를 하는 사람들은 ‘큰 것 한

방’을 향해 인생을 거는 도 이자 모험이자 도박의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투기

기질의 사람들이다”라고 사회 의미론의 차원에서 말해보았다. 그런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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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는 단지 ‘돈을 걸고 싸우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주먹을 사용해 상 방의

상반신(몸)을 실제로 가격하는’ 스포츠이다. 즉, 로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투기

기질에는 필연 으로 몸에 한 폭력과 괴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질이 수

반된다. 그 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은 왜 로권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보

다 층 으로 답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왜 몸에 한 폭력과 괴

를 드러내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서도 추가 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굳이 몸에 한 폭력과 괴를 드러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투기의

종목은 무궁무진50)하기 때문이다.

1) 사각의 링

[경기규칙]

제79조51)

연맹이 승인하는 모든 공식경기의 링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로프 안 면적이 44m2 이상 67m2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2) 링 플로어 위에는 수평으로 두께 2.5cm 이상의 매트를 깔고 그 위를 캔버스로 덮

는다.

3) 로프 외측 플로어는 그 폭이 66cm를 넘을 수 없다.

4) 홍 코너와 청 코너를 마주보게 설치하고 중립 코너 중 한 곳을 지정하여 계단을 

설치한다.

5) 링의 높이는 경기장 바닥 또는 지면으로부터 130cm 이상 설치한다.

6) 링은 플로어로부터 각각 45cm, 73cm, 102cm, 130cm의 높이에 강하게 당긴 4개

의 직경 2.5cm 이상의 로프를 설치하고 로프의 4각에는 부드러운 완충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모든 스포츠는 규칙과 규정으로 상황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공평의 상황에서

승패를 가른다. 그 기 때문에 특정 스포츠가 여타의 스포츠에 비해 어떠한 고

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경기규칙을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로권투 한 세세한 규

50) ‘부동산 투기’와 같은 용례로 사용될 때의 비윤리 인 의미를 탈색시킬 경우, 투기

기질은 인간의 사회 활동 일반에 내재하는 보편 기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생각에 한 ‘민족지 이론’의 정교화는 곧 이 논문 체의 주제이다.
51) 재단법인 한국 로복싱연맹(www.boxingkpbf.com)의 경기규칙 ‘제 21장: 경기장 설치

규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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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규정으로 형식화되어 있는데, 여타의 스포츠에 비해 뚜렷이 구별되는 로

권투만의 특징을 꼽아보면 그것은 사각의 링에 한 구체 인 설치규정이다. 그

에서 특히 주목할 목은 “링의 바닥은 경기장 바닥 는 지면으로부터

130cm이상의 높은 치에 설치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설치규정으로

부터 출발해 로권투를 새롭게 해석하기 해 우선 땅바닥의 층 와 링바닥의

층 를 구별하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보자. “왜 사각의 링은 일상(땅바닥)의 층

와 다른 혹은 그보다 높은 층 의 평면52)에 설치되어야만 하는가?”

인류학자 더 라스(Mary Douglas)는 원시의 오염 념이 사회의 상징체계를

표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의 오염 념도 단지 생학 인 에서 비

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복잡한 상징체계와 연결된다고 보았다(유제분

1996: 50). 다시 말해, 문화 분류와 사회질서의 가장 기 가 되는 것은 ‘ 역

의 경계를 상징하는 존재’들로서 이들은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방식

이 되고, 여기서 무엇이 더럽게 는 깨끗하게 만드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

의 도덕 질서의 가장 깊은 비 을 이해하기 한 기 가 된다(Ibid.: 5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권투라는 사회세계에서 ‘ 역의 경계를 상징하는 존재’를 사

각의 링으로 설정할 경우, 사각의 링은 단순히 로권투를 상징하는 시설물로서

의 역할을 넘어서 안과 밖을 경계짓고 사회 ·도 질서를 부여하는 공간으

로 역할이 재설정된다. 즉, 사각의 링은 일상(땅바닥)의 층 와 다른 혹은 그보

다 높은 층 의 평면 에 설치됨으로써 오염된 역인 일상의 층 와 오염되

지 않은 역인 링 의 층 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종교 인 사원이

일상 공간으로부터 단 된 이질 공간(이창익 2004: 57)으로 기능하듯이, 사각

의 링이 일상의 범민들로부터 단 된 비범한 권투선수의 깨끗한 몸53)이 시되

어야 하는 비일상 이고 의례 인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비유하는 것과 같다.

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은 부서지고 흩어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기술 장

52) 서로 맞붙어 싸워야하는 두 명의 로권투선수는 싸우기 해 반드시 링 안으로 들

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링 로 올라가야한다. 링이 아닌 곳에서의 싸움은 로권투가

아니라 말 그 로 그냥 ‘싸움’이다.
53) “근 인 스포츠는 운동선수가 최소한의 옷차림을 한 채 객에게 최 한의 몸동작

을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포츠의 심에는 항상 인간의 몸이 놓여 있다. 선천

인 신체 조건과 후천 인 신체 연마가 히 결합될 때 스포츠의 몸은 완성된다. 스

포츠는 ‘몸의 교과서’를 만들어내며, 각각의 스포츠 종목은 가지각색의 몸을 시하는 ‘몸

의 박물 ’처럼 느껴진다. 스포츠는 본질 으로 신체 인 불구와 기형이라는 념을 철

히 배제한다. 스포츠는 표 인 몸, 이상 인 몸, 완벽한 몸을 제시하는 장, 즉 ‘몸

의 원형’이 시되는 장이다”(이창익 20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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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묶어 놓아야 하는데, “링은 로어로부터 각각 45cm, 73cm, 102cm, 130cm

의 높이에 강하게 당긴 4개의 직경 2.5cm 이상의 로 를 설치하고 로 의 4각

에는 부드러운 완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경우, 사각의 링은 오염된 일상의 역으로부터 깨끗함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함을 묶어서 모아두는 일종의 희생제의의 제단으로 형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희생제의란 무엇인가?

베르와 모스의 정의를 따를 때, “희생제의(sacrifice)는 희생제물의 신성화를

통해 소기의 목 을 달성하려는 도덕 인간의 조건 혹은 그와 련된 특정

상의 조건을 수정하는 종교 행 이다”(Hubert & Mauss 1964: 13). 역사 으

로 그리고 상 으로 희생제의는 그 목 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기능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작동원리(mechanism)의 다양한 외피에

불과하며(Ibid.: 18), “입장→제물(이 겪는 변화)→퇴장”의 세 단계로 도식화되는

(Ibid.: 19-49) 하나의 형식이다. 희생제의에 입장한다는 것은 희생주체(the

sacrifier)가 수정되어야 할 조건이었던 일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신성화된 세계

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서는 반드시 일상 장소와 구별되는

신성화된 장소가 선결 으로 요구된다(Ibid.: 25). 베르와 모스가 로 드는,

출처: http://albello.com/contents/BOXING-MMA/image-Boxing-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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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제의를 한 특정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힌두교의 사례에서, 희생주체는 희

생제의를 거행하기 해 스스로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고 불이 붙은 성화를

심으로 그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축성해야만 하는데(Ibid.: 26), 이는 용경기

장 없이 그때그때 경기가 열릴 때마다 주최측에서 새롭게 링을 설치해야만 하

는 로권투의 형식원리와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로권투라는 사회세계에

서 링바닥을 일상의 바닥보다 높은 치에 설치한다는 것과 그 바닥을 사각의

링으로 둘러싸 묶어낸다는 것은 희생제의를 한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제단을

축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기 때문에, 신성화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물

을 바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냥 ‘도살/살해’에 불과한 것(Ibid.: 25)과 마찬

가지로 링이 아닌 곳에서의 싸움은 로권투가 아니라 말 그 로 그냥 ‘싸움’에

불과한 것이다.

2) 불사의 몸에 한 열망 그리고 헝그리정신

[경기규칙]

제63조54)

연맹이 승인하는 모든 공식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체급별 한계체중은 아래와 같다.

54) 재단법인 한국 로복싱연맹(www.boxingkpbf.com)의 경기규칙 ‘제 16장: 체 ’에

한 내용 일부.

미니멈급(미니플라이급) 47.627Kg 이하 (105 파운드 이하)

라이트플라이급(주니어플라이급) 48.980Kg 이하 (108 파운드 이하)

플라이급   50.800Kg 이하 (112 파운드 이하)

슈퍼플라이급(주니어밴텀급) 52.160Kg 이하 (115 파운드 이하)

밴텀급 53.520Kg 이하 (118 파운드 이하)

슈퍼밴텀급(주니어페더급) 55.340Kg 이하 (122 파운드 이하)

페더급 57.150Kg 이하 (126 파운드 이하)

슈퍼페더급(주니어라이트급) 58.970Kg 이하 (130 파운드 이하)

라이트급 61.230Kg 이하 (135 파운드 이하)

슈퍼라이트급(주니어웰터급) 63.504Kg 이하 (140 파운드 이하)

웰터급 66.680Kg 이하 (147 파운드 이하)

슈퍼웰터급(주니어미들급) 69.850Kg 이하 (154 파운드 이하)

미들급 72.570Kg 이하 (160 파운드 이하)

슈퍼미들급 76.200Kg 이하 (168 파운드 이하)

라이트헤비급 79.380Kg 이하 (175 파운드 이하)

크루저급(주니어헤비급) 90.719Kg 이하 (200 파운드 이하)

헤비급 90.719Kg 이상 (200 파운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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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각의 링이 희생제의를 한 제단이라면, 링 에 오르는 권투선수는

제단 에 헌되는 제물(the victim)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때 희생제

물의 신성화를 통해 소기의 목 을 달성하려는 도덕 인간, 즉 희생주체(the

sacrifier)는 구인가? 가 권투선수를 사각의 링에 헌함으로써 일상의 논리

에서 벗어나 신성화된 세계로 진입하고자 하는가? 우선, 의심의 여지없이 객

을 상정하고 개최되는 로권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희생주체를 객으로 설정

하는 것(이창익 2004: 64-70)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근 스포

츠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선수와 객의 분리 상이고 객이야말로 스포츠에

희생제의 특성을 부여하는 심축이 되기 때문이다(Ibid.: 64). 그러나 베르

와 모스가 설명하는 희생주체의 의무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일시 인 “집합 고양”55)의 경험을 기 하는

객에게 희생주체의 역할을 부여하기에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기 이상

으로 까다롭다.

베르와 모스가 희생주체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방식을 설명하기 해 선택

한 사례는 태양을 한 희생제의에서 희생주체의 비과정에 해 이름을 붙인

“딕샤(diksha)”라는 형식인데, 이 과정의 목 은 희생주체 그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세속 존재를 필사 으로 벗겨냄으로써 그 희생주체를 완 히 새로운 형

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Hubert & Mauss 1964: 20). 희생주체는 특

별히 제작된 오두막에 격리되어 면도를 하고 손톱을 깎고 정화의 목욕을 마치

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다양한 성수를 발라야 한다(Ibid.: 20). 가장 엄숙한

순간 하나는 새로운 개체가 그의 안으로 뒤섞임으로써 그가 일종의 태아가

되는 것으로, 주먹을 꼭 쥐고 있던 이 태아가 자궁 안에서의 태아의 움직임처럼

장작불의 주 를 걸은 후 주먹을 펴고 그를 가리고 있던 덮개를 벗어 버리면

55) 공동체 공동체 의식에 한 이론들의 원류로 꼽히는 뒤르 임(Emile Durkhiem)의

이론에서는 집합의식은 각종의 집단 의례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행 자들의 공동체

경험, 즉 ‘집합 고양(collective effervescence)’을 토 로 형성되는 것임을 주목하고 있

다. 뒤르 임은 이러한 집합 고양의 경험을 제공하는 집단 의례가 원시부족 사회들

에서는 종교의례의 형태를 취하지만, 근 사회에서는 종교의례들 외에도 정치 집회, 도

시 축제,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지 한 바 있다(Shilling &

Mellor 1998: 195-197, 황익주·정헌목 2012: 104 재인용). 특히, 뒤르 임은 사람들이 군

집했을 때에는 마치 주 수가 겹쳐 증폭되듯이 서로가 서로를 고양시켜 일종의 기(

율)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Durkheim 1995:

217-218, Swyers 2010: 49 재인용), 굳이 뒤르 임의 논의에 빗 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스포츠가 제공하는 집합 고양의 경험 사례는 주 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록(rock)’으로 표되는 음악의 콘서트 장에서도 경험 으로 확인할 수 있다.



- 64 -

드디어 그는 신성한 존재, 즉 일종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Ibid.: 21). 더

욱 요한 것은 그가 신이 된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우유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허용되지 않는) 식의 기간을 통해 가장 최고조로 그의 신경계가

흥분될 수 있을 때까지, 즉 불멸의 몸이 될 때까지 가능한 로 그의 필멸의 몸

을 벗겨내야만 한다는 것이다(Ibid.: 21; 113-114). 그리고 그의 몸이 거의 반투

명체가 되어 희생제의에 합한 희생주체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식은 시

작된다.

식의 기간, 불멸의 몸, 반투명체의 몸. 앞서 설명한 희생주체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들 에서 이 세 가지 단어만 포착하더라도 로권투라는 사회세계

에서 희생주체의 역할은 ( 객이 아니라) 권투선수 그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이

하다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체 별로 분류되어 경

기를 치르는 로권투에서 경기를 앞두고 완벽히 의례화/형식화된 과정은 권투

선수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계체량’56)이기 때문이다. 즉, 로권투선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식을 함으로써 불멸의 몸 혹은 반투명체의 몸을 만들어내야만 비

로소 경기(의식)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로권투선수가 식을 통해 체 감량

을 하는 이유를 본인의 몸을 최 한 가볍게 만들어서 평소 체 이 본인보다 덜

나가는 상 방 선수와 상 하려는 략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로권투는

상 방과 맞붙어 싸우는 격투기이고 그 기 때문에 무나 상식 인 질문으로

그 략에 해 반론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체 을 무 많이 감량해버리면 상

방과 싸울 기력이 남아있기나 할까? 다시 말해, 모든 로권투선수는 최상의

조건에서 상 와 겨룰 수 있는 각자의 정 체 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정 체

을 찾아내고 그 체 에 맞게 몸을 변형시키는 것 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견뎌냄으로써 선수는 배짱, 끈기, 투지 등 실 의 격투기를

해 꼭 필요한 정신력, 소 ‘헝그리정신’을 몸에 새겨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이 게까지 ‘헝그리정신’이 의례 /형식 으로 강조되어야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서로 맞고 때려가면서 싸우는 로권투가 소 ‘맨 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된 일이고 그 자체로 인간의 한계를 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로권투선수는 단순히 경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해

56) 계체량에 한 규정을 살펴보면, “연맹이 승인하는 모든 공식경기에 출 하는 선수는

계체량 일시, 장소, 시간을 통보 받은 후 매니 는 리인과 함께 지정된 시간(원칙

으로 경기 시작 24시간 )과 장소에 참석하여 연맹 검사원 입회하에 계체량을 한다. 계

체량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참석치 않으면 선수는 실격 는 불이익을 받는다.”(제 18장:

계체량, 제 68조)와 같이 그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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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감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희생제의에 참여하는 희생주체인 동시에

희생제물로서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얻고자 하는 재생을 향한 욕구와

인간의 유한한 몸을 신 인 몸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불사의 몸에 한 열망

(이창익 2004: 17)을 극 으로 드러내기 해 체 감량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권투선수는 자기의 몸을 사각의 링 에 헌함으로써 일상의 논리에서 벗어

나 신성화된 세계로 진입하려고 애쓰거나 애써진다. 즉, 권투선수는 사각의 링

이라는 제단에 올라선 희생주체인 동시에 올려놓아진 희생제물로서 로권투경

기라는 희생제의에 입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희생제의에서는 일반 으로, 희생

주체 혼자서 성스러움이 과도한 희생제물을 직 다룰 수 없고 그 기 때문에

성과 속의 경계에 선 가시 행 자이자 희생주체와 희생제물을 매개하는 행

자로서 희생집 자(the sacrificer)의 역할이 요구된다(Hubert & Mauss 1964:

22-23). 그리고 로권투라는 사회세계에서 그 역할은 선수의 훈련을 총 하는

트 이 가 담당하기 마련인데, 이때 트 이 는 희생주체로서의 권투선수와 희

생제물로서의 권투선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체 감량

의 과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온갖 잘못을 방하고 제어하게 된다. 희생집

자로서의 트 이 . 그 기 때문에 거인체육 에서 지난 이십여 년의 세월 동

안 트 이 로서 수많은 선수들의 체 감량을 직 ‘집 ’한 장님의 해석은

‘ 로권투선수의 체 감량’이라는 고행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관장님: 권투선수는 중량을 10kg이고 20kg이고 빼고 계체량을 달았을 때, 너무 힘들

지? 그렇지만 그때가 몸이 가장 좋을 때야. 가장 가볍고 가장 좋을 때야. 그렇기 때

문에 그런 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배짱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이런 애들은 중량을 못 맞춰. 뭐 1~2kg 빼는 거야 못 맞추는 애가 어

디 있어? 그런데 막 10kg씩 빼는 데는 이거 끈기가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 그 중량을 못 빼서 챔피언을 못한 애들도 많아. 그 먹는 걸 참지 못하는 거

지. 배고픈 건 못 참는 거야. 자다가 꼬로록 하면 나가서 먹는 거야. 그걸 뭐 통과를 

못하면 시합 자체를 못하는데.

콧털: 그러면 그 중량 빼는 게 체급 맞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가벼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관장님: 그렇지. 그때는 힘없다 이거야. 그렇지만 가장 좋은 몸 상태다 이거지 ... ... 

우리가 시합을 하면 “어 쟨 중량을 너무 많이 뺐다, 얘는 중량을 너무 덜 뺐다”하는 

게 나와. 왜? 중량을 많이 빼면 이 피부가 건조해. 기름기가 없어. 그렇지만 퉁퉁해 

가지고 취미로 올라오는 놈은 기름기 발발 뜨잖아 ... ... 그런데 그 몸을 빼는 거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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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으로 빼느냐 강제적으로 굶어서 그냥 막 사우나에서 빼느냐 차이가 있어. 운동량이 

많으면서 빼면 아주 이상적이야 ... ... 또 인내심이 적으면 중량을 많이 못 빼는 애들

이 있어. 또 중량을 많이 빼면 힘을 못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거를 세계타이틀매치

까지는 시합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거를 놓고 자꾸 보는 거야. 펀치가 좋았는데 중량

을 빼니까 펀치가 없네. 뭐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 ... 배짱 없고 참을성 없

으면 중량을 어떻게 빼겠냐 이거야.

콧털: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잠깐 한 달 하는 동안에도 어휴.

관장님: 그렇지만 너도 그 한 달 하는 동안 그때가 몸이 제일 좋을 때다 이거야. 가

볍고. 물론 뭐 맘대로 못 먹으니까 짜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물도 먹고 싶고 그렇지

만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 이거야. 

콧털: 그러니까요. 그거 언제 해보겠어요. 확실히 저도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어요. 

어휴. 63kg는 태어나서 처음 돼봤어요.

관장님: 그게 너도 프로테스트에 합격해야겠다는 꿈이 없었으면 그거 못 빼. 그게 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꿈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못 빼는 거야. 그게 다 헝그

리정신이야.

권투선수의 이상 인 체 감량 방법은, 갑자기 강제로 굶거나 사우나에서 수

분을 빼는 것57)이 아니라, 평소의 운동량을 유지하면서 식사량을 서서히 여나

가는 것이다. 즉, 공식 으로 계체량을 시행하는 경기 날까지 몸에 남아 있는

지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근육만 남겨진 가장 마른 상태를 만들고 내일의 싸움

(의식)을 해 필요한 딱 그만큼의 체력만 남겨두는 것이다. 모든 것을 비워낸

가장 가벼운 몸. 기름기 하나 없이 건조한 피부에 바싹 마른 몸. 그 기 때문에

권투선수들은 계체량에서 량을 다는 순간, 가릴 수 있는 것이 다 벗겨진 가장

원시 58)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헝그리정신의 직 구 이자 의식

57) 경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체 을 맞추지 못한 선수들의 다양한 ‘벼락치기’ 체

감량 사례들은 거인체육 에서 일상 으로 구 되고 있다. 를 들어, 운동복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사우나에서 경기 날까지 훈련을 한 선수, ‘안티푸라민’이라는 소염제를 에

발라 강제로 식욕을 억제하고 마지막 침 한방울까지 쥐어짜낸 선수 등. 이러한 사례의

주인공들은 부분 (비록 감량에는 성공했을지언정)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없었다고 해

진다.
58) 선수를 리하는 트 이 들은 계체량을 마친 상 방 선수의 행동을 보고 내일의 경

기를 한 략을 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선수의 감출 수 없는 진실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를 들어, 량을 달자마자 물을 많이 먹는다

든가 콜라를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감량에 고 했다는 증거이고 남은 하루 동

안 감량 기간 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회 부터 배를 집

공략하는 략을 짠다고 한다.



- 67 -

에 입장하기 해 요구되는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나는 권투선수가 일종의 희

생주체이자 희생제물로서 의식을 비하는 이 고행의 과정을 (비록 강도는 실

제 로권투경기의 그것에 비해 덜할지라도) 로권투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공식 차인 “ 로테스트”59)에 참가함으로써 직 체험해볼

수 있었다.

“ 로테스트가 어쩌고 쩌고...”라는 이야기가 살포시 고개를 내민 것은 2014

년 여름의 꼭짓 무렵이었다. 2011년 11월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곳에 마

침 있었던 거인체육 에 발을 들인 후, 인류학 연구를 계기로 ‘권투선수되기’라

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며 최선을 다해 거인체육 의 권투를 몸에

새겨 넣고 축 시켜 온지 어느덧 2년 반 남짓. 나 역시 로테스트라는 공식

인 통과의례에 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통과의례를 치름으로써

권투라는 세계의 보다 깊은 곳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감을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실재화 여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로테스트는 체육 소속 선수로서 참가하는 것이

고 이와 련된 모든 결정권한은 선수의 트 이 인 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원님 덕에 나발을 불게 된 것인지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인

지) 하여간 부터 로테스트를 참가하기 해 의를 불태워 오던 (나보다

열 살 어린) ‘청년복서’의 열정에 편승한 덕분으로 나는 장님의 “옛날 권투 잘

나가던 때 으면 아직 그거 나갈 실력은 아니지만...”이라는 출 명령을 공식

으로 하달 받기에 이르 다―8월 25일.

결 의 날 9월 27일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굳이 무리해서 감량할 필

요 없고 가서 그냥 기본기에만 충실하게 성심성의껏 하고 오면 돼”라는 장님

의 무 심 같은 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아니면 언제 팔자에도 없는 권

투선수처럼 살아보고 체 감량의 고행을 경험해보겠나’라는 심산으로 모든

사생활을 최소화하고 (비록 세계챔피언이 될 가능성은 이지만 마음만은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진지한 권투선수의 모드로 들어섰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합격이라는 결과보다는 경기를 진지하게 비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세 한 느낌들이었기 때문이다. 목표 체 은 슈퍼라이트

(63.504kg)으로 정했다. 이 까지 단 한 번도 의도 인 체 감량을 해본 이

없었던 데다가 여기서 더 뺄 살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나. 평소

59) 재단법인 한국 로복싱연맹(www.boxingkpbf.com)의 경기규칙 제 4장: 로테스트,

제 11조: “ 로테스트라 함은 아마추어를 거치지 않은 로복서 지망생이 로복서가 되

기 해 받는 자격심사 경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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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kg 정도를 유지하는 체 에서 6kg을 강제로 빼낼 목표를 정하자 언뜻 달성

불가능한 것도 같고 달성 가능한 것도 같은 딱 애매모호한 그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 든 목표는 정했고 지극히 단조로운 하루 일과가 반복 다. 아침

달리기 50분→휴식→아침식사(두부 140g)→휴식→ 심식사(밥 반 공기, 계란 한

알, 김 한 )→휴식→간식( 콜릿바 한 개)→체육 훈련 2시간→ 녁식사(사과

혹은 복숭아 한 개)→취침.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프로테스트를위한체중감량

훈련 전 훈련 후

의 도표는 9월 한 달 동안의 체 변화에 한 (추석연휴 기간과 주말을 제

외한) 기록이다. 보통 체육 에서 훈련을 마치면 1～2kg정도의 체 이 땀으로

빠져나가 어드는데 이는 그 만큼 물을 마시면 회복되는 일시 상이고, 그

기 때문에 식사량을 이는 것이 감량을 한 유일한 방법이다. 운동량을 유

지한 상태에서 식사량을 여버리니 정말 신기하고 정직하게도 체 은 었다.

그런데 무나 당연하게도 생활체력 역시 그만큼 었다. 체 감량 과정에서

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생활체력과 운동체력이 완 히 구분

된다는 것인데, 아침 달리기와 녁 체육 훈련을 해 사용할 에 지만을 남

겨두기 해 몸은 생활체력을 이려 애쓰는 듯했다. 훈련보다 쉬는 게 더

요하다는 장님의 가르침이 몸으로 와 닿는 하루하루의 연속. 휴식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 그런데 원하지 않더라도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체 이 어들면 어들수록 움직

일 힘도 생각할 힘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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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으로 힘을 모아 몸을 격렬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권투의 특성상 조 만

훈련을 과하게 하거나 잘못된 동작을 취할 경우 몸의 어딘가에 국소 인 통증

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통증은 매일의 훈련 후 매우 다양한 부 에서 발

생한다. 발바닥의 어디, 손목의 어디, 허벅지 안쪽의 어디, 허리와 엉덩이 사이

의 어디,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어딘가의 어디 ... ... 사람의 몸에 이 게나 다

양한 통증의 지 들이 있었다니! 고통의 경험들은 몸에 해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 의 훈련은 체 을 빼는 것만이 목표가 아

니라 군가와 실제로 벌일 싸움이 목표이다. 그 기 때문에 휴식의 가장 요

한 임무 하나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고통을 바로바로 완화하기 한 스트

칭과 마사지이다. 체육 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기 까지는

계속 아 지 마라 아 지 마라 주문을 외우며 아 부 를 문지르고 주무르고

어르고 달래고 그러다 잠이 든다. 이는 마치 상화된 몸과 내가 계속 화하면

서 서로의 오해를 풀어 나가며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과도 같다. 몸과의 소통,

살과의 소통. 제발 아 지 말아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어르고 달래는 이유는 믿

을 것이라곤 이 몸뚱어리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 버리면 그날의 경기에

서 좋은 활약을 기 하기 힘들 것, 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드디어 체 이 64kg 로 진입해 목표인 63kg에 다다를 즈음이 되자 몸이 묶

일 만큼 묶인 것 같은 오묘한 느낌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때 물 한 모 이 5g이

라는 객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 체 계에 올라가 고작 5g의 수치에

민해지는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훈련은 해야 하고 먹지 않으니 힘

은 없고 그런데 당일에는 군가와 싸워야하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힘 한번 못

써보고 맞기만 하다 내려올 것 같고 그런데 체 은 여야하고 훈련을 많이

하면 몸이 아 고... 돌고 돌고 돌며 맴도는 고통과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

계에 올라가 순조로운 감량의 과정을 확인할 때면 일시 인 안도감이 찾아온

다. 수량화된 체 을 근거로 미세하게 요동치는 불안감과 안도감의 교차는 목표

체 에 가까워질수록 무념무상의 한 으로 수렴된다. 로테스트를 이틀 앞둔

9월 25일 체육 에서 훈련을 마친 후 처음으로 63.1kg의 수치를 확인한 순간의

뿌듯함과 짜릿함. 거울로 확인한 반투명체가 된 몸에는 헝그리정신만 가득 남아

있었다.

한편, 계체량을 마치고 다음날 경기까지 남은 하루는 선수들에게 가장 요한

기간이다. 왜냐하면 내일의 경기는 실질 으로 계체량을 마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기를 한 몸의 훈련은 이미 끝났고 체 감량이라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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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공 으로 달성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내일의 경기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냉철하게 생각하며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마

치 자기에게 완 히 순종하는 수도승의 몰두(Oates 2006: 28-29)60)와도 같은 것

이고, 세계챔피언 같은 요한 경기에서 그 강도는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트

이 (희생집 자)는 선수와 그 상황을 공유하며 선수의 안정을 돕는다. 물론

내가 직 경험한 체 감량의 사례에서, 그것은 로테스트라는 다소 낮은 강

도61)의 경기를 한 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트 이 ( 장님)의 세심한 돌 까

지 경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도 ‘ 로권투선수의 체 감량’이

라는 고행에 담겨있는 의미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해보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경험은 결코 아니었다. 권투선수의 체 감량은 의식을 앞 둔 희생주체가

유기 생명체로서 흐트러진 삶을 재정립( 로이트 1997: 131)하기 해 그리고

곧 괴되어질 상인 희생제물이 되기 해 스스로의 몸을 묶을 수 있는 한

최 로 묶는 것이다.

3) KO

관장님: 권투는 열 번 판정으로 이기는 거 보다 다섯 번 KO로 이기는 게 더 진급이 

빨라. 6회전 선수가 되고 8회전 선수가 되고 KO승을 해야 빨라. 또 관중들이 돈을 

주고 올 때는 KO로 이기는 파이팅 넘치는 시합을 보러 오기 때문에 그게 빠른 거야. 

김챔프: 가능하면 KO로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또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KO 시키

려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저도 그만큼 위험한 거고 ... ... 그래도 KO로 이겼을 때가 

확실히 좋긴 해요. 관중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끝내야 덜 다쳐요.

60) 역사 으로 가장 성공한 로권투선수 하나인 “록키 마르시아노”가 경기를 비하

는 과정은 수도승의 고행과 다를 바 없다(Oates 2006: 28-29). 경기를 앞두고 최소 세 달

부터 바깥 세계로 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는 열흘 부터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일주일 부터는 타인과의 그 어떤 신체 도 하지 않으며 ‘상 방과 싸울 나’에만 몰두

했다고 한다.
61) 장님은 만약 내가 진심으로 권투경기에 임하는 업 로선수 다면 두 체 정도

는 더 낮춰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무려 5kg을 더 감량해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당장

물을 못 마실 생각에 목이 말라온다. 한, 4회 경기 뛰는 수 의 선수들에게 경기를

앞두고 무 많은 것을 지시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즉, 상 으로 낮은 강도의 경기를

한 체 감량의 과정은 선수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다. 그 과정을 스스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자질의 선수들만이 고르고 골라져서, 트 이 로부터 높은 강도의 훈련과 세심한

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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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권투62)는 상 를 “KO(knockout)”시켜 단번에 쓰러트리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스포츠이다(Oates 2006: 49). 모든 인간은 자놀이, 턱, 갈비 바로 아래

등의 소를 정확히 가격 당하면 순간 으로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로권투선수는 상 방의 바로 이 소에 체 이

완벽히 실린 주먹 한 방을 정확히 가격함으로써 “KO”로 승리하기 해 분투한

다. 왜냐하면 로권투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

이 아니라 “KO”의 순간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권투 계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며 권투선수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면 로권투라는

세계에서는 왜 “KO”의 스펙터클이 요구되는 것일까?

“입장→제물(이 겪는 변화)→퇴장”의 세 단계로 도식화되는 희생제의의 형식

에서 ‘제물이 겪는 변화’는 희생제의의 모든 활동이 하나로 조직되고 집 되는

가장 엄숙한 단계이다(Hubert & Mauss 1964: 29-33). 실제의 권투경기에서 권

투선수는 장내 아나운서로부터 호명되어 링 로 올려진 후 트 이 에 의해

입고 있던 가운이 벗겨져 상반신이 드러나고, 입에는 마우스피스가 물려지고 얼

굴과 몸에는 바셀린이 발라짐으로써 링 에 홀로 남겨질 마지막 비를 마친

다. 즉, 세속의 세계와 성스러움의 세계 사이의 소통을 한 매개물로서의 제물

이 최종의 신성화 의례를 거침으로써 성스러움이 가장 강력하게 응축된 ‘성스러

움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Hubert & Mauss 1964: 30-31; 이창익 2004: 60). 다

른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희생주체와 일체화된) 희생제물로서의 권투선

수. 모두가 숨죽이고, 이제 임박한 것은 그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성스러움을 반

쪽 코 에 역시 홀로 남겨진 다른 희생제물과 함께 뒤섞여 일거에 풀어버

릴 정의 순간이다. 땡하고 공이 울리면 양쪽 코 의 희생주체-제물들은 서로

62) ‘아마추어’에 비되는 ‘ 로’가 ‘취미’에 비되는 ‘직업’을 지칭할 목 으로 사용되는

여타의 스포츠와 달리, 권투에서 ‘아마추어’와 ‘ 로’는 규칙이 약간 다른 서로 다른 종목

을 지칭한다. 올림픽을 지향하는 ‘아마추어권투’는 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모든 경기가 3회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첩함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많

은 주먹을 낼 수 있는가에 이 맞춰진다면, 세계챔피언을 지향하는 ‘ 로권투’는 KO

로 상 를 쓰러트리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세계챔피언 의 경우 12회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내심과 지구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무겁고 센 주먹을 정확히 낼 수 있는가에

이 맞춰진다(Wacquant 2004: 52). 한편, 거인체육 의 장님은 ‘아마추어’와의 ‘

로’의 차이에 해 “권투는 다 같애. 에 런닝구 하나 입으면 아마추어고 런닝구 벗으

면 로야 ... ... 그런데 그 런닝구 하나 입고 아니고 차이가 엄청나 ... ... 원시 인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피부 맞 고 둘 에 하나 죽는 거지 ... ... 런닝구 하나 입으면 푸근하

지 ... ... 벗고 안 벗고는 링에서 엄청난 차이다 이거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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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를 괴시키고 서로가 서로에 의해 괴되기 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어 주먹을 던진다.

괴의 행 를 통해 희생제의의 본질 행 는 비로소 완성된다(Hubert &

Mauss 1964: 35). 제물은 괴됨으로써 세속의 세계로부터 최종 으로 분리되

고 제물에 꽁꽁 묶여 있던 성스러움은 괴에 의해 풀려나 일부는 신성한 세계

로 일부는 세속의 세계로 퍼져 나간다(Hubert & Mauss 1964: 45; 오명석 2010:

27). 즉, 희생제의는 성스러움을 묶어내는 데에만 목 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풀어내는 데에도 목 을 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우 간 히 염원되어

지는 것은 괴(풀기)의 신속함인데(Hubert & Mauss 1964: 34), 왜냐하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입장→제물(이 겪는 변화)→퇴장”의 세 단계로 도식화되는 희

생제의의 단계를 고려할 때, “입장”의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묶여오던 성스러움

이 “입장” 이후 “제물”의 단계에서 더욱 강하게 조여져 그 강도가 극 화된 순

간, 바로 그 극댓값의 순간에 단번에 괴되어야만 그동안 묶 던 성스러움이

최 한 리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괴의 원리는 로권

투의 세계에서 일발의 순간 가격으로 괴의 효과가 극 화되는 “KO”가 가

장 기 되고 선호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괴의 순간. 제물이 괴되

는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에 한 지향. 희생주체이자 희생제물인 로

출처: 한국일보. 200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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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선수는 몸의 괴를 통해 희생주체와 희생제물, 나와 상 선수, 성스러움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 그 모든 것의 합일을 일거에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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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록 세계챔피언이 아닐지라도: 체육 사람되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일정한 기간 동안 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타의

로스포츠와 달리, 로권투는 권투선수를 리하는 매니 63)와 경기를 주최하

는 로모터 그리고 그 경기를 후원하는 후원자 사이의 다자간 계약이 성립될

때 비로소 하나의 경기가 개최된다. 다시 말해, 같은 체 의 비슷한 실력을 갖

춘 두 선수와 각각의 선수를 리하는 매니 이외에 로모터, 후원자 등 다양

한 행 자들의 합이 맞을 때 하나의 커다란 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로권투선수라고 해도 1년에 치를

수 있는 경기 수는 많아야 두 개 혹은 세 개64)에 불과하고, 그나마 1년에 몇 번

이라도 꾸 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로권투선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부분의

로권투선수는 당장 다음의 경기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트 이

와 함께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훈련하며 미래에 벌어질 “심층놀이”를 그

기다린다. 바꿔 말하면, 거인체육 에서 그들은 세계챔피언을 꿈꾸며 그

기다린다.

기다림이란 사 인 의미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 이루어지거나 오기를

바라다”의 뜻을 담고 있는데, 기다림의 여러 형태 에서 우선 두 가지를 꼽는

다면 그 하나는 목 성을 떠난 경우이고 하나는 반 로 강한 목 성을 지닌

경우이다(조두환 2003: 48). 목 성을 떠난 혹은 목 성을 월한 기다림의 표

인 상황은, 만난 도 없고 구인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며” 버드나무

에서 끊임없이 화하고 사랑하고 다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블라디미

르와 에스트라곤의 기다림(베 트 2004)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내

으로 보아도 군지 모를(Ibid.: 33)” 고도에게 매인 채(Ibid.: 29) 그 기다리

기만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만(Ibid.: 60), 지루함을 달래기 해 오락거리로

장화를 신고 벗으며 기분 환을 하고 “그 게 해서 시간이 가기(Ibid.: 116)”를

다시 기다린다. 한편 목표성이 뚜렷한 기다림의 상황으로서, ‘기다리는

(waiting line)’에 서있는 사람들은 새치기한 군가의 침입에 의해 기다림의 순

서가 흐트러졌을 때, 그 침입자를 에서 몰아내야함을 의식하지만 기다리는 사

63) 거인체육 의 경우 장님은 선수를 길러내는 트 이 의 역할과 선수의 경기를

리하는 매니 의 역할을 병행한다.
64) 역 최고의 료를 받는 메이웨더는 2012년에 한 번 2013년에 두 번의 경기를 치

을 뿐이다. 거인체육 소속의 역 로권투선수인 김주희는 2001년 첫 데뷔 을 치

른 이후 재까지 총 스무번의 경기(20 18승 1무 1패)를 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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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각각의 행동은 그 기다림의 순서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방어하거나, 무시하

거나, 조정하거나, 참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Milgram et al 1986:

688-689). 다시 말해, 목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느냐 그리고 그것과의 시공

간 거리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기다림과 련된 사람들의 사고와 행

동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도 로권투선수와 트 이 는 세계챔피언

을 꿈꾸며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경기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모른다는 측면에

서 목 성이 추상 인 동시에 권투경기를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목표가 구체

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즉,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인 동시에 ‘기다리는 ’에 서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계챔피언을 꿈꾸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을까?

콧털: 체육관에 일반인이 섞여 있잖아요?

관장님: 옛날에도 그랬어 ... ... 취미로 들어왔다가도 권투에 매료돼서 세계챔피언 하

는 경우도 있어. 죽일라 그러는 살인자만 있는 데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웃음이 있

겠어? 그렇지만 그 안에 다른 놈이 껴있음으로 해서 그 놈 때문에 웃기도 또 그 놈

이 어려운 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놈이 또 열심히 해서 세계챔피언 될 수 있

는 거다 이거지 ... ... 그리고 뭐 저 선수만 길르면 체육관 운영하기가 어려워. 일반인

들이 많아서 ... ... 일단은 세계챔피언 나온다 그러면 체육관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나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경제적인 저거도 있고 ... ... 선수 열 명에서 한 명 끄내는 것보

다 백 명에서 한 명 끄내는 게 쉽잖아.

앞서 Ⅱ장에서 거인체육 의 시공간 구조를 분석하면서 언 했듯이, 그곳에

서는 오늘 체육 에 발을 들인 풋내기 학생부터 숙련된 재진행형의 권투선

수를 비롯해 한물간 설의 주먹까지 함께 뒤섞일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마주

침’의 상황은 구조 으로 강제된다. 그 기 때문에 거인체육 을 하나의 단

사회로 볼 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의 차이와 동일성의 역

동 계에 따라 ( 를 들어 ‘선수반’과 ‘취미반’으로) 분화(황익주 2008: 109)된

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주장, 즉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

들은 ‘선수반’과 ‘취미반’으로 분화된다는 주장을 기정사실로 가정할 때 우리는

앞서 제기한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다. 과연 이 ‘취미반’들도 거인체육 에서

세계챔피언을 꿈꾸며 그 기다린다고 할 수 있을까? 한 여기에 하나의 반문

을 추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비록 세계챔피언이 아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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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배우는 과정 혹은 권투를 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특별

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65)

1. 입문

체육 은 단순히 땀 흘리며 운동하는 장소이기 이 에 몸을 단련하는 장소이

다. 장장이가 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어낸다면, 권투

선수는 권투체육 에서 스스로의 몸을 달구어 쓸모 있는 몸-도구/무기를 만들

어낸다(Wacquant 2004: 14). 한 체육 은 몸기술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

다. 학생이 학교에서 독서와 토론을 통해 사유의 기술들을 학습한다면, 권

투선수는 권투체육 에서 도우복싱과 스 링을 통해 몸의 기술들을 학습한다.

즉, 권투선수는 권투체육 에서 스스로의 몸을 도구화하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

기 한 기술들을 교육받고 연마한다. 그 기 때문에 “몸은 인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이자 기술66) 상”이라는 모스의 주장(Mauss

65) 설령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 를 일종의 기다림 혹은 세계챔

피언에 한 지향으로 포착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구체 양상에 해 기술하는

것, 다시 말해 고도에게 매인 채 그 기다리기만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행

그 자체에 해 기술하거나, 기다리는 에 서있는 사람들의 행 그 자체에 해 기

술하는 것은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에 한 보다 원 인 물음, “그들은

왜 권투를 하는가?”에 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원 인 물음에 한

한 답이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심층놀이를 기다리는가?” 혹은 “세계챔피언

을 꿈꾸는가?”의 여부는 그다지 요하지 않게 된다.
66) 여기서 번역어로 선택한 “기술”의 원어는 “technique”이다. 인류학자 모스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신비스러운 상태의 기 에 존재하는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기는커녕 조직

으로 묶이지도 않은) 몸에 련된 사실들을 포착하기 해 “테크닉스 오 더 바디

(techniques of the body)”라는 생각을 이론 으로 구체화한다(Mauss 1973). 그리고 이

때의 “테크닉스(techniques)”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 몸’이 하나의 총체로서 연결

된 몸이 조직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지시하기 한 모스만의 개념어라고 할 수 있는데

(Ibid.: 73-75), 특히 단수로서 “테크닉(the technique)”이 아니라 복수로서 “테크닉스

(techniques)”를 선택하는 이유는 몸에서 몸으로 자연스럽게 수되는 사회성/연결성을

강조하기 해서이고(Ibid.: 70), 그 기 때문에 모스의 “테크닉스”를 섣불리 “기술” 혹은

“기술들”로 번역할 경우 그의 논의가 담고 있는 다양한 맥락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 의 논의에서 모스의 개념은 거인체육 에서 벌어지는 몸과 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하기 한 틀이라기보다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서

“테크닉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한 고민은 우선 차치하고 거인체육

에서 일상 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선택해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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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75)을 뒷받침 할 근거의 사례를 찾기에 권투체육 은 매우 한 장소이

다. 언제나 공개 으로 몸의 교육이 시되는 장소로서의 거인체육 . 각각의

사회가 마다 특별한 몸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듯이(Ibid.: 71-72), 거인체육 이

라는 사회 역시 그곳만의 특별한 몸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 으로 몸에서 몸으로 수된다. 만약 군가가 이 작은

사회에만 존재하는 몸의 도구화와 몸기술의 습득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선 그곳

에 발을 들이면 된다. 자격조건은 간단하다. 한 달에 9만원의 회비를 낸 사람이

라면 구나 일단 입문 가능하다.

1) 동작에의 입문

넘기: 체육 에 처음 들어 선 사람에게는 넘기가 쥐어진다. 3분 동안

넘기. 30 휴식. 그것을 3회 반복. 넘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 10분

의 시간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어깨에 연달아 찾아오

는 통증. 더 이상 통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몸이 만들어져야 본격 인 입문의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

발떼기: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제자리에서 발뒤

꿈치를 들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계속 제자리에서 뛴다. 3분 동안. 30

휴식. 심자는 4회를 반복하기조차 버겁다. 권투에도 나이가 있다. 입문자는 아

직 걸을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다. 갓난아기가 첫걸음마를 떼기까지 얼마나 많

은 시간이 필요한가? 권투의 발떼기도 마찬가지다. 양발이 어깨 넓이로 고정된

채 뛸 수 있게 되었다면 정면을 향해 45도 각도로 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

을 살짝 구부린 채로 계속 제자리에서 뛴다. 같은 동작의 반복. 지겨워도 반

복. 몸에 제자리 뛰기의 감각을 새겨 넣기 해서는 그 동작이 무나 자연스러

워 무감각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면 이제 앞뒤

로 뛴다. 제자리 뛰기는 권투의 기본이다.

손: 계란 하나 쥔 듯 가볍게 손가락을 말아 주먹을 쥔다. (오른손잡이를 기

으로) 왼손은 왼쪽 으로부터 한 뼘, 오른손은 오른쪽 로부터 주먹 하

나. 그리고 뛴다. 심자는 단지 주먹 두 개가 들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려온다. 아 도 참고 뛴다. 손에 신경 쓰면 발이 망가진다. 발에 신경 쓰면 손

이 망가진다. 그런데 아 다. 그 기 때문에 안 아 고 안 망가질 때까지 반복,

즉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두 손을 제 치에 유지한 채 제자리에서 뛴다. 3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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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면 30 를 쉴 수 있다.

하나-둘: 여 히 뛰고 있어야 함은 기본 제이다. 장님이 불러주는 “하나”

의 구령에 맞춰 왼손을 뻗었다 당긴다. 발과 손의 리듬은 일치할 것. “둘”의 구

령에 맞춰서는 오른손을 뻗었다 당긴다.

거인체육 에서 가르치는 권투의 기본기는 ‘하나-둘’67)이다. 거인체육 에 입

문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둘’의 몸동작에 입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

은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에만 존재하는 몸의 기술들에 나의 몸을 연결하는 것

과 같다. 즉, 몸을 매개로 새로운 사회 계를 개시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계의 개시가 실패의 험성68)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양상과 한

편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뭇 다르게, 거인체육 의 몸동작에 입문하

는 것 한 실패의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축 된 습 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

(Downey 2005: 131)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에로의 입문은 물리 /신체 훈련

을 통해 새로운 몸의 습 을 압축 으로 다시 형성해 나가야 하는 ‘몸-길들이

기’의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콧털: 처음에 입관하고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빼빼: 엄청 힘들었죠.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다리가 안 움직이길래. ‘아 그거 밖에 

안 뛰었는데 다리가 왜 안 움직이지?’ 이러면서 ... ... 다리에 알이 배겨서. 어디 걸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콧털: 줄넘기는 할만 했어요?

빼빼: 처음에 첫 날은 할만 했는데 둘째 날부터 가니까 다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콧털: 그래도 어떻게 계속 했네요.

빼빼: 말 걸어줬잖아요. 형이. 하하.

콧털: 내가요?

67) 선수를 지망하는 심자라면 어도 1년은 꾹 참고 이 ‘하나-둘’만을 연마해야 한다.

이 동작에 한 거인체육 소속 선수의 회고는 거인체육 만의 독특한 몸의 기술들 증

하나가 바로 이 ‘하나-둘’임을 증한다: “평범한 애벌 인 것만 같던 나에게도 서서히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다. 8개월 가까이 나는 기차게 기본기만 익혔다. 그동안 장님

이 내게 한 말은 “주희 왔니?” 하는 인사와 “하나둘, 하나둘” 구령을 붙여 것이 부

다”(김주희 2011: 39).
68) 낯선 사람과의 합석이라는 상황에서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와 같은) 사회

거리와 감지할 수 없는 불안을 포착할 수 있듯이, 모든 교환의 개시에는 개시 자체에

한 불안과 교환의 실패에 한 험― 쟁/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이 내제되어 있

다(Lévi-strauss 1969: 59-60). 즉, 개시 자체가 문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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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 초반에. 그리고 가끔씩. 주먹 어떻게 하는 거다. 조금 조금씩.

콧털: 아. 맞다... 지금은 1년 넘었죠?

빼빼: 1년 한 2개월 정도. 버틴 게 신기하기도 하고.

콧털: 그러게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금방 관두니까.

빼빼: 에. 아. 진짜 금방 관둬요. 사람이 다 바뀌어. 계속 바뀌더라고요.

콧털: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아요?

빼빼: 예. 좀 되요. 지루함이라는 게 좀 있어서. 딱히 힘든 건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지루함이 문젠 거 같아요.

콧털: 지루하지. 지루해.

결과 으로, 체육 에 들어선 사람들의 다수는 3개월을 채 채우기도 에

사라진다. 이러한 반복 인 상황에 해 체육 에 발을 들인 지 7년이 넘은 어

떤 원은 “ 에 처음 복싱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오래한 사람들이 별로

반갑게 맞아주지를 않았거든. 그런데 그게 참 섭섭하더라고. 그때는 왜 러지?

사람들이 무뚝뚝한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 ... ... 반갑게 맞

아줘도 조 만 지나면 사라지니까”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힘들고

지루하기 때문에 실패의 험이 매우 높은 이 입문의 과정을 꾸역꾸역 버텨내

고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고 볼 수 없었던 (이미 거인체육 이라는

권투-세계에로 몸이 길들여진) 거인체육 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만날 수 있

게 된다.

2) 장비에의 입문

‘하나-둘’이라는 동작에의 입문이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세계에로의 계를

개시한다면 권투장비에의 입문은 그 계가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도 거인체육 이 지향하는 권투에로 몸을 길들이고자 한다면 몇

개 되지 않는 권투장비69)들을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 로 단번에 갖추

기보다는 “이제 권투화 하나 장만해도 될 때”라는 방식으로 호출되는 사회

69) “사회의 바닥에 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권투를 보면 된다”는 말(Wacquant 2004:

42)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도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권투를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야구, 골 , 스키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여타의 스포츠와 달리

권투는 권투화, 붕 , 러 , 마우스피스, 트 크 정도의 장비면 충분하다. 그나마 심

자에게는 권투화, 마우스피스, 트 크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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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신호에 맞춰 차례 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때로 운이 좋으면 사

회 계를 공식화하는 선물로 장비가 증여되기도 하는데, ‘권투선수되기’라는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한 나의 경우,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시작해 기본동작

만을 열심히 훈련한지 7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권투화 하나 장만해도

될 때”70)가 되었다. 이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분석해보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가 기본 훈련을 마치고 정신 을 놓은 채 쉬고 있던

어느 날, 장님은 신발장71)에서 나의 발에 맞는 질 좋은 권투화를 골라 선물했

다. 이것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의 권투화가 장님의 혼 는 인 힘이 부

여됨으로써 성격을 갖게 된 선물(오명석 2010: 9)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

고, 권투화는 장님의 ‘주술’을 통해 ‘권투의 혼이 담긴 특별한 권투화’로 거듭

나 장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즉, 장님은 그 어떤 공

식 /직 언 도 하지 않은 채 단 하나의 증여를 통해 나를 보다 더 깊은

권투의 세계로 인도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결과 으로 이 증여의 사

건 이후 나는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진지해졌고 장님은 보다 많은 몸의

가르침을 제공했다. 한 이 증여의 사건으로부터 사회 뻬르소나도 발견할 수

있는데, 장님과 나는 사회 뻬르소나로서 각각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Ibid.: 30-33). 이와 같은 장님의 총체 증여에 해서, 나는 감사하

는 마음과 성실한 훈련 태도로써 답례하고 이를 감각 으로 악하는 장님은

가끔 지어보이는 흐뭇한 미소로 답례에 한 만족도를 표시한다.

물론 모든 장비에의 입문이 의 사례와 같은 ‘선물의 증여’72)의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장비에의 입문에는 ( 장님으로 표되는

거인체육 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한 때가 있다. 를 들어, 발떼기의 모

70) 참고로 “미국 남서부에 거주하는 푸에블로 인디언의 시간 감각은 시계에 얽매여 사

는 일반 미국시민의 습 과 다르다. 푸에블로 인디언의 모든 일은 사태가 무르익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홀 2000: 34).
71) ‘몸-길들이기’에 내재하는 실패의 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 포기하는 사람

이 많은 권투의 특성을 반 하듯 체육 의 신발장에는 주인을 잃어버린 운동화와 권투

화가 가득하다.
72) 장님은 때때로 성실한 원들이나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모종의 방식으로 체육

에 남겨진) 권투화, 러 , 트 크 등의 장비를 증여한다. 이는 거인체육 이 단지 한

달에 9만원을 내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3장소”로 기능하기 보다는 스승과 제자

의 연을 맺고 권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기능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

나의 증거이다. 다시 말해, 장님은 권투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와 체육 을 운 하기

한 경제행 의 주체 사이의 애매함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자의 역할을 지향한다. 그 기 때문에 원들에게 장비를 직 매하는 여타의 체육

에 해 “그게 장사꾼이지 무슨 체육 이냐”며 강하게 비 하고 비난하곤 한다.



- 81 -

양새가 잡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을 때에 권투화를 갖추면 되고 하나-둘의

모양새가 잡 링에 올라가 스 링을 해도 될 때에 마우스피스를 갖추면 된다.

그리고 이 한 때에 맞춰 장비를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은 거인체육 의 권

투에로 몸이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거인체육 이라는 사

회의 구성원들과 서서히 계 맺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 격투에서 입안이나 치아를 보호하기 해 착용하는 마우스피스는

실리콘 소재의 제품을 뜨거운 물에 담근 후 사용자의 치아에 맞게 정형하는 과

정이 요구되는데, 마우스피스는 그것을 처음 한 사람들에게는 무나 낯선 물

건이고 ‘혼자서 몰래’73) 정형할 경우 실 권투에 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잘못

정형될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 의 선배나 장님의 조언을 받으며

장에서 함께 정형하는 것이 좋다. 그 기 때문에 체육 에서 마우스피스를 공개

으로 맞추는 상황은 심자가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 안으로 보다 깊게 들어

가는 계기가 표시되는 일종의 ‘의례74) 상황’이 되곤 한다. 보통 “이런 건 나

같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장님의 농담과 함께 진행되는 ‘마우스피스

만들기’의 상황에는 체육 의 이 사람 사람이 참견하면서 “내일 경기 나가는

거에요?”, “이제 나랑도 스 링 한 번 해야겠네?”, “ 친구가 반쯤 죽여 놓겠다

는 데요?”, “이야 이제 선수네 선수!” 등의 농담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지 않아

도 입에 새로운 이물질을 물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하는 어색함이 만천하에

공개된 심자는 성공 으로 정형을 마치고 불룩 튀어 나와 원숭이처럼 변해버

린 자신의 입을 처음으로 거울로 확인하는 순간 찾아오는 어색함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람 할 것 없이 다 같이 웃

음을 참지 못하는 ‘의례 상황’의 주인공이 된다.

73) 체육 에는 언제나 장님의 지도를 외면한 채 자기만의 방식으로 권투를 하는 독학

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들은 ‘혼자서 몰래’ 정체 모를 장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갖춰

나가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학자들의 존재가 거인체육 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닐 것

이라고 상하지만 그 다고 그것을 일반화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벽하

게 개인 종목으로 특화된 권투가 역설 으로 독학으로 결코 배워나갈 수 없는 종목이라

는 이다.
74) 보편 인간 본성을 내면의 심성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부과된 도덕 규칙들로 만들

어진 일종의 구성물로 보는 고 먼의 논의(고 먼 2013: 55)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상

호작용 상황에서 형성되고 실 되는 상황 자아(Ibid.: 302)로서 가변성을 지닌다. 그리

고 이 상황 자아들은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사회 존재로서 형성되고 실 된다. 다

시 말해, 고 먼에게 ‘사람됨’은 곧 “상호작용 의례”이고 그 의례는 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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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우복싱: 몸을 길들이다

콧털: 섀도우복싱이 뭐에요?

관장님: 섀도우복싱이라면 그림자. 자기 혼자서. 그림자 벗을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

에 우리 저걸로 말하면 복습 같은 거야 ... ...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운동이

야. 다른 스포츠에도 다 있어. 자기 혼자하면서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안하면 저거지 저 취미 삼아 하는 애들이지 ... ...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서도 

하고 체육관에서도 혼자서도 하고. 본 연습 외에 안 되는 걸 또 섀도우복싱을 통해 

고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건 권투생활 끝날 때까지 해야 돼 ... ... 스스로 

노력을 안 하고 선생의 말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 모든 동작 동작들은 

자기가 다 습득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 ... ... 배움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세계챔피언이 되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 하나야. 세

계챔피언이 되면 안 하나? 아니야 똑같아.

콧털: 이 혼자서 그림자 연습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관장님: 그렇지. 자기 혼자 하는 거에서는.

... ...

관장님: 관장들이 사실 가르치는 게 20이라 그러면은 관장들은 관장들대로 가르치는 

게 있어. 스케줄을 잡아준다든가 뭐 잘못된 점을 잡아준다든가 뭐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그렇지만 기술을 잘못된 거를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는 없어. 기술

도 자기가 습득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해주랴? 자기가 섀도복싱하면서 

노력해서 배우는 거지 ... ...

모든 스포츠는 그 종목에 맞는 가장 효율 인 몸동작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

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는 “어떠한 동작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정확하게 구 할

것”을 요구하는 스포츠와 “ 지된 특정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스포츠의 양극단 사이에 치한다. 를 들어 기계체조

가 난이도별로 수화된 동작을 완벽한 형태로 정확하게 구 하는데 목 을 두

는 스포츠라면, 멀리뛰기는 지면에서 발이 떨어진 순간부터 자유롭게 모든 동작

을 사용해 멀리 날아가는데 목 을 두는 스포츠이다. 즉, 기계체조의 효율이 정

확한 동작의 ‘재 ’으로 측정된다면 멀리뛰기의 효율은 멀리 뛸 수 있는 동작의

‘시 ’으로 측정된다. 이와 같은 이항 립75)은 두 명의 선수가 서로의 몸을 맞부

75) 음악의 역에서 클래식과 재즈의 립 한 마찬가지 양상이다. 를 들어, 클래식

피아니스트에게는 악보로 기록된 음악을 정확하게 연주해내는 것이 요구되는 데 반해

재즈 피아니스트에게는 악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음악 감을 바탕으로 즉흥 으로 연주해내는 것이 요구된다(Wilf 2010: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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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치며 승패를 가리는 격투기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되는데, 를 들어 가

장 완벽한 형식의 동작으로 상 방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유도

(Barthes 1972: 14)가 한쪽 끝에 자리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을 제외한 모

든 방법을 써서 상 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권투가 다른 한쪽

끝에 자리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계체조와 유도의 동작에는 모두가 합의하

는 모범답안이 있는데 반해 멀리뛰기와 권투의 동작에는 그것이 없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멀리뛰기와 권투에 모범답안76)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모범답안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상 이어서 그 자체가 다른 경쟁의

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권투에서 도우복싱은 자기에게 꼭 맞는 ‘나만의 모

범답안’을 만들어가기 해 몸을 길들이는 가장 기본 인 과정이다.

1) 모방

왕년에: 저기 저 사람 하는 거 보이죠? 저거 보고 그냥 될 때까지 따라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형은 저 사람 보고 따라하면 될 거 같아요.

앞서 “동작에의 입문”에서 설명했듯이 거인체육 에서 공식 으로 형식화된

권투의 기본기는 ‘하나-둘’이다. 그리고 이 ‘하나-둘’의 모양과 리듬은 권투의

다른 손기술들―훅, 어퍼컷, 커트, 크로스 등―을 구사하기 한 토 가 된다.

를 들어, ‘하나’의 박자에 맞춰 앞으로 뻗었다 당기던 왼손을 팔꿈치를 들고

오른쪽으로 감았다 되돌리면 트-훅이 되고 팔꿈치를 가슴에 붙인 상태에서

가상의 상 방의 턱에 을 으면 트-어퍼컷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둘’의

박자에 오른손을 움직이면 오른손 기술들이 되고 이 몇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셀 수 없이 다양한 권투의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76) ‘스포츠과학’으로 불리는 분야에서 멀리뛰기 동작의 모범답안은 물리학 분석의 과

정을 거쳐 제시된다(류재균 2014).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 움직임은 자연 상에 용

되는 기본법칙인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특히 인간의 움직임을 어떠한 특정 경기장

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쟁을 하는 육상경기는 과학 으로 인체의 모든 움직임 상

을 설명하는 기본법칙인 운동법칙 즉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경기력을 평가하고 측할

수 있으며 선수 개개인의 기술을 최 화할 수 있기”(Ibid.: 9) 때문이다. 시작부터 종료의

과정까지 연속되는 동작의 시 스를 하나의 사진으로 재 할 수 있는 멀리뛰기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론 시도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작이

실시간으로 교차하며 즉흥성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즉 동작의 시 스를 하나의 사진으

로 재 할 수 없는 권투의 경우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평가하고 측할 수 없는 즉흥

의 요소들이 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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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을 정확히 할 알면 나머지 모든 기술들도 한 때에 자연스럽게

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둘’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소

‘스포츠과학’ 으로 동일하게 형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 몸의 형태가

마다 다른 까닭으로 각각의 권투선수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둘’의 스타

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이상 인 ‘하나-둘’에 도달하기

한 왕도는 없다. 그런데 “ 친구 기본기가 아주 좋군!”이라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권투인들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하나-둘’의 모양과 리듬이 결과 으

로 있기는 있다.

콧털: 우와. 관장님 저 친구 뭐에요?

관장님: 왜? 잘해?

콧털: 잘하는 거 맞죠? 엄청 빠르네요. 얼마나 하면 저런 자세 나올 수 있나요?

관장님: 10년. 쟤는 권투쟁이야 쟁이. 너 아직 1~2년 밖에 안 됐지? 앞으로 너두 한 

10년만 하면 돼. 금방이야.

도우복싱은 자기 혼자서 그림자 벗을 삼아서 “ 친구 기본기가 아주 좋

군!”이라는 공공의 인정을 획득하기 해 하는 복습의 운동이다. 그러나 아직

좋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단할 ‘권투선수의 ’을 갖지 못한

심자에게 혼자서 하는 복습이란 애당 달성은커녕 시작조차 불가능한 과제

이다. 그 기 때문에 심자에게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따라하는 모방의 학습인데, 정작 심자에게는 ‘권투선수

의 ’이 없는 까닭에 구의 무엇을 유심히 보고 따라해야 하는지를 단할 재

간이 없다. 그리고 이 지 에서, 혼자서 그림자 벗을 삼아서 연습하기 해 오

히려 타인의 개입이 극 으로 요구되는 도우복싱의 역설이 실화된다. 그

다면 심자는 어떻게 이 역설을 풀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이 역설을 풀

어서 그림자 벗을 삼아 스스로의 몸을 권투선수의 몸으로 길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도 거인체육 에서 이 역설은 어렵지 않게 해소된다. 즉, 심자 혼

자서 역설을 풀기 해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권투를 가르

치고 배우는 권투체육 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 친구 기본기가 아주 좋군!”

이라는 목표를 향해 몸을 길들이는 다양한 수 의 원들을 직 마주칠 수 있

는 사회 시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권투선수의 ’을 몸에 갖춘 스승( 장

님)과 선배들(선수 혹은 은퇴한 선수)로부터 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교

육의 시공간이다. 다시 말해, 내가 보고 따라해야 할 몸동작의 모델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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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구를 모델로 삼아 따라해야할지를 지 해 ‘권투선수의

’들이 내 몸 에서 나의 몸을 찰하고 있다.

스피드머신: 형, 권투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콧털: 글쎄.. 누군데요?

스피드머신: 체육관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오는 사람들. 왜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권투 못 배워요. 사람 많을 때 그것도 자세 좋은 사

람들 있을 때, 그때 같이 하면서 배우고 또 물어보고 배우고 그러는 거지 ... ... 그러

니까 형도 저 있을 때 오세요. 하하. 나만 보고 따라하면 돼.

콧털: 근데 요즘 자주 안 나오시니까...

스피드머신: 그러게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모방은 인간 지능의 가장 기본 인 형식(Donald 1991, Downey 2005: 43 재인

용)일 뿐만 아니라, 모종의 방식으로 권 를 갖게 된 모방의 상과 직 으로

연결되는 사회 계이다(Mauss 1973: 73-74). 그리고 권투라는 세계, 어도

거인체육 이라는 권투-세계에서 모방의 상은 의심의 여지없이 같은 시공간

에서 권투를 직 하는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몸기술들로 규정되고, 이에 한

반작용으로 책을 모델로 삼는 모방과 동 상을 모델로 삼는 모방은 기시 된

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움직이는 다른 사람의 몸기술들을 같은 시공간에서

직 모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할까? 우선, 책을 모델로 삼을 경

우 권투 특유의 리듬감이 사라진다. 권투의 모든 몸기술들에는 이미 제자리뛰기

의 리듬이 배어있을 뿐만 아니라 “ 친구 잽이 아주 훌륭하군!”이라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기 한 한 타이 이 있다. 아무리 정확한 자세에 모양이 뻐

도 한 타이 에 구사할 수 없는 몸기술은 무용지물이다. 설령 권투인들 공

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훌륭한 잽의 모양과 리듬을 결과 으로 교과서화 할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을 책으로 기록할 경우 그 특유의 시간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

다. 다음으로, 동 상을 모델로 삼을 경우 권투 특유의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사라진다. 몸의 모방은 으로 동작을 먼 보고 그것을 몸을 움직임으로써 따

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으로 동작을 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든 동 상이라면 모방을 한 모델로 합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촬 을 통해 포착할 수 없는 세세한 ( 를 들어 “지 발바닥이 아 오기 시작

하지만 조 만 더 참고 하자”와 같은 정신 ) 구성요소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 하나의 몸동작에 비가시 으로 축 되어 있고, 이 축 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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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 한 이해는 “의식의 역 밖에서 몸으로부터 몸으로 달되는 무언의

의사소통에 한 이해”(Bourdieu 1990a: 166)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즉, 모방의 상이 정확한 동작을 구사할 때에 해지는 느낌이나 감각 에는

동 상의 시청각 이미지로 포착 불가능한, 일방향으로 달될 수 없는 방향

인 정보들이 무나 많다. 그 기 때문에 책과 동 상이 모방을 통해 몸의 기

술들을 학습하기 한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제일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권투의 기술들을 모방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먼 나

보다 “더 잘하는 동료”(Vygotsky 1978: 86, Downey 2008: 206 재인용)와의

계가 개시되어 나의 몸과 동료의 몸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방의

과정에서 훈련자의 몸은 타자에 의해 모방되어져야 할 상이 되는 동시에

다른 군가를 모방해야 할 주체가 된다.

관장님: 권투는 지름길이 없어. 정상적으로 배워야 돼. 선배들이다 뭐다 이렇게 잘 하

는 애들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치는 거구나’하고 스스로 느껴야 돼 ... ... 그리

고 그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자기 권투가 안 돼.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그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야 ... ... 권투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같이 운동

하는 애들끼리 오늘 만나드래도 인사하면서 서로가 잘 지내는 이 저게 필요해. 그럼 

걔한테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걔한테 솔직히 관장한테 얘기 못하는 “아유, 나 직장

을 관두니까 좀 어렵네” 그런 것도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따

로 있어 ... ... 또 세계챔피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저거할 때 뭐 같이 식사래도 하

고 그러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 똑같애 일반 저거 하는 거랑. 

... ...

관장님: 그런데 그런 애들은 또 잘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 왜? 걔도 그거 어떻게 해서 벌은 기술인데. 그리고 걔도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이쁘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 절대로. 가르쳐 달래도. “얌마 니

가 알아서 해” 그런다고. 다 그래.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고 애가 보니까 성공할라고 

열심히 하고 “아 저놈은 그렇구나” 그러면 “야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야 아팍 한번 쳐봐. 이렇게 하지 말고 섀끼야 이렇게” 그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

면서 느는 거지.

결국, 권투의 기술들을 잘 배우기 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동료”들과 ‘실

제로’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한다. 즉, 몸기술들의 모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

인 연결을 매개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뿐만 아니라 재 내 몸에 새겨

진 권투의 기술들은 내가 모델로 삼아 모방한 선배의 기술들에 연결되고 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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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기술들은 그가 모델로 삼아 모방한 그의 선배의 기술들에 연결되고 그

선배는 ‘그 선배의 그 선배의 그 선배의...’라는 방식으로 과거 거인체육 에서

거인체육 의 권투를 몸에 새겨 넣던 시간 으로 까마득히 먼 선배의 몸의 기

술들에 연결된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거인체육 의 권투는 모

방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다음 세 로 수되고 미래를 향해 계속 승

된다.

2) 반복

체육 에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권투의 기술들이

로 몸에서 몸으로 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나의 기술이 몸

에 착 달라붙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 했듯이, 권투의 기술들을 몸에 새겨 넣

는 작업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축 된 ‘비-권투’의 습

들을 물리 /신체 훈련을 통해 새로운 권투의 습 으로 압축 으로 변형해

나가야 하는 ‘몸-길들이기’의 작업이다. 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무제한의 자유

를 보장받던 걸음걸이는 무엇보다 먼 무제한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양발

이 어깨 넓이로 고정되도록 묶일 때 비로소 권투의 발놀림으로 변형될 수 있고,

역시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받아 별 생각 없이 아래로 축 늘어트릴 수 있었던

두 팔은 역시 무엇보다 먼 무제한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내 얼굴을 온

히 가릴 수 있는 치로 추어올려져 고정되도록 묶일 때 비로소 권투의 손놀림

으로 변형될 수 있다. 즉, 권투를 해 필요한 몇 가지 동작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일상 이고 잠재 인 동작들은 의식 으로 억압되거나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몸의 자유도를 구속”(Downey 2008: 207)하는 과정의 책임자

이자 집행자는 그 구도 아닌 나 혹은 나의 몸이다.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가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구도 아닌 나는 직 나의 몸을 움직여 스스로를 길들여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같은 동작의 반복. 그것뿐이다. 그런데 그 반복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왜나하면 이미 일상생활에서 몸에 밴 잠재 동작들이 스스로를 실화하

려는 ‘ 항의 힘’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 항의

힘’이라기보다는 이미 내 몸에 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지배의 힘’이다. 그

런데 정작 몸을 ‘잘’ 길들이기 해서는 무엇보다 먼 ‘ 항’과 ‘지배’의 이항

립이라는 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수사는 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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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사에 불과할 뿐, 내 몸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반복 훈련의 목 이 될 수

는 없다. 만약 나의 몸이 패배해버렸다면 정작 더 이상의 훈련은 불가능할 수밖

에 없다. 그것은 몸의 괴, 즉 부상이다.

관장님: 콧털아, 거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느는 게 아니다.

콧털: 그래도 많이 해야 빨리 느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 권투에는 지름길이 없어 ... ... 권투 기술에도 다 나이가 있다 이거지. 너는 권

투 나이로 치면 이제 갓난아기 정도 되는 거 아냐. 너 갓난아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윽박지른다고 뭐가 되냐? 거 울기나 하지. 

콧털. 아. 그럼 어떻게...

관장님: 그냥 적당히 아픈 듯 안 아픈 듯 그 정도로만...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몸을 길들이기 한 반복의 원리를 한 단어로 표

하면 그것은 제거, 억압, 구속이 아니라 ‘ 당히’이다. 그런데 이 ‘ 당히’의 강도

는 상 이고 가변 이다. 입문한지 한 달 남짓의 심자가 4회 동안 ‘하나-

둘’을 열심히 반복한 결과로 약간의 근육통이나 발바닥의 물집을 수반한다면 그

에게는 지 4회 정도의 반복이 당한 것이다. 이때 무리해서 훈련의 횟수나

강도를 높여버리면 근육통이나 물집의 수 을 넘어서는 (다음날의 훈련을 도

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의 괴’77)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체육 에 입

한 사람들의 부분이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데에는 권투의

반복 훈련 자체에 내재된 본질 인 고통과 지루함이 무엇보다 큰 원인으로 작

용하지만, 아직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스스로에

게 부과하는 훈련자의 욕심 한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의원에서 침 맞고

왔는데 운동을 좀 쉬어야 한다는 데요?”, “정형외과 다녀왔는데 도 체 무슨 운

동을 그 게 무식하게 했냐고 혼내던데요?”라는 심자들의 푸념의 장면은 거

인체육 에서 늘 마주칠 수 있는 지극히 일상 인 삶의 장면들인데, 이러한 푸

념에 해 햇수가 오래된 원들이나 장님이 내놓는 답변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당히 하세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추가되는 약

간의 뒷말. “그럼 병원에서 쉬라고 하지 더 하라고 하나?”

77) 몸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강도 낮은 훈련으로는 습 의 변형이 불가능하다. 그 기

때문에 몸이 당히 아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은 필연 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

런데 강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몸은 어떻게든 괴된다. 그 기 때문에 권투에로 몸을

길들이는 과정에서는 몸을 꽁꽁 묶어내는 반복 훈련 못지않게 꽁꽁 묶었던 몸을 잘 풀

어주는 한 휴식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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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히’라는 강도의 느낌을 알아가는 것 한 훈련의 과정이다. 반복의 강도

가 무 낮을 경우 권투-세계에로의 본격 인 진입은 요원한 일이 되고 반복의

강도가 무 높을 경우 본의 아니게 (권투-세계에로의 본격 인 진입은커녕) 그

진입의 문턱에서 튕겨져 나오게 된다. 만약 내가 나의 몸을 상화할 수 있다

면, 반복의 강도를 당히 조 하는 일은 내가 나의 몸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상생활-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권투-세계에로 조 더 들어가 보자고

어르고 달래며 독려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독려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

면 반복의 강도는 세어질 수 있고 나와 나의 몸을 상화하기 해 임의

로 그었던 경계선의 기능은 서서히 무화된다. 즉, 내가 나의 몸을 억지로 반복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알아서 반복하고 나를 반복시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다보면 어느 순간 나의 몸이 나의 지각

이 변하고 있다는 당한 그 느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

한 강도가 극한에 다다르면 “육체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가 되면 꼭 마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진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통이 미치도록 좋게 느껴지는 것이다. 훈련 독증이라고 했

다.”(김주희 2011: 115)와 같은 무아지경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한편, 같은 동작의 꾸 한 반복의 결과 거인체육 의 권투에로 얼마나 몸이

길들여졌는가의 정도는 (비교의 상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각의 변

화를 통해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확인되곤 한다. 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나도 모르게 권투의 발자세를 취하고 있다든가 멀리서 갑자기 나타

난 오토바이의 불빛에 깜짝 놀라 권투의 발놀림으로 뒤로 물러선다든가 친한

친구가 스스럼없이 내미는 어깨동무의 손길에 두 손을 올리며 방어자세를 취한

다든가 하는 경우, 나의 몸이 이미 어느 정도 권투인의 몸으로 길들여졌음을 혹

은 나의 지각이 권투인의 지각으로 길들여졌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 훈련의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소 ‘늘어난 체력’, ‘ 보다

강해진 몸’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빼빼: 몸에 힘이 좀 허리랑 다리에 힘이 좀 생기니까.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라. 다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허리랑 별로. 그래가지고. 아 이게 효

과가 진짜 있긴 있구나.  

콧털: 내가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빼빼: 예. 몸이 좋아졌다. 막 변화는 없는데. 잔근육 생겼다 이런 건 알겠는데. 어깨 

쪽이나 이런데. 딱히 몸이 우락부락해지거나 내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 많이 못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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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그냥 평상시 일할 때나 이럴 때도 뭔가 기본적인 체력이 조금씩 달라졌구나 

이런 거는 느끼죠.

같은 동작의 꾸 한 반복을 통해 훈련자의 몸과 지각은 실제로 변화한다. 그

리고 반복을 통한 몸의 변화는 지각의 변화를 수반하고 지각의 변화는 다시 몸

의 변화를 수반하는 순환 인과 계가 나의 몸 안에서 성립된다. 바꿔 말해,

권투-몸동작의 반복을 통해 훈련자는 ‘권투선수의 ’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되고 보다 밝아진 ‘권투선수의 ’을 통해 그동안 지각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몸동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몸동작들까지도 세세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된

다. “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보는 양식, 고유한 몸의 새로운 사용을 획

득하는 것이고, 몸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고 재조직하는 것”(메를로- 티

2002: 242)이라는 철학 문장이 거인체육 에서는 구체 인 몸동작의 체험으로

써 실제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에는 군가의 동작을 모방하기에

바빴던 심자는 서서히 다른 심자가 모방해야 할 상이자 다른 사람의 동

작에 해 개입할 수 있는 숙련자로 변해가고 이 “개방형의 발생 과정”(Wilf

2010: 571)을 거침으로써 훈련자는 거인체육 에서 보다 유의미한 존재가

되어 간다. 다시 말해, 변화된 몸과 지각은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세계로 훈련

자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증거, 즉 그 사회세계와의 계가 원활하게 순환

되고 있고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 가는 것이다.

3) 반성

거인체육 의 한쪽 벽면은 체가 거울이다78). 모방과 반복을 통해 차츰차츰

거인체육 의 권투에로 몸을 길들여가는 훈련자는 자신의 몸을 더 잘 길들이기

해 거울에 비친 자신과 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꼭 맞는 ‘나만의

모범답안’을 만들어나가기 해서는 나의 몸기술들을 끊임없이 찰하고 반성함

으로써 교정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상화함으로써 나를 반성하는

‘혼자만’의 훈련. 도우복싱은 반성의 과정이고 거울은 반성을 해 꼭 필요한

78) 거인체육 에 들어선 사람은 구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후 우선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각자의 순서와 방법에 맞춰 운동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게 배웠고

그 게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그 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거인체육 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마주하는 행 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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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며 ‘나만의 모범답안’은 반성의 축 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거울을 앞에 두고 ‘혼자서만’하는 훈련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거울

에 비친 나만의 몸기술들을 무나 사랑해버린 나머지 거울 속의 나로부터 빠

져나오지 못하는 나르시시즘의 독. 부르디외는 이 독을 마신 사람들에 해 “강

력하고 열정 으로 자기 투자를 하지만 학교 교육체계에 의해 외면당하고 무시

되는 다른 역에 투자하는 구식 독학자”라 분류하고 “자신도 어디에 속

해 있다는 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뿐”이라며 비 한다(부르디외 2006: 166). 거인체육 에서

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만약 거인체육 의 구성원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구식 독학자가 강력하고 열정 으로 자기 투자를 한다면, 그가 체육 에서 흘린

땀의 노력은 그 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만의 모범답안’을 만들어가기 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기

해 쓰이고 만다79). 그리고 이 지 에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몸기술들을 나 스

스로 반성하기 해 오히려 타인의 개입이 극 으로 요구되는 도우복싱의

다른 역설이 실화 된다.

스피드머신: 뒷발이 너무 들어갔는데요?

콧털: 예?

스피드머신: 형, 지금 하던 대로 자세 잡아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콧털: (자세를 잡으며) 이렇게?

스피드머신: 거울로 한 번 보세요. 지금 앞발이랑 뒷발이 일자로 되잖아요. 뭔가 이상

하잖아.

콧털: 어 그러네.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스피드머신: 관장님이 처음 가르쳐 준 스탠스 알죠? 그거대로 다시 서보세요. 

콧털: (자세를 잡으며) 이렇게?

스피드머신: 그렇지. 이제 좀 자연스럽네. 그렇게 뒷발이 앞발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

어야 라이트를 제대로 치죠. 형 아까 보니까 라이트 뻗을 때 중심이 무너지더라고요.

콧털: 거 참 이상하네. 옛날엔 멀쩡했었는데 ... (라이트를 계속 뻗어보며) ... 아 이번

에 왼쪽 어깨 (왼쪽 어깨에 아래턱을 바짝 붙이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새로 

79) 권투의 기술들은 실 에서의 싸움을 한 기술들이다. 그리고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실 권투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들의 모범답안은 (비록 상 이지만) 존재한다.

거인체육 의 몸기술들은 그 수많은 모범답안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기술들을 몸에 장착한 거인체육 ‘표’ 권투기계들이 권투-사회세계에서 실제로 승리함으

로써 사회 으로 인정받는 챔피언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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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신나가지고 그거 연습하다 망가졌나보다.

스피드머신: 권투가 원래 그래요. 뭐 하나 배우면 뭐 하나 이상해져. 그러니까 뭐 새

로 배웠다고 그거만 하지 말고 자꾸 거울 보면서 어디 이상한 데 없나 예전이랑 달

라진 데 없나 확인도 좀 하고 그래요.

콧털: 아하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성 인 나에 한 타인의 개입이라는 사건이 자주 발생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투의 몸기술을 하나 ‘완성’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권투는 결국 혼자서 스스로 노력해서 그 ‘완성’의 느낌을 몸소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본질 으로 진도가 엄청 느릴 수밖에 없

는 권투의 훈련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거울과 함께하는 자기반성의 과정으로 가

득 채워진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그 자기반성의 과정이 ‘나만의 길’을 개척하

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비록 어쩌다 한번이지만, 이미 거인체육 의

권투에로 보다 몸이 길들여져 ‘권투선수의 ’을 갖춘 타인의 한 개입이 있

어야만 ‘올바른’ 반성의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 결국, 반성 이 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타인에 한) 모방과 (타인과 계 맺어진) 반복, 즉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세계와의 호혜 으로 계 맺어진 사회 모방과 사회 반복이다. 만약 사

심 없이 권투를 그 잘 하고 싶다면, 거인체육 에서 훈련자는 모방-반복-반

성으로 구성된 (타인과 계 맺어진) 도우복싱의 방법을 통해 뭘 해도 거인체

육 답게 자연80)스러운 거인체육 ‘표’기계81)가 될 때까지 스스로를 길들이고

스스로가 길들여져야만 한다.

80) 권투체육 에서 자주 쓰이는 일상 표 인 ‘자연스럽게’는 명백히 사회 으로 길들

여지고 있는 훈련자의 지각이 그것의 사회 발생을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말 그

로 ‘자연스러워’지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에 해 “길들여진 자

연”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어도 거인체육 의 상황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81) 거인체육 의 권투는 링 에서 벌이는 실제의 싸움을, 나아가 세계챔피언이라는 꿈

의 실 을 지향한다. 그 기 때문에 비록 세계챔피언이 아닐지라도 거인체육 에서 진지

하게 권투를 하는 훈련자들은 비록 실제의 경기를 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링 에서

벌이는 실제의 싸움을 상상하고 비하면서 마루에서 도우복싱을 한다. 그것은 마치

재즈연주자가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을 갖추기 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

동기계로 만들 듯이(Wilf 2010: 567-568) 스스로의 몸을 권투-자동기계로 만드는 과정과

같다. 그러나 상 으로 부분의 훈련자들은 재 결코 자동기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훈련자들은 실제의 경기를 치를 수 에 아직 이르지 못했거나 이를 수 없는 경

우가 부분이고 ‘보통이 아닌’ 은퇴선수들은 실제 싸움의 결과로 된 크고 작은 부상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의 경기를 치를 수 에 이를 수 없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

다. 그들은 자동기계이기는커녕 나 할 것 없이 어딘가 모자란 ‘고장 난 기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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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 링: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다

도우복싱이 마루에서 혼자서 몸을 길들이는 훈련의 과정이라면 스 링82)은

링 에서 둘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길들이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앞서

Ⅲ장에서 사각의 링을 제단에 비유해 설명함으로써 밝혔듯이 링은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 일상의 분 기와 구별되는 특별한 분 기를 강제하는

인공시설물이다. 물론 비일상의 공간에서 심층놀이를 해 설치된 링과 체육

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훈련을 해 설치된 링이 강제하는 분 기 사이에 정

도상의 차이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본성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링은 링이다. 같은 맥락에서, 체육 에서의 스 링이 비록 실제 권투경

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그것을 지향하는 실제의 싸움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링 에서의 싸움은 링 에서의 싸움이다.

콧털: 링 위에서도 하잖아요?

관장님: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혔을 때. 그게 들어가는 거고. 혼자 할 때는 아

무런 저항을 받지 않으니까 혼자서는 되더라도 또 상대가 올라와 있을 때는 또 다른 

저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지.

콧털: 이때 또 기술이 안 써먹힐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있으면 계속 상황이 바뀌잖

아요.

관장님: 당연히 상대방 스타일마다 다른 게 있고 다 바뀌는 거야. 상대방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화이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거 또 다르고. 도망가는 애 같으면 또 다

르고. 왼손잡이 같으면 또 다르고 다 달라.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콧털: 그래서 많이 이 사람 저 사람이랑 해보라는 게 이런저런 스타일 같은 것도 다 

느껴보고 이러라는 거잖아요?

관장님: 그렇지.

... ...

콧털: 그러면 어찌됐건 헤드기어 쓰고 때리고 맞으면서 해야지 는다 이거죠?

관장님: 그럼. 그게 실전하고 똑같은 얘기지. 안 때리고 하니까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냐 편하게. 못 하는 놈도 겁 많은 놈도 할 수 있잖아 안 때리니까. 그렇지만 한 대 

맞아봐. 무서워서 못하지 그럼 그 다음에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거 ... ... 정말 스파링

82) “스 링: 형식의 연습. 러 를 끼고 연습 상 와 실 인 공격 방어 기술을

연습하고 체력을 단련하기 해 한다. 컨디션이나 기술의 정도에 따라 횟수를 고려하지

만, 가장 실제 경기에 가까운 형식의 연습 로그램으로서 요하다. 경우에 따라선 경

기 상 와 가격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이태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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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고받고야 ... ... 치고받고 맞고 해야 돼 사실은.

... ...

콧털: 예전에는 스파링 할 때마다 엄청 세게...

관장님: 그럼 반 죽었어. 반 죽었어. 그래서 스파링 하자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을 

저게 아니야 권투는. 

스 링은 링 에서 실제로 치고받는 연습이다. 그리고 이 연습의 상황에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기 해 헤드기어83)를 착용하고 펀치의 강도를 완화하기

해 보다 크고 두툼한 스 링용 러 84)를 착용한다는 조건은 맨얼굴을 드러

낸 채 보다 맨주먹에 가까운 펀치를 주고받는 실제 로권투경기에서의 잔인함

을 희석하곤 한다(Wacquant 2004: 78). 그러나 잔인함의 강도가 곧바로 격렬함

의 강도나 험함의 강도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권투선수가 경기 하다가

다치는 것 같죠? 다 스 링 하다가 다쳐요. 그러니까 스 링 할 때 특히 조심하

세요.”라는 김챔 의 조언과 “막상 실제 경기 들어가지? 그러면 짜들은 긴장

해서 잘 때리지도 못해. 그리고 이 주먹이 작아지고 헤드기어도 안 썼잖아? 그

러면 때려도 잘 맞지도 않아. 그거 한 때리는 게 무진장 힘들어.”라는 장

님의 조언을 근거로 삼을 때, 그리고 내가 거인체육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

링을 찰하고 직 스 링을 경험한 바를 근거로 삼을 때85), 격렬함이나

험함의 강도는 오히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스 링의 상황에서 극 화되곤 한

83) 과거 로권투와 아마추어권투를 구분하는 방법 하나는 헤드기어의 착용 여부

다. 그러나 2012년 6월 국제아마추어복싱 회(AIBA)가 모든 국제 회에서 헤드기어를

쓰지 못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헤드기어는 더 이상 로권투와 아마추어권투를 구분하는

기 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84) 공식 인 로권투경기의 상황에서 미니멈 ～웰터 은 8온스의 러 를 슈퍼웰터

～헤비 은 10온스의 러 를 착용한다. 러 가 가벼울수록 상 방의 몸과 나의 주

먹은 덜 보호된다. 스 링의 상황에서는 보통 14온스의 러 를 착용한다.
85)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하는 스 링을 속칭 ‘메

도복싱’이라고 한다. 이 경우 ‘맞을 일이 없다’는 안도감은 잔인함의 강도를 에 가깝게

만들고 권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속성을 무화시킨다. 그리고 이때의 호

흡은 마루에서 도우복싱을 할 때의 호흡에 비해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반

면, 헤드기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로 때리고 맞을 것을 약속하고 하는 스 링의 경우

‘맞을 수 있다’는 공포는 오히려 맞지 않기 해 상 방을 때릴 것을 강제하고 그런 상황

에서 긴장의 강도는 극 화된다. 물론 이때의 호흡이 도우복싱의 그것에 비해 훨씬 빨

라지는 경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를 들어, 강도가 낮은 ‘메도복싱’을 8회 을 해

도 힘들지 않던 훈련자가 강도가 높은 스 링을 2회 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지 의 논의에서 스 링은 폭력이 제된 것으로서 폭력이 제거된 ‘메

도복싱’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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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경기의 상황에 비해 잔인함의 강도가 덜 할 순 있어도 격렬함의 강도

나 험함의 강도가 덜 할 수만은 없는 스 링의 상황. 그 기 때문에 거인체육

에서 스 링은 “그것 하자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을 게 아닌” 독특한 논

리에 의해 작동되는 계 /사회 상황이 된다.

1) 몸투기(投機): 싸움을 걸다

거인체육 에서 암묵 으로 통용되는 스 링의 규칙 첫 번째는 “도 체

나는 언제 링 에 올라서 스 링이란 것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건가?”

라는 막연함을 해소하는 문제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으로 ‘권투9단’ 장님의 암묵지에 근거한 감각 인 단86)에 달려있다. “○○

○, 이리 와서 링 에 올라가 !”라는 느닷없는 호출. 거인체육 에서 장님

의 입회와 재 아래 첫 스 링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 링 에서 스 링을 해

도 될 때”라는 사회 시간을 공식 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콧털: 링에 처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빼빼: 관장님이, 저랑 비슷하게 진도 나갔던 그 분이랑 둘이 올라가서 안 때리고 해

보라고 ... ... 올라가서 글러브만 때렸죠. 둘 다. 관장님이 밖에서 계속 “돌아, 돌아” 하

면서...  

콧털: 그때 어땠어요?

빼빼: 그때는 재밌었죠. 그냥 뭣도 모르니까. 일단 주먹질 했는데. 그때는 안 때려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안 때리고 안 맞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하.

콧털: 그때부터 관장님이 공식적으로 하라고 한 거죠?

빼빼: 그때. 예. 그리고 그때부터 김챔프도 조금씩 스파링 해야 실력 는다고 그런 얘

기도 해주고...

콧털: 이게 언제에요?

빼빼: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콧털: 되게 떨렸죠?

빼빼: 엄청 떨렸죠.

86) 장님은 무심한 척하면서 흘깃흘깃 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확인한다. 그

리고 가끔씩 잘못된 동작을 지 하거나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으로써 지루한 반복 훈

련에 한 일종의 보상을 제공한다. 그 기 때문에 거인체육 에서 장님에게 인정받고

다음 단계의 기술로 도약하고자 분투하는 원들은 무심한 척하는 장님과 “빨리 가르

쳐 주세요!”와 “아직 아니야!”로 립되는 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다리기를 하면서

같은 동작을 계속 지루하게 반복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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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털: 링 바닥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빼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하. 뭔가 몰랐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 ... 아 긴장 

엄청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통과의례의 양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침 그때 그 상황에 스 링 상 로 삼을

만한 사람이 가 있었는가에 따라 양상은 달라진다. 를 들어 나의 경우를 빼

빼의 경우와 비교하면, 나는 체육 에 입 한지 6개월 남짓 되었을 무렵 아무런

사 고 없이 갑자기 장님으로부터 호출되어 “그냥 그동안 연습했던 거

그 로 뭐라도 해 !”라는 무심한 가르침 외에는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않은 채

권투경력이 8년이나 된 직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링 로 올려 보내졌다. 그러

고는 실제로 많이 맞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링 바닥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스 링을 마친 후에는 결과 으로 입술에서 피가 났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첫 스 링에 한 두 가지의 사례만 비교해 보아도 거인체육 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스 링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특히 사람들이 기억하는 첫 스 링

의 강렬한 경험에 한 인상은 그 양상이 어떠했는가와 상 없이 “나는 처음

스 링할 때 코피가 났었다.”, “처음 스 링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링

에서 도망만 다녔다.”, “ 무 정신이 없었어서 그때 내가 뭘 했었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여간 무지하게 힘들었다.” 등으로 더더욱 제각각이다.

하지만 양상과 인상의 상 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첫 스 링’의 기 에는 장

님의 호출-입회- 재라는 순서로 정형화된 사회 계가 ‘첫 스 링’이라는 사

회 제도를 발생시키는 구조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 공식 인 통과의례를 계기로 “도 체 나는 언제 링 에 올라서 스

링이란 것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건가?”라는 막연함은 일거에 해소된다. 첫

스 링을 경험한 훈련자에게는 링에 오를 수 있는 일종의 ‘제한된 자유이용

권’87)이 주어지고, 이제부터 실화되는 두 번째 규칙은 “그 다면 구와

링 에 올라서 스 링을 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한 것이다―‘첫

87) ‘첫 스 링’의 기능 하나는 “이제 희들끼리 알아서 스 링 해도 될 때”라는 사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훈련자는 ‘스 링 자유이

용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체육 에 있는 아무하고나 스 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스 링은 반드시 장님의 허락을 제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데, 만약 스 링을 하고자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조합이 연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사고

의 험이 있을 경우 스 링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훈련자가 획득한 ‘스

링 자유이용권’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스 링 자유이용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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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링’이 아닌 ‘보통의 스 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하는지에 한 문제. 결

론부터 말하면, 하나의 스 링이 성사되기 해서는 반드시 군가가 군가에

게 싸움을 걸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몸을 담보로 상 방의 몸을 요구해

야 하는 하나의 작은 (혹은 커다란) 투기(投機)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몸투기는

결과 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스 링은 ‘

정의 규칙(하자!)’으로 변환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부정의 규칙(하지마!)’으로 변

환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몸투기의 결과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주목하기에 앞

서 스 링을 하나의 제도 실체가 아닌 계들의 체계로서 주목하면, 한편으로

‘부정의 규칙(하지마!)’인 것은 다른 한편으로 ‘ 정의 규칙(하자!)’이 된다. 다시

말해, 양자 간의 스 링이 부정되는 규칙과 정되는 규칙은 모두 동일한 원리

에 의해 작동되는 규칙으로서의 규칙이라는 에서 다를 바 없다. 그 다면 이

제 이 추론의 과정이 보다 정당화되기 해 요구되는 것은 ‘ 정’과 ‘부정’의 형

식 동일성을 규정하는 원리에 한 설명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 “호혜성

의 원리”에 한 비-스트로스의 분석(Lévi-strauss 1969: 52-68)을 참조물로

삼아보자.

매우 유명한 인류학 고 인 모스의 『증여론』을 따르면, 원시사회에서의 교

환은 경제 거래라기보다는 호혜 선물로서 때에 따라 사회 , 종교주술 ,

실용 , 감정 , 법 , 도덕 기능을 하는 ‘하나의 총체 사회 사실(a total

social fact)’로서의 사건이다―경제 거래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우

르는 선물의 교환. 그리고 선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선물과 즉시 교환되기도

하지만 나 에 과 가치를 지닌 선물의 답례로 조건지어지는 권리로서 제도화

되기도 한다. 민족지 사례로서 실증되는, 받은 것보다 화려하게 주어야한다는

이 교환의 규칙(포틀래치88))의 목 에는 가치의 교환 이외에 추가 되는 것이 있

88) 원래 ‘식사를 제공하다’ 는 ‘소비하다’를 뜻하는 포틀래치는 북서부 아메리카 지역에

서 형 으로 나타나는 ‘남는 것의 사용에 한 의례화’로서의 과시 선물 행 이다(모

스 2002: 54-58). 그런데 이와 같은 과시 선물에 한 신비로운 념은 비단 원시사회

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를 들어, 알래스카의 콰키우틀족이 실제로 물질이 소비되는

상과 상징가치가 무한한 부의 상을 구별하듯이, 사회에서도 매매 상의 실용성과

구별되는 특별히 선물로서 합한 상의 본질은 비실용성이다(Lévi-strauss 1969: 55).

개인 구매보다 호혜 선물로서 합한 이 쓸모없는 상들을 증여하는 것은 주는 행

에 이미 되돌려 받음이 정되어 있는 일종의 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 요소 이

외에 심리 , 미 , 감각 가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 호혜 순환의 사례로는 “크

리스마스 포틀래치”(Ibid.: 56)를 통한 집합 부의 괴를 들 수 있다. 정리하면, ‘쓸모없

는 선물의 괴 증여’는 물질 이득 이외의 가치에 한 열정의 효과로서 원시사회에

서나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의 존재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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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하나는 사회 지 /특권을 공식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자를 능

가하는 함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 것은 (그것이 지 /특

권이든 함이든) 이 제도가 무엇을 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 강

요하는 정의 규칙이라는 이고 이 규칙의 발생 작동 원리가 ‘지 /특권-

함’이라는 경제 ·물질 이득 이외의 목 에 한 ‘열정(passion)’이라는

이다. 요컨 , 선물의 교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

니지만 상품성과는 확실히 다른 다른 질서들―권력, 향력, 연민, 지 , 감

정―이 실재하는 복잡한 총체(totality)로서 증여자와 답례자(수증자)를 일련의

계로 묶는 기능을 한다.

비-스트로스의 분석을 정리하면, 원시사회에서 선물교환이라는 사회 제도

는 물질 이득 이외의 가치에 한 열정의 효과로서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정의 규칙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와 답례자를 일련의 계로 묶는

기능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인체육 에서 스 링이라는 사회 제도는 권

투를 잘 하기 한 열정의 효과로서 스 링이라는 싸움을 개시하도록 강요하는

규칙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개시자(도 자)와 응답자(수락자)를 일련의 계

로 묶는 기능을 한다89). 바꿔 말해, 권투는 결국 링 에서의 싸움이고 사심 없

이 권투를 잘 하기 해서는 반드시 스 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링 에

서의 실 감각을 키워 나가야 하는데, 스 링을 직 경험하기 해서는 내가

직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몸을 담보로 싸움을 걸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요구하며 걸어 온 싸움을 몸소 받아 들여야 한다. 결국 스 링은 링 에서 벌

어지는 실 에 가까운 몸싸움이기에 앞서 사람(몸)과 사람(몸) 사이의 호혜

계를 개시하기 한 ‘ ’와 ‘응답’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몸투기인 것이다.

만약 “ 랑 스 링 한번 하실래요?”라는 몸투기를 상 방이 흔쾌히 받아들인

다면 나와 상 방은 링 에서 치고받으며 각자의 몸에 축 된 권투 기술들을

치열하게 (호혜 으로)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 방이 “제가 오늘 감

기가 걸려서...”, “지난 번 스 링 때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오늘 제가 잠을

한숨도 못자고 와서...”, “방 밥을 먹고 와서...” 등의 핑계로 거 한다면 나와

상 방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공유하며 어물쩍어물쩍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

각자의 도우복싱에 몰입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부분의 스 링 제안은 거

되기보다는 상 방의 실력이나 몸상태에 맞춰 스 링의 강도를 조 하는 것을

89) 이 제도들이 놓여있는 실의 층 와는 다른 층 에 선물교환과 스 링의 형식 동

일성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호혜성의 원리가 자리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실존의 근본

원리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는 호혜 인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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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수락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런 핑계로 상 방의 제안을 거

하는 행 는 “당신과는 스 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당신과는 계

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등의 단호한 거 을 단지 완곡하게 표 하는 것으로서

그 이 의 스 링이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을 경우에 발생하곤 한다. 를

들어 나의 경우에도, 다른 체육 에서 수년간 권투를 했었다는 ‘터 가이’90) 신

입 원의 스 링 제안을 별 생각 없이91) 받아들 다가 공이 울리자마자 곧바로

권투가 아닌 막싸움의 막장으로 순식간에 말려들어갈 뻔 한 아찔한 경험을 한

이 있는데, 그날 이후 몇 번의 스 링 제안에 해 나는 갖가지 핑계를 며

거 했고 그 결과 나와 그 ‘터 가이’ 사이의 계는 격히 소원해졌다.

2) 몸투기(鬪技): 호혜 몸싸움

할배: 콧털 선생. 오늘 너무 고마워.

콧털: 아이 뭐 별 말씀을요. 

할배: 사실 나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 ... 내가 여기 다닌 지 7~8년 정도 됐는

데 오늘 이 스파링이란 걸 처음 해본거야.

콧털: 아, 정말요?

할배: 응. 관장님도 허락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콧털: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다칠까봐 그러죠. 

... ...

콧털: 그런데 스파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할배: 응 좋아. 살아 숨 쉬는 시간이야 ... ... 그런데 콧털 선생이 봐주면서 한 거지?

콧털: 에이 뭐... 그래도 그 연세에 체력이 대단하세요. 힘도 엄청 세시고 제가 힘에서 

밀리는 것 같던데요?

할배: 엄청 힘들었는데 안 힘든 척 한 거야 ... ... 어유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실력이 

배가된 느낌이 드네.

90) 권투하는 사람들에 한 흔한 오명 하나는 “폭력성을 과시하려는 성향의 사람들”

과 같은 종류의 비난일 것이다(Satterlund 2012: 541-543). 그러나 어도 거인체육 에

서 (기술, 략, 정신력 등이 강조되는 스포츠로서의 권투 본래의 목 과 상 없이) 폭력

성을 과시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스 링의 거부는

그 다양한 방식 하나이다.
91) 내가 체육 의 이 사람 사람과 별 생각 없이 스 링을 하는 빈도가 한창 높아지

던 어느 날 장님은 “콧털아, 그 게 아무하고나 막 스 링 하다가 다친다. 스 링도

리하게 악하게 하는 거야. 보다 기술은 조 더 좋고 체 은 조 덜 나가는 애랑

할 때가 제일 좋아. 그래야 늘어. 그러니까 사람 가면서 당히 해!”라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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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체육 에서 거의 모든 스 링은 호혜 계의 선순환 속에서 진행된다.

“ 랑 스 링 한번 하실래요?”라는 도 은 매우 정 하게 상 방에게 제안되고

상 방 역시 정 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고 나서는 장님에게 공식

으로 허락을 구한 후 서로의 보호장비를 챙겨주면서 “오늘은 크게 크게 돌면서

해볼까요?”, “요즘 한창 연습한 트 바디를 좀 때려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

어요?”, “제 얼굴에 좀 맞아도 괜찮으니까 극 으로 잽을 최 한 많이 던져보

세요.” 등과 같이 링 에서 시도해보려는 기술들에 해 소소한 의견을 나 곤

한다. 특히 헤드기어를 착용하거나 양손에 스 링용 러 를 착용할 때에는 어

쩔 수 없이 손이 모자라 타인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부분의 경

우 보다 숙련된 사람이 아직 덜 숙련된 사람의 장비를 손수 채워주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자들이 잠시 자기 운동을 멈추고 스 링을 한 도우미가 되

어 다.

아무리 호혜 계에 기반을 두었다고 해도 링 에서의 스 링은 서로를

때리고 맞는 험한 행 이다. 결코 무화될 수 없는 험에 한 본질 인 두려

움은 늘 ‘심장이 쫄깃해지고 온몸에 기가 흘러 근육들이 경직되는 것 같은’

긴장을 야기한다. 그 기 때문에 링 에서는 무엇보다 호흡이 요하다. 공이

울리기 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최 한 긴장을 풀고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

를 유지하기 해 호흡을 가다듬는다. 드디어 공이 울리면 서로의 러 를 정

하게 맞부딪치고92) 본격 인 싸움을 시작한다. 물론 호흡은 여 히 요하다.

싸움이 시작되면 폭력의 수 는 공격과 방어의 변증법에 의해 요동을 치기 마

련인데, 이때 요한 다른 것은 어느 한편이 일방 으로 상 방을 몰아붙이

지 않기 한 (계약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공평의 감각’이다(Wacquant 2004:

83). 공평의 감각은 주로 무언의 화를 통해 유지된다. 서로의 주먹을 실시간

으로 교환하는 긴박한 스 링의 상황에서 말을 내뱉을 틈이 없음은 당연하고93)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는 입으로는 무언가 말하려 해도 잘 말해지지 않는 것

92) 권투-세계에서 경기나 스 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의 러 를 맞부딪치며 인사

하는 것은 습이다. 그 게 해야만 한다는 규칙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투-세계에서는 모두가 그 게 한다. 그 기 때문에 간혹 실제의 로경기에서 상 방

을 도발하기 해 러 맞부딪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거인

체육 에서 벌어지는 스 링의 상황에서 그러한 도발은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스 링의 목 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3) 그 기 때문에 실제의 경기에서 “주심은 경기진행 특별한 사항 외에는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표 해야 한다.”(재단법인 한국 로복싱연맹의 경기규칙 제 33장: 주심,

제 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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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연하다. 그 기 때문에 헤드기어 사이로 렷이 보이는 상 방의 빛과

서로 때리고 맞으면서 달되는 다양한 몸의 감각들은 경쟁과 력이 결합된

“ 력”(Sumner 1906, Wacquant 2004: 86 재인용)을 유지하기 한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지속 으로 교환된다. 그런데 만약 이때의 나를 타인

과의 선반성 인 계를 제하고 있는 “ 타존재(Being-for-Others)”(Sartre

1943, Scheper-Hughes & Lock 1987: 29 재인용)로서 포착하고 나의 시선으로

상 방을 물화/ 상화함으로써 자유의 가능성을 독 하려는 ( 상에 립하는)

주체로 설명할 경우 스 링의 상황에서만 지각할 수 있는 독특한 ‘공평의 감각’

은 락되고 만다. 오히려 스 링의 상황에서 나와 나(상 방)는 서로를 상화

하는 동시에 서로의 주체성(자유로운 몸기술의 구 )을 극 화하기 해 분투한

다. 보는 자로서의 나의 몸과 보이는 몸 사이에는 상호간의 호혜 인 삽입과 얽

힘이 있기(메를로- 티 2004: 199) 마련이고, 나의 시선과 나(상 방)의 시선은

함께 태어나 끊임없이 교환된다. 그 지만 어떤 시선도 안정 이지는 않다.

서로의 주체성을 극 화하면 스 링의 강도 한 극 화된다. 스 링의 강도

가 극 화되면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 행동의 질과 양이 의식 행동의 질과

양을 넘어서게 된다. 도우복싱이 반복훈련을 통해 나의 몸에 몸기술들을 의식

으로 새겨 넣는 학습의 과정이었다면 스 링은 다양한 기술들을 동원해 우연

상황에 용할 수 있는 임시변통의 능력을 무의식 으로 획득하기 한 학

습의 과정이다. 그동안 마루에서 갈고 닦았던 몸기술들이 생각지도 못한 즉흥의

기 상황에서 느닷없이 정확하게 구 되었을 때, “스 링 할 때 써먹 야 진짜

그 기술이 몸에 밴 거에요. 아무리 마루에서만 날아다녀 야 소용 없어요.”라는,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몸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김챔 의 조언이 참말이었음을

몸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스 링의 변화무 한 양상의

상황은 잠시 모든 단을 지하고 여유롭게 방 스쳐지나간 깨달음의 사태에

해 음미할 틈을 주지 않는다. 맞지 않기 해서는 계속 때려야 한다. 맞고 때

리고 때리고 맞고 피하고 맞고 때리고 피하고... 정신이 없다. 땀을 분수처럼 쏟

아내며 몸은 알아서 스스로 단하고 움직인다94).

94) ‘길들여진 몸’, ‘길들여진 본능’, ‘길들여진 자연’의 실화는 실제 경기에서의 긴박한

상황에 한 거인체육 소속 권투선수의 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보이

지 않았지만 오랜 연습으로 몸에 밴 본능은 나를 움직이게 했다. 앞이 안 보여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신없이 공격을 이어가는 것 말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8라

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나의 공격은 살아났다”(김주희 201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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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털: 한창 스파링에 맛들었었잖아요?

빼빼: 그쵸. 이게... 맞는 걸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콧털: 어때요 그 느낌이 어때요? 스파링할 때 뭐...

빼빼: 하고 나면 아 숙제 하나 끝낸 것 같다 막 후련한 거 있죠.

콧털: 하기 전에는 어때요?

빼빼: 하기 전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오늘도 청년복서 만나나 막 이러면서 약간은 두

근거림 반 떨림 무서운 거 반 해가지고... 청년복서가 항상 하자고 하니까 ... ... 하고 

나면 엄청 개운하고 좋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오늘 하나 뭔가 진짜 하나 해낸 거 같

다는 느낌이 있죠. 맞고 내려왔는데도.

콧털: 그러면 스파링 하는 순간 순간에는 어때요?

빼빼: 순간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아요. 그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거기에 빠져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원래 잡생각이 

나잖아요. 막 좀 잊고 싶은데 권투하면 그게 싹 사라지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콧털: 겨를이 없으니까.

빼빼: 네.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진짜 뭔가 비집고 들어올.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생

각도 안 나고... 그런 거 같아요 ... ... 완전 심해져요. 힘이 또 너무 들어가니까.

콧털: 그때는 뭐 때리고 맞았다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요?

빼빼: 잘 안 나요... 뭐 그런 건 대충 있죠. 어느 정도는 때렸다 피했다 뭐뭐 하면서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콧털: 그러면 퍽하고 맞았을 때...

빼빼: 안 아파요 별로... 저 요즘 더 들이대잖아요. 맞으면 더 때려야겠다 그러면서.

콧털: 맞았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어요?

빼빼: 어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약간 변태 같기도 하고. 하하.

정작 링 에서 싸우는 동안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지만 막상 링에서 싸우

고 내려오면 그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쾌감이 도처럼 려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무념무상의 순간에 해 할배

는 “살아 숨 쉬는 시간”이라고 표 했고 빼빼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무 좋

은 순간”이라고 표 했다. 그리고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 찰나의 경험에

해 “마음과 몸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나 되는 몰입(flow)의 순간”이라고

표 할 것이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5). 그런데 그 표 이 무엇이

고 어떠하든 이러한 무의식 행동의 질과 양이 의식 행동의 질과 양을 넘어

서게 되는 월 순간의 경험에 한 고백은 권투뿐만 아니라 암벽등반, 달리

기, 스스포츠 등 다른 스포츠의 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것

(Csikszentmihalyi 1975: 74-101; Mandell 1979: 67; Mitchell 1983: 156-15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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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2008)으로서 몸과 몸을 직 맞부딪치는 스 링만의 유물이 결코 아니

다. 범 를 권투체육 안에서의 활동으로만 좁 살펴보더라도 무념무상의 쾌

감을 경험하는 것이 목 이라면 굳이 스 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격렬한 도우복싱만으로도 마라톤에 못지않은 체력소모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권투를 할 때에만 그 에서 특히 (때리고 맞아가면

서) 스 링의 상호작용을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쾌감이 있

지는 않을까?

청년복서: 형 오늘 이따가 한번 하실래요?

콧털: 아...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링에 올라갈 기력이 없다. 넌 어

떻게 지치지도 않고 매일 그렇게 하니. 안 힘들어?

청년복서: 네. 전 괜찮아요 ... ... 또 스파링을 많이 해야 느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려고요.

콧털: 하긴 넌 청년이니까 ... ...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 재밌어?

청년복서: 링 위에서도 재미있고... 특히 링 올라가기 전에 그 긴장감 있잖아요 전기 

오른 것 같은 그 짜릿한 긴장감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형도 

알잖아요. 

콧털: 그렇긴 하지. 그런데 또 맞으면 아프잖아.

청년복서: 하하... 괜찮아요. 그게 또 그 맞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뒤엉키다

가 어느 순간 딱 하고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콧털: 그렇지... 엄청나긴 하지... 그 맛에 하는 거 같긴 해.

“시원하게 맞았다!”: 스 링은 비록 공평의 감각을 유지하기 해 노력하는

호혜 몸싸움이긴 하지만 분명 폭력이 제된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어

디까지나 (비록 실 을 지향하지만) 실 이 아닌 연습이고 싸움이기에 앞서 배

움의 과정이다. 그 기 때문에 스 링을 통해 이루어야 할 요한 목표 하나

는 상 의 몸기술에 나의 몸기술을 맞부딪치면서 서로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다95). 얼마나 덜 맞으면서 얼마나 더 잘 더 많이 때리는가의 문제. 나는 덜 맞

기 해 나의 몸을 최 한 닫아야 하고 더 때리기 해 상 방의 몸을 최 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싸움이 제되

95) 신실한 훈련자라면 스 링을 통해 발견된 빈틈을 다시 마루에서 도우복싱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한 부분을 다시 링에서 스 링을 통해

검해야 한다. 권투훈련은 마루와 링을 오르내리면서 반복되는 도우복싱과 스 링의 끊

임없는 순환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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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첫째는 공간의 싸움. 둘째는 시간/리듬의 싸움. 먼 공간의 싸움은 나

에게 유리한 공격과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 해 분투하는 과정이다. 만약

내가 상 방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 있다면 나의 공간은 안 하다. 그러나

나의 공격을 해서든 상 방의 공격에 의해서든 나의 몸이 상 방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다면 나의 공간은 험하다. 그리고 이때에는 하이가드96), 빙, 더

킹, 커트 등의 수비기술을 이용해 공간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격기술을 통해 공간을 변형하는 것 한 하나의 방법이다. 공격과 수비

는 언제나 연속 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스 링의 상황에서 나와 상 방의 공

격공간과 수비공간은 실시간으로 변형되고 교차된다. 그러다가 만약 나의 수비

공간과 상 방의 공격공간이 일치하는 순간이 발생한다면, 나와 상 방의 공간

의 차이는 무한소가 되고 나의 몸은 상 방을 향해 열린다―거리(dx)의 함수와

무한소의 문제. 다음으로 시간/리듬의 싸움은 나에게 유리한 공격과 수비의 리

듬을 만들기 해 분투하는 과정이다. 나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다

면 상 방에게도 그것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그 리듬은 서로 다르다.

리듬이 흐트러지면 마루에서 갈고 닦았던 몸기술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리듬이

흐트러진 지 의 나는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지기 해서는 호흡을 가다듬으

면서 경직된 몸에 힘을 빼고 본래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호흡은 곧 리듬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스 링의 상황에서 나와 상 방의 공격리듬과 수비리듬은

실시간으로 변형되고 교차된다. 그러다가 만약 나의 수비리듬과 상 방의 공격

리듬이 (역상으로) 일치하는 순간이 발생한다면, 나와 상 방의 시간/리듬의 차

이는 무한소가 되고 나의 몸은 상 방을 향해 열린다―시간(dt)의 함수와 무한

소의 문제. 설명을 해 임의로 공간과 시간을 분리했지만 공간과 시간은 어디

에서나 언제나 얽 있다. 스 링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간의 싸움과 시간

/리듬의 싸움은 얽 돌아가고 상 방의 빈틈에 나의 주먹을 꽂아 넣으려면 우

선 나의 공간과 리듬을 단단히 단속해야만 한다. 그런데 공간과 리듬은 상 방

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계속 변형되고 흐트러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쿵”하고 흐

트러진 공간과 리듬이 일거에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순간! 그 순간의 발

생은 나의 몸이 상 방을 향해 완 히 열려있었음을 확정한다―시공간의 함수

96) 하이가드(high-guard)는 두 주먹을 양쪽 자놀이에 붙이고 팔꿈치를 가슴에 바짝 붙

인 채 상 방의 공격을 버텨내는 가장 기본 인 방어 기술이다. 그런데 가만히 선 상태

에서 이 자세를 취할 경우 갈비 아래의 소는 막아지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권투

선수는 턱을 당기고 등과 어깨를 최 한 구부려 팔꿈치가 갈비 아래에까지 가닿을 수

있도록 오랜 훈련을 통해 몸을 변형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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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한소의 문제, 즉 미분(dx/dt)! 마루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

원의 경험.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원하게 맞았다!”

시원하게 맞았을 때의 쾌감97)은 폭력의 쾌-불쾌에 한 문제로 간단히 환원

될 수 없다. 맞으면 아 고 아 면 불쾌하기 마련이다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픔이나 불쾌가 아닌 시원한 쾌감을 가져다주는 주먹이 있다면, 그것은 호혜

계가 제된 상호 배움의 과정인 몸투기의 상황에서만 실재화될 수 있는 가

능성의 주먹이다. 그런데 어도 거인체육 에서 이 가능성의 주먹을 갖추기

한 조건은 기 이상으로 까다롭다. 첫째, 그 자체로서 힘들고 지루하기 때문에

실패의 험이 매우 높은 입문의 단계를 어떻게든 버텨낼 것. 둘째, 모방-반복-

반성으로 구성된 도우복싱의 방법을 통해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세계로 스스

로를 길들이고 스스로가 길들여질 것. 셋째, 장님의 입회 아래 첫 스 링을

치름으로써 ‘제한된 스 링 자유이용권’을 획득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 사이의 계를 호혜 으로 개시하고 서로 함께 부족한 부

분을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몸투기에 몰입할 것. 결과 으로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몸을 도구로 삼아 부딪치며 쾌의 계

를 맺을 때, 명백히 서로가 서로의 몸에 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

말 잘 배웠습니다.”, “오늘 무 감사합니다.”와 같은 다정한 인사말과 함께 서

로를 끌어안으며 활짝 웃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4. 쉬는 시간

김챔프: 오빠, 오랜만이에요! 한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콧털: 그런가요? 아이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네요. 그새 일주일

이나 지나갔나? 

97) 어도 스 링의 상황에서 “때렸다!”의 순간보다는 “맞았다!”의 순간이 더 잘 인지되

고 지각되고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상의 원인에 해 한 역선수는 다음과 같이 명

쾌하게 정리했다. “당연히 때렸을 때보다 맞았을 때를 더 잘 알 수밖에 없죠. 아 니까.”

그리고 이 쾌감의 순간을 학업의 상황에 용해 비유 으로 표 한다면, “내가 쓴 에

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군가 아름답고 깔끔하게 그것을 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비평을 날렸을 때의 쾌감” 정도가 할 것이다.
98) 정타로 끊어지지 않고 려들어오며 짓 리는 ‘막주먹’은 특히 아 고 불쾌하다. 그리

고 이런 주먹은 때리는 사람의 주먹과 맞는 사람의 몸 모두에 부상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그 기 때문에 유효타를 측정해 승부를 가르는 실제 경기에서 ‘막주먹’은

수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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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챔프: 요즘 바쁜가 봐요. 못 본 지 한참 된 것 같아 ... ... 매일 나오던 체육관사람이 

안 나오면 막 걱정돼.

콧털: 그러게요. 체육관 못 나오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 ... 하여간 뭔가 불편

해요 이제.

비록 세계챔피언이 아닐지라도 ( 한 세계챔피언일지라도) 거인체육 에서 사

람들은 권투를 한다. 그리고 그 에 몇몇은 입문- 도우복싱-스 링으로 구성

된 길들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인체육 사람”이 되어 간다. 물론 그

과정의 심에는 다름 아닌 몸이 있다. 굳이 “몸은 인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이자 기술 상”이라는 모스의 주장(Mauss 1973: 75)을

환기하지 않더라도,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구나 권투-세

계의 심에 몸이 있음을 몸소 알고 있다. 다시 말해, 거인체육 에서 ‘사람됨’

이란 ‘몸-길들이기’에 다름 아니고 ‘몸-길들이기’는 하나의 새로운 권투-개체를

발생시키는 ‘태어남의 과정’99)이다. 그런데 거인체육 에서 몸을 길들이는 모든

과정에는 필연 으로 다른 사람의 몸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특히 서로가 서로의

몸을 길들이는 (쾌의 계가 제된) 스 링을 계기로 서로의 몸은 직 부딪치

고 변형되고 서로를 향해 열리고 뒤섞이며 서로의 몸을 구성한다. 그리고 만약

이때의 몸을 “비록 경계가 명확하지만 그 경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투과성

의 몸”(Carsten 1995: 235)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면, 거인체육 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거인체육 사람”들에로 되어 가는 과정은, 랑카 섬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음식(물질)을 공유함으로써 한식구가 되어 가는 과정(Ibid.: 224-225)100)

과 유사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한-체육 에서 서로의 몸을 공유함으로써 하

99) 거인체육 에서 ‘태어남의 과정’은 마루에서 거울을 보고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제자리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계속

제자리에서 뛰는 발떼기를 배우는 것을 계기로 시작된다. 그것은 일종의 배아의 착상이

다. 이어서 마루에서의 도우복싱과 링 에서의 스 링을 순환반복하면서 하나의 배아

는 하나의 개체로 거듭나기 해 분투한다. 그러나 이 개체화의 과정에는 끝도 완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개체화의 과정에 조력

자로서 함께 참여한다.
100) 말 이 지역의 랑카 라는 섬의 한 집에서 지인 가족들과 18개월 이상을 더불어

살고난 후, 카르스텐은 (피-모유-음식-한솥밥 사이를 가로지르며 환되는) 물질에 한

공유를 매개로 발생하는 계성이 말 이 친족 계의 핵심임을 포착한다. 즉,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사람됨’이라는 사회 특성 때문에

‘사람됨’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족 계 한 임신-출산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닌

사후 으로 물질의 공유를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됨의 과정(a process of becoming)’으

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Carst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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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식구’가 되어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실존의 본질을 계성

으로 포착하는 지 의 논의에서 ‘식구-되기’는 ‘사람-되기’에 선행한다. 군가

나를 “거인체육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거인체육 식

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체육 사람은 체육 식구로서 체육 으로부터 함

께 태어난다.

콧털: 체육관에서 일반인을 선수로 길러내는 거랑 태릉선수촌 같은 데서 선수를 길러

내는 거랑 차이가 뭐에요?

관장님: 사람으로 말하면 세계챔피언 김주희 같은 경우에는 내 뱃속에서 난 새끼가 

세계챔피언이 된 거다 이거야. 그렇지만 태릉선수촌에서 세계챔피언이 된 거는 중간

에서 기른 놈이 세계챔피언이 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슴 아프고 어

느 게 더 감동적이겠냐. 또 어느 선수가 더 잘 되길 바라겠냐. 내 뱃속에서 태어난 

놈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냐. 그거 차이야.

콧털: 그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면서 길러내는 이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관장님: 그럼. 만약에 너 같은 경우도... 너도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애야. 내 여기서 시

작해서 여기서 발떼기를 배웠잖아. 그렇지만 다른 체육관에서 벌써 해갖고 중간에 뭐 

시합도 나갔고 이런 애 맡아서 하는 그런 애는 내 새끼가 아니야. 걔네들은 그거 시

합이 끝나면 자기 애비한테 가는 놈들이고. 너는 저거해믄 끝나면 나한테 찾아오는 

놈이고. 

콧털: 아... 그러면 체육관에서 권투선수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태어나

는 거랑 비슷하네요.

관장님: 똑같애. 그런 게 다 계열이야. 어디 체육관하면 무슨 계열, 거인체육관하면 

또 무슨 계열. 다 족보가 있어.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야. 

콧털: 그러면 거인체육관에서 권투 배운 사람들은 다 저랑 친척이네요? 하하.

관장님: 그렇지. 네 친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야. 나중에 걔들 권투하는 거 보

면 다 비슷비슷해. 체육관마다 그 체육관 스타일이 있다 이거지. 너는 거인체육관표 

아냐. 

한편, 몸을 길들임으로써 체육 사람으로 함께 태어나는 과정에는 언제나

하게 쉬어야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즉 권투를 그 잘 하기 해서는,

3분 동안의 격렬한 훈련으로 몸을 꽁꽁 묶는 것 못지않게 30 의 짤막한 휴식

으로 묶었던 몸을 다시 잘 풀어주는 것 한 요하다. 그리고 이 짤막한 쉬는

시간 동안 체육 사람들은 서로 사 인 화나 ‘공공의 ’에 한 뒷담화를 주

고받으며 몸으로부터 발생한 계의 지속성을 더더욱 강화한다. 결과 으로, 권

투선수로서 그리고 체육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과정은 묶기와 풀기가 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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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의 과정이다. 3분의 훈련이 체육 사람들의 몸을 서로를 향해 열리게 한다

면, 30 의 휴식은 체육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 몸과 마음이 교차하는

역동의 과정. 그것은 다름 아닌 체육 에서 체육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 기 때문에 권투선수가 되기 해 분투하는 체육 사람이라면, 늘 에서 함

께 뛰고 있고 쉬고 있는 다른 체육 사람들의 존재를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

럽게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콧털: 체육관 밖에서도 체육관사람들 생각나고 그래요?

빼빼: 하하, 저는 그런데....

콧털: 스파링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빼빼: 많이 도와줘서 ... ... 함께 한다는 게 있으니까.

콧털: 그러면 만약에 스파링 같이 안 하고 그랬으면 끈끈함이 덜 했을까요?

빼빼: 그럴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섀도우복싱하고 옆에서 조금 가르쳐 주고 얘기하

고 그랬으면 좀 덜 했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스파링하면 땀을 나누니까 ... ... 그리고 

체육관에 가면 같이 있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콧털: 그렇죠... 그때 배려하고 챙기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 ... 그래서 내가 없으면 

허전했구나?

빼빼: 아 그럼요. 청년복서도 없으면 허전하고.

콧털: 체육관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빼빼: 섭섭하겠죠 ... .... 막 사람들도 보고 싶을 거고.

사람들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스스로가 맺는 사람들과의 계들을 그 밖의 다

른 계들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다(이길호 2010: 74). 실제로도 거인체육 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은 쾌의 스

링을 통해 “땀을 나 며” 계 맺은 ‘사람들’을 “거인체육 사람”들로 인지하고

지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계들과 명

백히 구분되는) 그 계성을 념 으로 인지하기에 앞서 감각 으로 지각한다.

그들에게 계성이란 체육 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길들이는 과정을 통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서로의 몸에 새겨 넣어버린 몸의 계성이다. 그리

고 그 몸들에는 여 히 재진행형의 과정으로 거인체육 이 지향하는 정통과

통에 한 강조가 “헝그리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체화되고 있고, 거인체육 이

라는 사회세계와의 계가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다는 증거가 “권투선수의 ”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가고 있으며, 그 사회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감

정 애착이 “내 새끼”라는 이름으로 부착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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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들이 종합된 하나의 총체로서, “거인체육 사람”이라는 이름이 서로의 몸

(과 마음)을 맞부딪침으로써 발생하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맞부딪침으로써

다시 서로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있다. 체육 사람. 그 게 그들은 서로

맞부딪치며 체육 사람이 되어 간다. 없으면 허 하고, 안 나오면 걱정되는 체

육 사람.



- 110 -

Ⅴ. 결론

불과 몇 해 , 나는 ‘낯선’ 거인체육 에 처음 발을 들 다.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문도 모른 채 제자리에서 그 시키는 로 뛰고만 있던 상황을 돌이

켜보면 여 히 불편하고 어색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재 나는

(그리고 나의 몸은) 어느덧 ‘낯선’ 그곳에 길들여졌고 여 히 길들여지고 있다.

그 기 때문에 공사가 다망해 체육 을 얼마간 찾지 못할 때면 어딘가 모르게

몸의 구석구석이 불편하고 어색하기 그지없다. 이제 그곳에 가면, 아니 그곳에

가야 나의 몸과 마음은 편안해진다. 그곳에는 체육 사람들이 있다.

거인체육 은 경계가 명확한 하나의 물리 공간이다. 그리고 그 안에 ‘구락

부에서 체육 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 통과 정통의 역사’가 마루와 링이라는

인공시설물들에 기록되어져 실재한다. 물론 역사의 기록은 재에도 진행 이

다. 체육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마루와 링 에서 발을 놀

리면서 체육 의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 그 게 체육 은 체육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지고 체육 사람들은 다시 체육 에로 길들여진다. 그런데 체육 의 문은

언제나 구에게나 열려 있다. 한 달에 9만원의 회비를 낸 사람이라면 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사회. 그곳에서 체육 사람들은 끊임없

이 얼굴을 바꿔가며 등장하는 돌발 원들의 돌발행동들을 마주한다. 그 지만

충돌과 삭제는 없다. 단지 교란되며 공존할 뿐. ‘ 통과 정통의 역사’가 여지없

이 무시되고 교란되어버리는 와 에도 체육 사람들은 그 경을 애써 외면하

면서 그 묵묵히 기본기에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마루와 링은 그리하라고 그

곳에 있는 것이다. 구리가 터져 버린 빽을 오히려 더 낡은 빽으로 교체하는

정도의 실천을 통과 정통을 애써 기록해두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어낸다면

거인체육 의 인공시설물들에 기록된 역사는 여 히 ‘ 통과 정통의 역사’이다.

그 지만 그것은 끊임없는 교란에 의해 덕 덕 얼룩져버린 통과 정통이다.

그런데 얼룩지지 않은 통과 정통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교란의 흔 은 역

설 으로 통과 정통을 지향하는 순수취향의 흔 을 부각한다. 거인체육 에서

는 무엇보다 권투에 임하는 태도가 순수할 것이 요구되고, 그 기 때문에 물리

공간으로서의 거인체육 에는 이미 순수함이라는 사회 가치가 새겨져있다.

다시 말해, 거인체육 이라는 사회공간 안에서 물 조건과 사회 가치는 서로

의 원인이자 서로의 결과로서 함께 태어난다. 마루와 링은 그러하게 그곳에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공간의 표면 에서 ‘순수한’ 체육 사람들이 순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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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흔 을 기록하며 뛰고 있다.

순수함을 다른 말로 표 하면 헝그리정신이다. 헝그리정신은 세계챔피언이라

는 꿈을 이루기 한 실제 조건이자 그 꿈에 한 지향을 의미하는 상징

기호이다. 헝그리정신으로부터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에 이르기까지 분투하는 과

정, 그것이 로권투이다. 그 기 때문에 로권투체육 이라면 모름지기 “세계

에서도 최고고 돈도 많이 받고 그만큼 유명한 스타”인 세계챔피언을 길러 내려

는 목표가 있어야만 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로권투체육 으로서 기능하기

해 분투하는 거인체육 은 그 꿈을 이루기 해 체육 사람들에게 헝그리정신

을 강제한다. 그리고 이 분투와 강제의 강도가 극 화되는 순간, 다시 한 번 거

인체육 은 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발을 들일 수 있는 열린사회로서 실화

된다. ‘헝그리’한 사람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성공의 여부를

떠나 그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몇 안 되는 사회세계. 그것이

바로 맨몸 하나만 있으면 구나 뛰어들 수 있는 로권투의 세계이다. 그 기

때문에 명백히 로권투체육 인 거인체육 안에서라면 구나 체육 사람들

과 더불어 세계챔피언을 꿈 꿀 수 있다. ‘거인체육 에 깃든 혼’―세계챔피언이

라는 꿈. 그것은 틀림없이 체육 사람들을 지속 으로 뛰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사물에 깃든 혼의 력은 기 이상으로 막강하기 때문이

다. 만약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이 사라진다면 거인체육 의 존재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 거인체육 은 존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이 오히려

하다. 그런데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의 가능성을 실재화하는 과정은 멀고도 험난

하다. 보다 사실 으로 말해, 폭력과 괴를 도구로 삼아 군가를 떨어뜨리기

해 열리는 잔혹한 투기(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구조 으로 불가능하

다. 군가를 떨어뜨리기 해 열리는 로권투는 죽기 해 싸우는 자살게임과

도 같다. 어쩌면 세계챔피언이라는 꿈은 본질 으로 달성할 수 없는 ‘꿈같은’ 꿈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꿈이 없다면 로권투도 거인체육 도 없다. 그러면

몇 안 되는 열린사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비록 달성할 수 없을지라도, 그 꿈

을 향한 분투가 어느 몽상가의 맹목 투기에 불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같은’ 꿈이 있기 때문에 체육 사람들은 뛸 수 있다. 요한 것은 분투의 과

정이다. 비록 세계챔피언이 아닐지라도 꿈이 깃든 거인체육 안에서 체육 사

람들은 오늘도 뛴다.

거인체육 에서 물 조건과 사회 가치를 공유하는 체육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맞부딪침으로써 서로를 길들인다. 즉, 그곳에서 체육 사람은 다른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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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더불어 뛴다. 사람들이 함께 뛰는 사회. 거인체육 . 그러나 그 사회는

집합 이라기보다는 계 이다. 왜냐하면 거인체육 에로 첫발을 떼는 입문의

과정에는 몸을 매개로 개시하는 새로운 계만이 제되어 있고, 스스로의 몸을

거인체육 의 몸기술들에로 길들이는 모방-반복-반성의 과정에도 타인의 몸과

의 연결만이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가 집합에 선행하는 열린사회. 그 발

생의 심에는 몸이 있고 이때 요한 것은 몸들이 연결되는 과정이다. 물론 과

정은 구에게나 열려있다. 조건도 간단하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기가 기 이

상으로 까다로울 뿐이다. 습 의 변형은 불가피하고, 그곳에서 (비록 세계챔피

언이 아닐지라도) 사심없이 그 권투를 잘하고 싶다면 체육 사람들과 두루두

루 잘 지내며 함께 체육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 동참해야만 한다. 바꿔 말

해, 그것은 나의 몸과 다른 나의 몸을 상호주 으로 연결하고 변형함으로

써 몸의 계를 만들어 나가는 ‘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열린

과정의 심에 호혜 몸싸움으로서의 몸투기가 자리하고 있다. 계의 성공

인 개시와 호혜 선순환이 제된 상호 배움의 과정으로서의 몸투기. 링 에

서 때때로 실화되는 성공 인 몸투기의 순간, 서로의 몸은 서로의 몸을 향해

활짝 열리고 권투의 본질인 폭력은 ‘쾌의 경험’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때 우리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원하게 맞을 수 있다. “시원하게 맞았다!”― 계의 발

생! 그 게 우리는 링 에서 서로의 몸을 맞부딪치는 과정 안에서 함께 태어난

다. 나의 몸과 의 몸은 직 으로 연결되고 타인은 이제 더 이상 가 아니

라 나와 닮은 다른 나이다. 사실 나와 나( )는 마루 에서 함께 뛰는 동안

이미 닮아 있었다. 그 잘해보려고 분투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서로의 몸기술

들이 닮아버린 체육 사람들은 그 기 때문에 이미 남이 아닌 우리 체육 식구

들이다. 거인체육 에 가면 체육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아니 그곳

에 가야 나의 몸과 마음은 편안해진다.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기 해, 다시 이 민족지연구의 출발 으로 돌아가 보

자. 거인체육 이라는 낯선 장( 상)에 ‘필연 같은 우연’으로 맞닥뜨렸던 연구

자(나)는 반사 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단순하고 커다란 연구질문 하나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왜 굳이 맞고 때려가면서 권투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 나아가려는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나는 그 낯

선 장에서 몸소 분투했고 그러는 동안 나의 몸과 지각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거인체육 의 물 조건과 사회 가치에 실제로 길들여져 갔다. 바꿔 말해,

어도 그 사회공간 안에서 땀 흘리는 동안 만큼은 나 한 (비록 세계챔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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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지라도) 세계챔피언을 꿈꾸는 순수한 ‘헝그리복서’로서 발을 놀리고 주먹을

날려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다면 이제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최 의 질문

도 약간 수정되어 구체 인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거인체육 에서 굳이 맞고 때려가면서 권투를 하는가?”

거인체육 에 들어서면 나는 ‘객 화되기 이 의 나’로 돌아간다. 나는 그곳에

서 더 이상 그 무엇도 아무 것도 아닌 잠재 인 것이 된다. 그 , 아직 완성되

지 않은 미결정성의 몸들이 우 거리는 그곳에서 한낱 이름 없는 연습생으로서

무어라도 되어 보려고 분투할 뿐이다. 물론 이 ‘됨의 과정’은 본질 으로 실패의

험성을 내포한다. 나의 몸에 내제된 바깥-세계의 습 은 훈련을 통해 천천히

권투-세계의 습 으로 바 어야만 한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 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여기서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즉, 권투-세계에

서 요구하는 객 화의 과정에 들어섬으로써 나는 발생의 시작 에 다시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 으로 거인체육 안에서 나는 “콧털”이라는 이름을

획득한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직 객 화된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은 (개체가

아닌) 배아에게 붙여주는 임시 인 이름일 뿐이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

지만 나는 여 히 무언가가 되어 가고 있다. 나는 살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체육 사람들이 함께 놓여 있다. 우리는 살아 있다. 물론 그들은 나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닮았다. 아니, 서로 닮아가고 있다. 우리는 함께 무언가가

되어 가고 있다. 여기는 미결정성으로 가득한 개체화의 장이다. 이곳에서 우리

는 객 화되기 이 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 분화는 나 의 일이다. 그 기

때문에 체육 안에서는 나 할 것 없이 아직 모두 미완성이다. 우리는 함께

무언가가 되어가기 해 오늘도 마루 에서 뛰고 있다. 서로의 몸기술들을

의주시하며 모방하고 서로의 몸을 링 에서 맞부딪치며 변형시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태어난다. 그리고 이때, 연구자는 ‘유사친족 계’의 발생을 목격한

다. 물론 ‘유사친족 계’라는 학문용어의 선택은 으로 연구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체육 사람들은 “거인체육 사람”들을 “거인체육 식구”

들로 인지하고 지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체육 사람

들은 그 계성을 념 으로 인지하기에 앞서 감각 으로 지각한다. 그곳에는

체육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환기하자. “나는 왜 거인체육 에서 굳이 맞고 때려가면서

권투를 하는가?” 그리고 질문에 한 답으로 목 이나 이유가 아닌 분투의

결과를 제시해도 무방하다면 답하자. “거인체육 에 가면 함께 꿈꾸며 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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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체육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제 거인체육 에 가면, 아니 그곳에 가야 몸

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 나는 갈 곳이 생겼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에 몸으로 계 맺어진 체육 사람들도 생겼다. ‘한 달에 9만원’으로 표상되는

‘헝그리’한 몸투기의 가로 이 정도면 과분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의 문은 오늘도 구에게나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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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dy-Speculation:

An Anthropological Ethnography on Becoming a Boxer

Hong, Sung Ho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piece of anthropological ethnography answering the question

that “Why do people do boxing in the face of violent extremism”. Growing

through experiencing ‘a process of becoming a boxer’, the researcher

becomes a boxer as well as a member of the gym. As the final outcome, it

proposes three different layers of subjects, and synthesizes them: 1) A

boxing gym as material. 2) A dream of being world champion as spirit

carved into material. 3) A boxer's body crossing between material and spirit.

At first, materiality of the gym is external environment and material

culture affecting boxers' thinking-behavior unconsciously. In this context,

the gym floor makes people acquire fundamental body techniques

individually, whereas the ring makes people experience actualization of

unconscious body movements in an intersubjective way. Also, the heavy bag

is no less important than two artefac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boxing is

eventually striking a opponent's upper body with clenched fists. Meanwhile,

a unique social structure is found through the process of unravelling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gym from materiality. It, then, forces mundane

encounters between boxers and non-boxers, and consistently requires boxers

to keep their heads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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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the researcher turns his eyes from the gym to the outside

boxing world, where professional boxing, or prizefighting, is a kind of deep

play. In this situation, what an earnest professional boxer dreams of is being

a world champion. He/she, therefore, should continue to fight to realize the

dream, but it can hardly be realized structurally, i.e., most of their dream

actually end in tragedy. Professional boxing is a kind of suicide game.

Nevertheless, the speculation for the dream goes on and on because,

paradoxically, it can hardly be realized.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oxers is how it is perceived at specific events in the process of

challenging itself. A form of professional boxing, meanwhile, is very similar

to that of sacrifice. A squared ring distinguishes purity from the realm of

everyday life, and keeps it tied up to function as an altar. In this context, a

boxer becomes a victim as well as a sacrifier for the ritual by transforming

his/her reduced body into an immortal body passionately. Moreover, he/she

projects his/her body for himself/herself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sacrifice, the unity of the sacred and the secular.

The researcher finally turns back inside the gym, and discovers

bodies of members constantly sweating. They have been taming each other

and tamed into the gym because they shares material conditions and social

values. It is ‘a process of becoming’ that links and transforms my body to

the other body intersubjectively, i.e., it generates body-relatedness.

Body-Speculation, furthermor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is opentype

process which a successful initiation and a reciprocal virtuous cycle are the

prerequisite to. In a moment of the successful body-speculation actualized on

the ring sometimes, each body is wide open to each other, and the nature of

boxing, violence, is converted into the experience of pleasure. Consequently,

the researcher becomes not only a boxer who embody specific body

techniques, but also a member who has a strong emotional attachment to

the gym.

Keywords: Boxing, Body, Structure, Deep Play, Sacrifice, Reciprocity

Student Number: 2013-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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