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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연구

전 재 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결속과 유지를 설명하는 상호작용 의례 이

론을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를 탐색함으로써 운동부 문화를 이

해하는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 셋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학생선수들에게 어

떻게 내재되는가? 넷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의 지배적 질

서는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에 연구방법으로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다중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

다. 연구에는 총 4개의 고등학교 운동부와 17명의 선수가 참여하였

으며 심층면담, 비참여관찰, 연구자 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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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사례 간의 공통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은 

유대와 순응의 의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대의례는 시간과 공

간, 그리고 운동을 통해 관심과 정서를 함께하는 공유의례와, 다른 

집단과 운동부를 구별하는 시각적 행위적 구별 의례, 마지막으로 시

합에 출전하고 몰입하며 경험하는 시합의례로 드러났다. 또한 순응

의 의례는 운동을 위한다는 명목에 행해지는 제도적, 권위적, 수단

적인 통제의례와 위계적 구조 속에서 지도자와 선배 앞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권력 의례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의 정당화는 운

동의 상징성, 도덕성, 정서적 흐름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운동의 상징성은 선수로서의 본분 강조, 운동공간의 공적화, 지도자

의 상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징성은 선수의 본분을 지키고 운동

장에서의 예의범절, 그리고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집단의 도덕성

을 형성시켰다.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긍정적 정서를 강조한 반면, 

비도덕적 행위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배척과 처벌을 

통해 이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집단

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작용 의례의 메커니즘으로써 집단 상

징을 보호하고 집단이 공유하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었다.

셋째,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의 내재화 과정은 눈치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는 눈치껏 학습하기, 눈치껏 행동하기, 눈치껏 따라 하기

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지도자와 선배가 요구하는 바를 눈치껏 학습

하였고 존대와 처신의 행위를 통해 상대의 마음에 들도록 눈치껏 

행동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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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않기 위해 선수들은 집단이 요구하는 바를 눈치껏 따라하며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동부에게 상호작용 의례는 학생선수들에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운동부 안에서 상호작용 의례의 과

정은 학생선수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을 확

인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지만, 운동에 대한 상징성을 지나

치게 강조함으로 인해 운동 외 것들은 사소화 되고 선수들에게 맹

목적 수용을 야기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호작용 의례의 이론적 틀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으며 그동안 비판받아온 운

동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중심적이고 이론적 확

장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주요어: 상호작용 의례, 운동부, 정서, 상징, 도덕성, 뒤르켐, 고프먼, 

콜린스

학  번: 2013-3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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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느 사회나 집단에는 그들만의 규칙과 규범이 존재한다. 그 형태

는 명시적일수도 비명시적일 수도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집단을 형

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학교 운동부

의 역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다(류태호, 이주욱, 

2004). 선수들끼리 공유하는 그들만의 공간, 복장, 규범, 규칙, 그리

고 행동 양식을 따라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구별 짓고, 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동일하다고 인식한다(강유원, 강덕

모, 김이수, 2011). 이런 집단동조의식들은 ‘우린 너희와는 달라’

라는 인식 하에 선수들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함으로

써 운동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를 학교 운동부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면, 한국의 학교 운동부는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오며 엘리트 스포츠 발전의 핵심

적 역할을 해 왔다(류태호, 2005; 박원길, 임수원, 2003).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과도한 훈련, 폭력의 일상화, 학습권 침해 등의 부정

적 측면들이 공공의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박재우, 김동학, 

2016;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 그 속에서 보이는 선수들의 미

온적 태도와 주변의 암묵적 인정(권순용 등, 2011) 그리고 이것을 오

래된 관습으로 인식(함정혜, 박현애, 2007)하는 운동부의 내부적 반

응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운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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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있어왔지

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여전히 

반복되는 것일까? 운동부에는 이런 인식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자

리 잡고 있는 것일까? 선수들은 왜 부당함 앞에서도 이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순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게 그들의 문화

인가? 다시 말해, 운동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운동부의 이런 지배적 질서가 유지되고 선수들이 이에 동조와 

순응하며 문제의 사소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이냐는 것

이다. 여기에 본 연구의 핵심이 있다.

그 동안 운동부 문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운동부 문화의 대표적 특징은 권위주의, 수직적 

의사소통,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순응의 문화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즉, 운동부는 승리를 위한 목적과 함께 위계를 강조하고 집단의 통

합과 순응, 그리고 복종을 강요하며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존재했으

며 이것이 바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라 볼 수 있다.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를 주제로 한 연구들(고영완, 안병수, 이강

우, 2015; 권구명, 이종영, 2016; 권순용 등, 2011; 박순오, 김종걸, 

2014; 박재우, 김동학, 2016; 송우엽, 2003; 이양구, 홍희정, 2017; 이

윤영, 2007; 이철웅, 정용철, 2017; 이혁기, 임수원, 2010; 정봉현, 김

하영, 2017; 정승재, 2012; 조용찬, 허현미, 2011)은 선수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

당하는 실태와 선수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정책적, 법률적, 교육적 차원에서 제

시를 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운동부 지배적 질서의 근원을 탐색

하기 보다는 표면적인 문제제기와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선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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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선수들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있었

지만 이 역시 권력구조 또는 학교운동부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같은 구조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전문가들 역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

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관하여 운동부 내 그들만의 질서와 규범, 

암묵적 규칙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

지만 여전히 운동부에 존재하는 독특한 환경적, 상호관계 특성을 고

려한 맥락적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문제 발생 너머에 존재하는 

운동부의 고질적 문화와 지배적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근원

적 맥락을 살피기 위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자리 잡아 

가는지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

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결되지 않는 물음을 확인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지속되고 정당화되

는 메커니즘을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한 미시적 메커니즘의 도구로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 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이론은 집단의 질서가 어떻게 만

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구성원들 행위의 관습과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Emile Durkheim, Erving Goffman, 그

리고 Randall Collins를 통해 점차 발달해 왔다. 그들의 이론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는 계약과 같은 합리적 합의가 아닌 정서와 

같이 더 심층에 자리 잡은 비합리적 감정에 기초함을 전제로 한다

(Durkheim, 1912, 1965). 이러한 정서적 흐름을 바탕으로 집단의 성

원의식, 도덕적 신념, 관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호작용 의례이며 

이것이 사회를 형성, 유지하며 때로는 해체시키기도 하는 사회적 기

제임을 설명한다(Collins, 2004/2009). 

상호작용 의례는 하나의 과정이다. 집단의 습관이나 관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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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암묵적 규범과 규칙이 생성되고 유지되며 이에 따른 행위규

칙들이 구성원들에게 요구되고 따르게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

합하다. 이런 행위규칙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들이 포함되는데

(Goffman, 1971), 예컨대, 규명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을 만나면 의례

적으로 하게 되는 인사부터 시작해,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입는 

것, 윗사람 앞에서 갖춰야할 아랫사람의 예의 등을 들 수 있다.

상호작용 의례는 정서(emotion), 상징(symbol), 도덕성(morality) 이 

세 가지 구성요소의 작동 원리를 통해 사회를 설명한다. 먼저 정서

란 Durkheim이 이야기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비합리적 감정

(Durkheim, 1912)으로 집단이 공유하는 지배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의례 이론은 사회의 실재를 유지시켜주는 조건을 정서에

서 찾고 있는데 여기서 정서란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닌 보

다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례 과정을 통해 개인이 어

느 정도의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따라 집단의 유대와 해체가 역동적

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의 강화와 전환이 집단의 유대를 

생산하고 사람들의 행위동기를 자극시키는 총괄기제인 것이다. 그렇

기에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에서 선수들의 정서가 어떻게 

공유되고 변화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징은 자신들이 집단 성원임을 떠올리게 해주는 집합적 재현물

(Collins, 2004/2009)로, 성스러움을 동반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요구

하는 특징이 존재한다(Collins, 2004/2009; Durkheim, 1912; Goffman, 

1967/2013). Durkheim에게 상징은 종교적 상황 안에서 십자가와 같

은 대상이며 이에 대한 숭배의 감정이 사람들에게 복종과 존경을 

요구함을 설명했으며, Goffman은 상징을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

상’으로 보고 대인 관계에서의 그 대상은 나와 상대의 자아로 상

대방의 자아를 존경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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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조절한다고 설명한다(Goffman, 1956, 1967). Collins에게 상

징은 사회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지이자 집단을 표상하는 것으

로 집단 구성원은 크나큰 외경심으로 이 상징을 다루고 보호하려는 

감정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징과 그 상징에 부여되는 성스

러운 감정들은 집단 사고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믿는 관념을 생

성시키며 결국 집단 행위규칙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은 집단이 공유한 주관성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 인식하는 가령,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든가 살인을 

저지르면 안된다든가 하는 사회 통념상의 도덕과는 다른 개념으로 

집단이 공유하는 의로운 감정과 행위를 의미한다. 이 도덕성의 기준

은 집단이 성스럽게 여기는 상징을 따라 생성된다. 상징의 의미를 

저해하고 집단이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한 행위를 위반하는 것에 대

해 정의로운 분노와 집단을 지키려는 도덕적 감정이 바로 상호작용 

의례의 도덕성이다(Collins, 2004/2009; Durkheim, 1912; Goffman, 

1967/2013).

성스런 감정이 부여된 집단의 상징이 만들어낸 집단 행위규칙의 

기준은 집단의 주관적 도덕성을 만들어 낸다. 상징을 유지하고 그 

의미를 견고히 하는 신념과 행위들은 도덕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반대로 상징의 성스러움을 해하는 것들은 불경스럽고 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서의 변화를 통해 

집단 구성원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서, 상징, 도덕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작동원리를 통해 집단

(사회)의 질서와 규범의 생성과 유지를 설명하는 상호작용 의례이론

은 불평등한 자원 혹은 권한을 지닌 개인들인 집단에서 어떻게 집

단 질서가 형성돼 가는지를 관찰하는 좋은 도구적 관점을 제시한다. 

계층화된 상호작용이란 권력자와 비권력자간의 의례를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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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는 위계적·수직적 형태의 구조를 띈 집단 성원의 의례행위

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접근은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간의 관계가 엄격한 우리 내 운동부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다.

권력의례로 설명되기도 하는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는 의례의 과

정에서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 간에 경험하는 각기 다

른 의례행동을 정서, 상징, 도덕성의 관점으로 역시 설명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명령을 내리는 자는 집단의 상징이 된다. 이에 따

라 성스러운 대상이자 상징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집단의 지배적 

정서가 되며 이를 거스르는 것은 상징을 모독하는 즉, 집단의 관점

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구성원의 비난과 분노를 받게 된

다. 만일 윗사람의 감시와 지배를 피할 도리가 없게 되면 의례적으

로 항상 성스러운 대상을 공경하도록 강요받는 의식구조가 생성되

고 지배적 상징을 일종의 미신 숭배하듯 따르게 된다(Collins, 

2004/2009). 즉, 아랫사람에겐 명령에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례, 

윗사람에겐 그 명령이 곧 집단의 상징이 되는 의례가 바로 그 것이

다. 

이렇듯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에는 최

소 의례에 참여하는 그 순간만큼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동의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례적’  순응을 하게 된다. 즉 전체를 관통하

는 지배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 구성원들의 행위를 강제하게끔 하

는 본 의례는 순종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운동부

와 비슷한 군대, 교도소, 경찰조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Collins, 

1975; Montagner, et al., 1988). 이렇게 정서, 상징, 그리고 도덕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작동하는 상호작용 의례는 집단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나 상호작용 의례에서는 ‘정서(emotio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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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속의 중요한 측면임을 말한다. Durkheim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근대화,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가치와 삶이 중요시되면서 공

동체를 강조했던 이전과는 달리 사회가 파편화 개인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가 유지되는 결속의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사회결속이 정서와 같은 비합리적 측면에 있다는 상호작용 의례 이

론의 접근은 점차 사회가 개인화 되어가고 더욱이 위계적이고 부정

적 문화를 지녔음에도 운동부가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는 이

유를 설명하는 중요성과 타당성을 내포한다. 아울러 그동안 운동부 

지배적 질서가 주로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음

을 고려할 때, 미시적 측면에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을 

설명하고자 함은 기존 연구들이 설명하지 못한 집단 그리고 사회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

호작용 의례는 운동부의 문화 즉, 지배적 질서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다각적 관점을 열어줌과 동시에 선수 집단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

론적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어

떻게 형성·유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Durkheim이 논의한 

의례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통합을 한다는 기능론적 함의에 주목함

과 동시에 Goffman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례 행위를 통해 집단 규범

과 사회성이 형성된다는 미시적 행위론적 함의 그리고 이를 통합적

으로 고려한 Collins의 의례는‘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선수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부의 문화를 상호작용 의례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고 해체하는 

과정은 운동부의 현 문제 저편에 존재하는 근원을 바라보려는 새로

운 시도이며 동시에 선수들 행동에 내재된 복합성을 이해하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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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내부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생성, 유지되고 정당화, 당연시 

되어가는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운동부 환경을 구성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상호작용 의례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것이 실제 운

동부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

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

게 선수들에게 정당화되고 내재화되는지 그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

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어떻게 정당  

       화 되는가?

셋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학생선수들  

       에게 어떻게 내재되는가?

넷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학생선수    

       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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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운동부(school athletic team)

운동부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학생선수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뜻한다(학교체육 진흥법, 2013). 최근 방과 후 활동이

나 학교스포츠클럽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동부가 이들과 가장 구별

되는 특징은 학생선수이냐 아니냐는 점이다.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

스포츠클럽은 일반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운동부는 학

생선수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운동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기에 운동부가 포함하는 집단의 범주가 매우 넓다. 이에 

운동부 문화를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고 그 동안 운동부 

문화를 충분히 습득한 고등학교 운동부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학교 운동부를 

의미한다. 

2)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

통상적으로 의례란 형식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와 관행을 의미하며 

그 중 상호작용 의례는 보다 미시적 측면에서 보다 개인과 개인 간

의 일상생활에서 행위들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의례는 Goffman과 

Collins에 의해 주로 제시된 것으로 Goffman은 어떤 대상 앞에서의 

상징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며 Collins는 신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와 집단소속의 상징을 창출하는 기제라 정의한다(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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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9; Goffman, 1956, 1967/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상호작

용 의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행위규칙들에 의해 요구되는 

습관이나 관습에 따라 대면적(face to face)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

어적, 비언어적 행위들을 포함하는 집단의 암묵적 규범과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종목 특성에 따라 개인종목과 단체 종목 

선수들로 운동부의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지향점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운

동 종목별 특성이나 운동선수의 성격과 같은 다양한 집단 별 상황

과 개인적 속성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범위는 운동부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기

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의 특성상 교장이나 담임선생님과 같은 

학교 관계자,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부모님 등 주요 타

자들과의 관계가 운동선수와 운동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운동

부 안에서의 상호작용 의례에 집중하고 있기에 운동부의 주요 구성

원이 아닌 이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탐색한 상호작용 의례는 대면적 상황에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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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의례 이론은 실제 신체적으로 함께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의례를 탐색하

는 연구들(Ling, 2009; 강민정, 2014; 심보선, 2014; 유보미, 2014; 윤

명희, 2012a, 2012b, 2013; 윤명희, 2013; 장현미, 2013; 정준희, 김예

란, 2010)이 많이 보고됨으로써 상호작용 의례 이론의 적용 가능성

이 넓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래 제기된 이론적 관점에 충

실하고자 대면적(face to face)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의례만을 범주

에 두고자 한다. 이에 선수들 간에 주고받는 문자나 메신저와 같이 

온라인에서 행위는 제외하며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의 일어나는 선

수들 간의 실천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만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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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운동부 문화

1) 운동부 집단 특성

운동부는 사회집단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이란 공통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하는 개인들의 모임으로 

집단 전체의 복지, 동료에 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우리성’을 

갖는다(Zander, 1982). 아울러 서로 간에 동질의 감정과 상호 관심의 

초점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위를 위해 모인 단발적으로 모

인 군중이나 모임과는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집단이라 부

를 수 있음에는 구성원 상호의존적 관계는 물론 공동의 목표를 갖

고 있어야 한다. 운동부 역시 스포츠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매개로 

승리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집단

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동부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 운동부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집단으로 단단하게 결속된 팀 의식, 치열한 스포

츠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집착 이외에도 지도자의 우수한 지도력

을 요구한다(임번장, 1996). 또한 상당히 과제 지향적이며(Landers, 

et al., 1981), 집단 정체감, 공유된 목적의식, 구조화된 상호작용 형

태와 의사소통 그리고  과제로 목적화된 상호의존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Carron & Hausenblas, 1998). 뿐만 아니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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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동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목적의식의 공유, 

총체적 정체감 등을 기반으로 확립된 의사전달 체계 및 집단 성원

간의 상호의존 및 응집력의 생성(Landers, et al., 1981)이라는 점 역

시 운동부가 가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집단은 스

포츠를 매개로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명백하고도 공론화된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 간 확립된 의사소통 체제

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적 집단이다.

아울러 운동부는 바로 조직화된 구조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스포

츠 집단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집단역할이다

(Weinberg & Gould, 1999). 집단역할은 집단 내의 개인에게 기대되

고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으로 스포츠 지도자에게는 우수한 기술을 

가르치고, 선수에게는 훈련에 보다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주장에게는 구성원 간 불협을 조정하고 선수들을 대표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역할에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형태가 존재한다

(Weinberg & Gould, 1999). 공식적 역할(formal role)은 조직의 성격

과 구조에 의하여 정해진다. 감독, 코치, 주장 등은 바로 스포츠 집

단 내에서 정해진 공식적 역할이며, 축구의 골키퍼, 농구의 가드, 배

구의 세터 등은 집단에서 부여한 수행에 관한 공식적 역할이다. 모

든 조직체 또는 스포츠 팀에는 반드시 특정 역할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이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기를 기대한다. 반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공식적 역할 이외에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형성되는 비공식적 역할(informal role)도 있다. 스포츠 집단 내에 

한 선수는 비록 자신이 팀의 주장으로 공식적인 지정을 받진 않았

지만, 성격과 운동능력, 힘, 친화력 등을 바탕으로 비공식적이지만 

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운동부는 조직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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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집단이다. 

또한 운동부는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공통된 목표를 통해 형성된 

집단은 이후 구성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도자와 집단 내 규

범이 형성된다. 그 후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써 관계에 변

화가 일어난다. 이후 생성된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해나가며 협력체

제가 이루어지고 정보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집단의 안정성과 효

율성이 극대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Carron, 1980). 즉, 운동부 집단

은 상당히 구조적이며 대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

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한 조직적 집합체로 운동부를 이해하기 위해

선 이런 개념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운동부 문화 특성

그 동안 보고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운동부는 권위적, 수직적 의사

소통 체계,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순응의 지배적 문화를 갖고 있으

며, 이 때문에 폭력적이며 사고보다는 행위중심의 하급문화라는 부

정적인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준성, 한만석, 류태호, 

2014). 이런 부정적 담론 형성에는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 관계(박재

우, 김동학, 2016), 집단주의 문화, 유교문화의 잘못된 답습(Park, 

Lim, & Bretherton, 2012), 운동이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이상적인 구조(김역찬, 이종형, 2015; 엄혁주, 2015)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운동부가 내포하고 이런 문화적 특성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운동부 관련자들(지도자, 선수, 부모)간의 불균형적 권력관

계가 운동부의 부정적 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도자는 선수들의 

진로, 시합 출전과 같은 사안을 결정짓는 자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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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한다는 점에서 권력관계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강신녀, 

류태호, 2013; 박재우, 김동학, 2016). 

이런 불평등한 힘의 논리를 통해 지도자에게 강한 권력의 부여가 

가능케 하는 것은 운동부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탓이라 

볼 수 있다. 체육특기자제도의 시행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도 운동만 

잘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리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를 정

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학

업을 뒤로 한 채 승리를 바라보며 경주마처럼 운동에만 매달려 진

학을 위한 시합출전과 우승이라는 현실 속에 선수들은 놓여 있었다

(김동환, 김승용, 김동학, 2014; 엄혁주, 2015; 전상미, 전정우, 최천, 

2010). 

이런 구조 하에 자신의 경기실적과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의 위치는 선수들을 위축시키고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순응으

로 이어졌다. 부당한 행위를 규율 및 훈육으로 정당화시켜왔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 아래 이러한 부정적 문화

들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류태호, 2005; 임수원, 2005; 홍덕기, 

류태호, 2007). 국가인권위원회(2010) 조사결과, 운동부 내 폭력이 훈

련이나 경기력 향상, 정신력 강화, 경기결과의 문책 등 교육적 목적

이라는 미명 아래 행사되었다는 점은 지도자가 행하는 부당한 대우

에도 상대적 약자에 놓여있는 선수들이 이를 수용하고 체념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를 뒷받침 한다.

수용적 태도를 더욱 요구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문

화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개인주의 보

다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성원에 대

한 동조압력(conformity pressure)이 강한데, 이는 집단 구성원간의 



- 16 -

일치된 행동을 하길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웅, 2003). 즉, 집단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피하고 함께하려는 경향이 높다. 운동부와 

같이 집단성이 강조되는 곳에서는 이런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구성원 간의 동질성과 동조압력이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이

다.

또한 한국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치

관을 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성격을 강조하는 군대문

화의 잔존 등 이런 가치들이 운동부 문화 안에도 여전히 작동하여 

운동부내의 위계적이고 수직적 서열 관계와, 집단주의적 가치를 생

산한다(김대환, 2006).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집단주의 문화, 전통적인 

유교사상 하에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지도자

나 선배와의 위계질서와 맹목적 수용이 강요되는 문화를 자동적으

로 습득하게 된다. 더욱이, 이것이 운동부 내의 이상적인 것으로 간

주되어 지도자나 선배의 잘못된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도 수용하거

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로 간주되고 있다(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이런 운동부의 내부적 특성 이외에도 다른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학교에 소속되어 학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학교 운동부의 특성상 선

수들은 교실 안에서 일반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며 주변화되고 있었

다(박창범, 서재하, 김기출; 2012; 송정은, 원형중, 최재섭, 2014; 이

철웅, 정용철, 2017; 홍덕기, 류태호, 2007).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이 

정립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담론형성과 함께 보다 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교실 안에서 선수들은 마

치 이방인처럼 학생도 선수도 아닌 채 존재하고 있었다.

즉,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함께 성장해온 운

동부는 불평등한 권력구조, 개인의 성장보다는 진학을 위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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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저자 년도 제목

선수로서

의 삶의 

과정

이철웅, 정용철 2017
학생선수와 은퇴선수의 삶에 대한 내러티

브 탐구

박재우, 김동학 2016
학교운동부 문화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정

책 대안

권구명, 이종영 2016 대학운동부 ‘들러리’ 선수의 생활세계

남광우, 조욱상 2015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좌절과 성공

강덕모, 강유원 2012
변화하는 운동문화에 존재하는 학생선수의 

경험과정

표 1. 최근 운동부 문화 관련 선행연구 

로 활용되고 있는 운동부 구조, 유교 및 집단주의와 같은 한국사회

의 특징들로 인해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 차원에서 선수들을 

교실 안으로 밀어 넣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교실 안에서 학생도 

선수도 아닌 채 혼란을 겪으며 존재했다. 이런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운동부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전히 바뀌어야할 문제로 논

의되고 있는 운동부의 부정적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3) 운동부 문화 관련 연구

운동부와 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선수들의 보다 안정적인 선

수생활이라는 큰 지향 아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다. 

최근 학교운동부 관련 국내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선수로서의 

삶의 과정, 학습권 보장, 폭력 및 구타와 관련한 선수들의 인권과 

관련한 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최근 행해진 운

동부 문화 연구들을 각기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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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이양구, 홍희정 2017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진단과 

발전과제

이용식, 박진경,

정영린, 김원경,

장지훈, 최만식

2016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정책불응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이제성, 백종수 2016
‘학습권 보장제’에 따른 학생선수의 최저학

력 수준 및 수업참여 실태 분석

김옥천, 임수원,

전원재
2016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school 운

영의 문제점과 금후과제

김종성, 김상범,

손환
2015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학생선수 학습지

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

선수 

인권

정봉현, 김하영 2017 고교 운동부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탐색

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대학운동부 공간과 폭력문화의 재생산 담

론

박순오, 김종걸 2014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효과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재 2013

스포츠권의 헌법상의 지위: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

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용식 2012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1) 선수로서의 삶의 과정

선수들의 삶을 들여다본 연구들은 운동선수로서 때로는 학생으로

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험하는 삶의 과정과 어려움, 그 

안에서의 가치들을 살피고 있었다.

먼저 이철웅, 정용철(2017)의 연구는 은퇴한 선수들과 현재 활동하

고 있는 선수들 간의 비교를 통해 변화한 운동부 문화의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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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수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었다. 과거 폐쇄성을 보이던 운동부 

문화와 달리 최근의 선수들은 고립된 틀 안에서 벗어나 보다 미래

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과 실천을 행하고 있었으며 선수로서의 성적, 

메달 안에 갇힌 미래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며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로 변화해 감을 밝혔다. 

박재우, 김동학(2016)은 선수들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선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수들의 삶에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을 외면

할 수 없으며 그 중 학교스포츠의 권력의 핵심인 지도자의 변화가 

수평적 권력관계에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 운동부 문화를 만들 것이

라 제언하고 있다.

권구명, 이종영(2016)은 비교적 조명 받고 있지 못하는 비우수 선

수들이 경기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갈등

과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들러리 선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합리화와 회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진로탐색, 우수 동급선수에 비해 잦은 심부름을 수행해

내며 선배의 비위를 맞추고 불합리한 상황에 굴복하며 집단에 살아

남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동규칙을 보였다. 

남광우와 조욱상(2015)의 연구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현실

적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한 학생선수의 삶

을 들여다봄으로써 학생선수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교육적 환경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교과교사들이 가진 학생선수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선수 본

인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보다 윤택한 선수들의 삶과 사회

생활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강덕모, 강유원(2012)의 연구는 새로운 운동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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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올바른 학생선수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 운동만 강요되는 문화에

서 학업이 중요시되기 시작하면서 상충되는 변화에 따라 선수들은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학생선수로 거듭나거나, 현행 학사 및 훈련 시

스템의 부담으로 현실을 거부하거나 부정 사고로 무의미한 선수로

서의 삶을 지속하고 있었다.

(2) 선수의 학습권 보장

선수들의 학습권과 관련한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주제였다. 과거 

학업을 중요시 하지 않아도 운동 성적만으로도 원하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체육특기자제도의 비판적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

부분의 학습권 관련 연구들은 정책적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에 관

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양구, 홍희정(2017)은 국내 학교체육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실제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적을 분석하

고 진담함으로써 현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맞게 진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식 등(2016)은 설문조사를 통해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권보장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정책대

상자와 집행자간의 상반된 견해, 정책 목표 및 효과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업참여보장을 위한 운동

부의 훈련 시수 및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최저학력제도 재조정, 합

숙근절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와 시설 구축을 통한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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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성, 백종수(2016)의 연구는 학습권 보장제에 따른 선수들 현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학생선수들의 학력 수준이 최저학력 기

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업참여와 관련하여 시합 전에는 평소

처럼 오전에만 수업에 참여하다 시합 후에는 정상수업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점진적 의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

다. 또한 수업 시 선수의 절반 가까이(43.8%)가 학업에 집중하나 성

취도가 낮고 수업결손 보충이 적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옥천, 임수원, 전원재(2016)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수업 

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e-school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다. e-school의  추진 배경과는 달리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불분명하며 선수들이 처한 환경과 요구를 반

영하지 못한 채 그 필요성만을 주입하고 실행되고 있어 현장에선 

이를 크게 반기지 않고 그 효과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종성, 김상범, 손환(2015)은 연구가 시행되기 2년 전과 비교해 

점차 수업 참여도와 태도, 교우관계 및 학업성적이 좋아지고 운동부 

분위기 및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학생선수들의 인식을 통계적 분

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선수의 인권 보장

학습권과 마찬가지고 운동부 내부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가시

화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

책적 노력들이 행해져 왔다. 특히 선수 인권이 침해당하는 문제 발

생의 이유로 성과주의의 운동부 문화, 폭력과 같은 강압적 수단으로 

선수들을 지배·장악하려는 지도자의 잘못된 의식, 그 과정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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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게 고착화되어버린 운동부의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정봉현, 김하영(2017)은 조직적인 운동부 생활 안에서 발생한 폭력

을 남자 학생선수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열이 변해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다. 선수들은 운동부 내에서 경험한 폭력을 

처음 신입생 때에는 운동부 생활을 위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과 순응을 보였다. 이후 학년이 올라가며 폭력을 당하기도 후배

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입장의 반복으로 자신의 상황에 체념했

으며 이후에는 운동부 폭력을 직접 가하거나 완전히 거부하거나 아

예 가담하지 않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변화해 갔는 모습을 보였다.

고영완 등(2015)은 운동부 내의 폭력문화가 고착화되고 재생산되

는 문제와 이를 해체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운동부는 한국의 

특질적인 위계 서열, 권위적, 강압적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폭력

문화로 집단 내에서 학습되어진 규범의 총체가 선수들에게 전이되

며 동조와 추종을 강요하며 폭력이 재생산 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선 권위주의적 구조의 집단주의 문화의 해체를 통한 친인권적인 운

동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함을 이야기 한다.

박순오, 김종걸(2014)은 폭력, 성폭력과 같은 문제를 막고 선수들

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학교체육법의 제정, 스포츠인권센터 설립, 스포

츠 지도자 임용 및 자격증 제도 개선, 법적 제도 마련, 인사평가 시

스템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정승재(2013)는 합숙훈련 및 폭력을 정당화하는 스포츠 성과주의

를 비판하며 스포츠권의 헌법상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법률적 해석

을 통해 폭력이 범죄임을 명시하면서 폭력을 일종의 스포츠 교육으

로 간주하는 운동부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폭

력이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선행 인권교육,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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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육 등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스포츠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

복추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식(2012)은 학교운동부 합숙훈련이 점차 폐지되어 가는 실정

에서 정책적 효과 및 보완점을 파악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학습권보

장, 올바른 성장 차원에서 그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는 중

학교의 전면적 합숙 폐지와 고등학교의 제한적 시행 방안의 검토를 

제시하며 시설안전, 운영효율화, 선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선수생활관 건립의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운동부 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운동부의 현실

적 문제는 크게 학생선수로서의 삶, 학습권, 인권보장 문제로 나누

어 볼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격변하는 운동부 문화 속에서 드러나

는 운동부의 폐해를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제안을 하고 있었다. 특히 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

서 발견된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제안과 보완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위 연구들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사

실은 운동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운동부를 해석하는 과

정들이 제도적 혹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

이 기존의 보고된 다른 연구들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다. 다른 대상으로 해왔을 뿐 그 안에 접근과 해석의 방식들이 비슷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부의 지배적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좀 

더 심층적이고 이론적 타당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운동부를 들여다

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활용하고자 하는 상호작용 의례 이론은 정

서적 차원으로 운동부와 같은 집단과 사회를 설명한다. 비합리적 측

면인 정서를 통해 운동부 문화를 살피고자 함은 기존 연구들이 설

명하지 못한 집단, 사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새로운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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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이

론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상호작용 의례

1) 상호작용 의례의 개념

‘무엇이 사회를 하나로 결집시키는가?’라는 질문은 사회학 학문

에서 답하고자 하는 오랜 숙원과도 같았다.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

한 답을 찾는데서 시작된 ‘의례’는 집단이 생성되고 유지되게 하

는 사회적 기제임을 밝히고 있다. 집단 구성원이 가지는 동일한 생

각, 감정, 그로인해 생성되는 상호 유대감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

이다.

의례는 본디 종교적 개념에서 왔다. 종교에서 보여주는 의식, 성

물, 숭배 등이 종교적 의례의 예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 밖으

로 나와 여전히 의례는 우리 내 일반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시작해 사

회의 거시 구조까지 모든 것에서 작동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질서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

념이다.

하지만 넓은 의례의 개념만큼 그 용어의 사용이 매우 혼란스럽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로 통

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아울러 종교 분야에서 사용하는 의례 용어, 

인류학적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보다 구조적, 거시적 형태의 의례 용

어, 그리고 미시사회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의례의 용어들이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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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각기 다른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재호, 2009; 

Collins, 2004/2009)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인 상호작용 의례의 근간이 되는 의례

(ritual)의 전반적인 의미를 살핌으로써 의례 용어 및 연구의 혼란스

러운 범주를 재차 확인하고, 보다 미시적 상황에서의 의례의 관점을 

취하는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에 대해 살핌으로써 본 연구

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의례

의례 연구는 종교의 기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

터 시작된 의례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종교와 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장에

서는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써 의례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

해왔는지 논하고자 한다.

William Robertson Smith는 종교와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며 의례

의 중요성을 논증하고자 노력했다. 종교가 집단을 창출하고 유지하

는 기본적 사회적 기능을 하며, 의례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위들에서 비롯한 요소로 바라보았다(Bell, 1967/2009). 이러한 관점

은  Emile Durkheim의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방법의 토대가 

되었다. 즉, 종교는 사람들의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삶을 매개하는 

것으로 종교가 개인을 한데 모아 집단과 사회를 조직하는 우선적 

방법이자 의례는 개인을 집단으로 결속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집단의 결속은 어떤 의도적 행위라기보다는 초월적이며 내재

된 공통의 관습으로서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Bell, 

1967/2009; Lukes, 1977). 이에 Durkheim은 종교에서 드러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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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례의 속성을 통해 사회 결속과 유지 해체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의례의 구조적 입장을 취하는 전형적인 연구자로 반 게넵

(Arnold Van Gennep)을 들 수 있다. 그는 출생, 사춘기, 성인식, 결

혼, 임신, 장례식과 같은 인생의 일대기에 걸쳐 겪는 의례들이 지닌 

유사성을 통해 의례의 보편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런 Van 

Gennep의 관점은 사회를 하나의 ‘통합적 전체’로 보는 뒤르켕 학

파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Bell, 1967/2009). Van Gennep은 의례

의 연쇄적 과정을 연구했다. 즉, 하나의 의례에 앞서 존재하는 의례

와 그에 뒤따르는 의례의 연속성을 보았고 이는 통과의례의 개념으

로 발전하였다. 통과의례란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생의 전 과

정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로 개인이 하나의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옮겨갈 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Van Gennep, 1908). 

가령, 출생, 혼인, 죽음 등을 들 수 있다. 통과의례는 의식의 질서와 

내용에 따라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세 단계로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분리 단계는 변화 이전의 단계로 새로운 지위를 얻기 전에 이전의 

가진 지위와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의식을 

앞두고 치루는 목욕재계나 삭발 등을 들 수 있다. 전이 단계는 일상

이나 사회문화적 질서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행위자의 격리나 특정 행위 및 복장의 금기가 이행된다. 우리나라 

전통혼례에서 결혼식 전날 신부가 방에 틀어 앉아 그 누구의 얼굴

도 마주하지 못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은 이전

의 분리나 전이된 상태에서 해소되어 집단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새

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이름의 부여나 상

징적 행위가 동반된다(Bell, 1967/2009; Van Gennep, 1908). 이를 통

해 일정한 사회적 신분과 자격 등을 얻게 된다(송형석, 김재준, 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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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3).

Max Gluckman은 의례가 사회 응집의 기능을 한다는 Durkheim의 

주장이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비판하며, 의례를 사회

적 결속의 긍정적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반대로 사회 긴장을 표현하

는 것이자 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았다(Bell, 1967/2009). Gluckman

은 사회적 권위에 대한 기존의 질서가 일시적으로 전복되는 ‘반란

의 의례(rituals of rebellion)’를 제시하는데,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아프리카 줄루(Zulu)부족이 평소에는 금지되

어 있던 행위인 여성이 남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농경 의례 행

위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들의 구조적 갈등을 오히려 해소

시킴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즉,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어떤 의식, 의례행위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집단이 내포하고 

있던 긴장을 분산시키고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Gluckman의 연구

는 의례의 정의를 종교적 개념, 즉 성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례를 형식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

괄적인 범위의 사회적 행위의 범주로 나아가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

다.

Victor Turner는 구조적 갈등에 대한 Gluckman의 분석을 더욱 확

대하며 사회통합과 유지의 관점을 취하는 기능주의적 의례론을 사

회갈등의 의례론으로 전환시킨다(Turner, 1957; 박선웅, 1998). 즉, 

갈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사회가 긴장을 분출하는 의례적 카타르

시스를 통해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오는 역동적 과정으로 사회적 구

조를 구상하였다(Turner, 1974). 그는 아프리카의 은뎀부(Ndembu) 부

족을 관찰하며 Van Gennep이 제시한 분리, 전이, 통합의 통과의례 

세 단계 중 전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

한 재통합, 질서 유지의 과정을 설명한다(송형석, 김재준,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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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urner는 전이단계에서 코뮤니타스(comuunitas)와 리미널리티

(lilminality)의 개념을 제시한다. 전이 단계는 일상이나 사회문화적 

질서 밖에 머물러 있는 ‘이도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단

계로(Bell, 1967/2009), 구조화된 사회와 반대되는 즉, 사회적 무질서

를 지칭하는 ‘코뮤니타스’(communitas) 속에서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구조와 위계질서로부터 벗어난 반구조(anti-structure) 상태의 리

미널리티(liminality)를 통해 지위와 질서의 전도가 일어난다. 즉, 의

례는 무질서한 질서 속에서 지위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제 

지위의 변화를 긍정하면서 본래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수정하며 

이후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등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Turner는 이런 의례의 과정이 상호간의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동질성과 차별화, 평등과 불평등이 상반되는 것을 연속적으로 경험

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공동체에 대한 결속을 경험으로 보았다

(Turner, 1969). 아울러 갈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사회가 긴장을 

분출하는 의례적 카타르시스를 통해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오게 하

는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았다(Turner, 1974).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접근으로서 의례 연구들은 종교적 개념을 

벗어나 사회적 틀 안에서 재해석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Gluckman(1962)은 사회가 점차 개인화 되고 파편화되어 가면서 의

례는 종교적이고 집단적 측면을 상실하고 오히려 개인적이고 일상

적인 사회적 에티켓으로서의 측면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Asad(1993) 역시 의례는 더 이상 관행을 규정하는 각본

이 아닌 모든 종교와 심지어 종교 밖에서도 발견되는 관행의 한 유

형으로 자아와 사회 활동을 인식하는데 본질적인 표현의 상징들을 

포함함을 논의하면서 점차 의례가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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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적인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례 연구는 종교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더 이상 종교적

인 것만이 아닌 점차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해 나갔다. 또한 의례

를 행하는 개인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일상생

활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에 일상생활에서의 의례를 설명하는 상호작용 의례 이론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며 이는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2) 상호작용 의례

앞선 의례적 개념과는 달리 상호작용 의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

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시적 관점의 의례를 탐색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이 되는 이론이다. 구조주의 문화론적 접근이 

규칙과 의미의 거시구조에서 시작한 것에 반해 미시적 관점에서 출

발하는 상호작용 의례는 개인과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창출되

는 규칙과 의미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더 집중한다(Collins, 

2004/2009). 

상호작용 의례의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Erving Goffman과 Randall 

Collins이다. Goffman은 개인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어

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는가를 분석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의례

적 연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수행되는 의미 

실천이라는 차원으로 확장하였고, Collins는 Durkheim과 고프만의 의

례 해석에 근거하여 상호작용 의례를 관심의 초점 공유와 ʻ정서적 

합류ʼ에 따라 강렬한 집단소속감을 탄생시키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제시한다.

이 의례라고 규정된 행위들은 계약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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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람들이 의례를 따르고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집

단화 되고 유대가 생성되는 것이 실제로는 비합리성에 기초함을 언

급하며 상호작용 의례에서의 ‘정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Durkheim, 1912).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인간을 합리적이

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칭하지만 사실 합리성만으로 집단을 설

명하기엔 많은 역설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즉, Durkheim을 비롯해 

Goffman, Collins가 언급하길,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에 행동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간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비합리성에 의

해서도 움직이며 이것이 이들을 엮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가령, 

집단이 유지되는 것에는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이나 돈과 같

이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 결정을 했기 때문만은 아

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감정의 위안, 우리는 하나라는 비

합리적 감정을 따르며, 이것이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비합리

성이며 여기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언급한다.

결국 인간사회를 유지해 주는 것은 합리적 합의가 아니라 더 심층

에 자리 잡은 감정(비합리적 감정들)이며 Durkheim은 이를 집합적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 Collins는 정서적 에너지(emotional 

energy)라 부른다. 즉,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 간 

느끼는 동질한 감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이다(Collins, 

2004/2099). 이러한 공통의 감정과 이상을 만들어내는 비합리적 메커

니즘이 ‘의례’이며, 집단을 유지하고 더 밀도 있게 하는 사회적 

기제이다.

Goffman과 Collins는 상호작용 의례는 무엇보다 상황에 대한 이론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지만 개인은 상황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에 지나지 않

으며 상황을 구성하는 흐름, 양식이 인간의 행동을 촉진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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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동임을 주장한다. 즉, 사회를 설명함에 앞서 사회를 구성

하는 개인의 행동양식을 파악해야 하며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그 무엇이 사회변동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 성원

의식, 도덕적 신념, 관념을 통과하는 하나의 기제는 무엇인가?’라

는 질문은 상호작용 의례를 연구하는 자들의 문제이자 핵심적 논의

이며, 그 기제의 발견이 집단과 사회의 형성, 유지 그리고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의례는 우리 내 일상적 삶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는 공식적 의례

와 비공식적 의례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식적 의

례는 제도화된 의례라고도 불리는데 일정한 형식과 틀이 존재해 의

례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통의 감정에 집중하며 현재 무엇이 상

징화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예컨대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등

을 들 수 있다. 반면 비공식적 의례는 상호 의례가 자연스럽게 일어

난다고 해 자연적 의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의례 참여자들 간

의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로 친구와의 

대화나 일상적 인사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상징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해서 의례라 칭하지 않는 건 아니다. 집단의 상징, 정서적 

에너지, 관습에 순응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산출한다는 다른 점이 

있으며, 성공 시에는 집단의 유대와 정서에너지가 상승된다는 공통

점이 있다. 때문에 의례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북돋아

주고 집단을 묶는 가치를 지니는 사회가 구성되어가는 과정이다. 결

국 의례는 사회질서와 관련된 행위규칙들에 의해 요구되는 습관이

나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로 사회학적 의미

를 띠게 된다(이상길, 2004).

상호작용 의례에서 중요한 개념이자 작동원리는 바로 ‘정서

(emotion)’다. 여기에서 정서는 심리학적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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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과 열광의 ‘사회적 지향성’ 개

념으로 보고 있다. 21세기 후반에 들어 사회 변동에 관한 이론들이 

정서를 포함하여 설명하기 시작했으며(Goodwin, Jasper, & Polleta, 

2001; Jasper, 1997), 분노, 두려움, 행복, 슬픔이나 절망과 같은 정서

는 모든 사회,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원초적 감정이다(Turner, 2002).

의례는 정서적 성분에서 시작한다(Collins, 2004/2009). 정서가 사회

적 유대의 핵심이며, 이 정서를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이 

의례이다. 상호작용 의례 이론가들은 상호작용 의례의 초기 정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동의 정서이면 충분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서가 무엇이든 집단 구성원은 서로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상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며 공통적인 감정에 휩쓸

린다. 이 과정의 결과 정서적 분위기는 점차 강화되고 지배적이 된

다. 이에 구성원들은 지배적 정서에 참여하고 따르며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다. 결국, 사회가 움직이는 건 각 집단의 정서이며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은 바로 의례이다.

의례는 집단의 상징을 탄생시키는데, 상징(symbol)이란 자신이 집

단의 구성원임을 떠올리게 해주는 집합적 재현물로 종교에서의 십

자가나, 토템에서 동물을 통해 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 상징적 

대상의 한 예이다. 상징은 이렇게 보이는 어떤 실체적 물건이 될 수

도 있으며, 집단이 추구하는 신념들 역시 상징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예컨대, 정치집단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신념 

및 이념도 모두 상징이다.

반면 상징적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집단 성원이 아님을 쉽

게 드러내는 표지가 되며 다른 이들은 자동적으로 정의로운 분노를 

통해 정의감을 표출한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morality)이다. 이 ‘도

덕성(morality)’은 Durkheim(1912)이 말한 ‘도덕적 감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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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감정이다. 이는 실제 우리

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집단의 정서로 표

출된 상징에 대한 감정, 정의로움에 가깝다. 실제 이것이 옳고 그른

지는 관련 없다. 때문에 옳고 그름은 집단의 지배적 정서에 의해 결

정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분노와 처벌행위가 

일어난다. 

정서, 상징, 도덕성의 개념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의례는 집단의 규

범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집단 혹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비합리적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갈 점은 의례가 사

회유지라는 어떤 목적론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 간

의 초점공유를 통해 정서적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사회유지나 통합은 그 뒤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의례는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질서를 생성시키고, 집단을 감정적으로 의

미 있는 사회적 상징들과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 장치이자 그 자

체이다(Collins, 1992). 

2) 상호작용 의례 이론의 발달 과정

(1) 에밀 뒤르켐(E. Durkheim)의 종교 의례

의례에 관한 연구는 종교영역에서 먼저 발견된다. 이는 프랑스의 

학자 Emile Durkheim 의해 시도된 것으로 그는 사회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며 분화되어가며 집단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

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으로 갖고 있었다. 

Durkheim은 사회유지의 성분을 종교집단을 통해 찾아내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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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결국 그는 1912년 그의 저서 ‘종교의 원초적 형태(elementary 

forms of religion)’를 통해 종교상황에서 발견되는 사회유지의 성

분을 찾아내고 이론으로 정립했다.

Durkheim은 종교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다. 무신론자였던 그에게 종교는 비합리적이었다. 이

런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종교에 열광하고 왜 이

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강하게 지속되는지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종

교는 무지와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들을 거부하고 종교는 환

영이 아니라 실재의 표상이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설명 가능함을 주

장하며 종교는 지극히 사회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신앙에 대

한 세속적 방식의 해석은 그가 무신론자로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

라보았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종교를 통해 사회질서의 유지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 Durkheim

은 종교가 모든 사물들을 ‘성스러운 것(scared)’과 ‘속스러운 것

(profane)’으로 구분하며 이것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했다(박선웅, 1998). 즉, 성스러운 것이란 집단이 

표상하고 지향하는 그 무엇의 반영이며, 성스러움을 만들어내고 따

르는 방식이 의례행위였다. 이에 Durkheim은 의례를 ‘신성시되는 

대상이 있는 곳에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행위의 규칙’이라 정의한다(Durkheim, 1912: 56). 

Durkheim은 호주 토착 원주민의 부족 모임을 예로 의례의 과정을 

조건-형성-결과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Durkheim, 1912). 

Durkheim이 주장하는 의례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 조건은 ‘집단

의 물리적 집결’(행위의식을 위한 부족민의 집결)이다. 이것이 의례

를 발생시키는 성분이자 가장 첫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집합의

식’이다. 신체가 모인 공간에서 감정의 공유가 심화되고 집합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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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형성되는데 이는 ‘행위와 인식의 공유(함께 울음 터트리기, 

동일한 구호 외치기, 숭배의 몸짓)’와 구성원 간의 ‘정서 공유(감

정의 표출, 열정)’를 통해 더욱 심화된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정체

성의 형성과 이를 표상하는 상징물(신, 신격화된 동물이나 식물, 날

씨 등)이 만들어지며 의례 과정의 종착지에 다가선다. 상징물은 집

단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경배의 중심이 되며 사회의식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Durkheim, 1912).

상징화된 결과는 집합적 흥분(collective effervescence)1)과 도덕적 

감정(moral feeling)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 Durkheim의 의례에서 상

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들로 ‘집합적 흥분’은 상징에 대한 

숭배 감정으로 집단 전체에 흐른다. 공통의 열정이 활기를 띠는 집

회의 한가운데서 상당히 고양되어 사로잡힌 감정과 행동으로 집단

이 하나됨을 더욱 확인시켜준다. 또 다른 효과는 ‘도덕적 감정’이

다. 집단체험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개인은 도덕적 감정을 느끼는

데, 여기서 도덕적 감정은 우리가 인지하는 사회통념상의 도덕이 아

니라 집단이 공유한 주관성과 정서이다. 이에 반하는 것은 악이며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로운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런 

도덕적 기준의 원천이 바로 상징이고 이 총체적 과정이 의례다. 도

덕적 선의 개념은 집단이 성스럽게 여기는(바람직한) 개념으로 연장

된다. 

결론적으로 Durkheim은 종교, 부족의 신앙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성분을 발견하였고, 이런 일련의 의례행위를 통해 사회 질서의 유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했다. Durkheim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

은 종교 속에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의례의 일반적 속성의 존재를 

1) Durkheim의 ‘집합적 흥분(collective effervescence)’의 개념은 후에 
Collins에 의해 ‘정서적 에너지(emotional energy)’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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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고, 이것이 전체 사회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Durkheim은 가치, 신념, 상징과 더불어 정서의 중요성을 함

께 다뤘다. 특히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통해 의례

에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자 했다. 유대, 선의, 사랑, 미움과 같은 

정서들에 의존되어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았다(Bell, 1997/2009). 즉, 

사회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이며 이것이 집단의 질서나 

도덕성이 감정적 차원의 결과임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정서에 기반

한 의례의 과정을 제시한다(이철, 2010). Durkheim에게 의례를 통해 

부여된 도덕성과 성스러움,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적 열광의 가치들

은 단순이 손익의 세속적 가치 그 이상이며, 결국 사회를 결합시키

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의례적 유대 속에 자리 잡은 비합리적 감정

과 정서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Durkheim의 이론은 토템 숭배 종교에 대한 무리한 해석, 

사회 전체를 그의 이론으로 지나치게 보편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Collins, 2004/2009). 이런 점에서 Durkheim의 의례이

론이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일반화된 이론의 기틀로 해석됨에는 의

문이 생길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Durkheim의 연구는 흔들림이 없다. 

비록 몇몇 오류를 포함한 불완전한 이론이었을지라도 이 후 학자들

에게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

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례에 대한 발전적 연구

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Durkheim의 연구는 그 의미가 충분해 보인

다.

(2) 어빙 고프먼(E. Goffman)의 상호작용 의례  

종교에서 발견한 사회적 의례의 속성들을 발견한 Durkheim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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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이후 Goffman을 통해 보다 미시적 상황에서 분석되기 시작한

다. Max Gluckman과 Tala Asad에 의해 의례의 개념이 점차 비 종교

영역으로 퍼져나갔지만 의례를 종교적 개념에서 탈출시킨 결정적 

역할을 한 학자는 바로 Erving Goffman이다. 

Goffman은 Durkheim의 이론을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의례 과정에 

적용하였고 이를 상호작용 의례라 불렀다(Birrell, 1981). 즉, 성스럽

고 공식적인 영역과 동일하게 Durkheim이 세속적 영역이라 부른 일

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도 집단의 경계

를 규정하고 집단을 단결시키는 의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상호간의 의례들밖에 남아 있지 않

다(Goffman, 1971)는 그의 논점은 현대에 들어와 종교의 의식, 기도 

등의 행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 개인이 위치하고 의례는 

여전히 존재함에 무게를 싣는다.

Goffman은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에 집중

했다. 잘 입은 옷차림이나 겸손한 말투 모두 상대에 대한 존중행위

이자 상황의 대한 존중이라 보았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 자신과 상

대 개인의 대한 일종의 ‘대우’가 상호작용 의례의 논점이 된다. 

설명처럼 그는 일상생활 속 의례행위에 집중하였다. 허나 Durkheim

의 개념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의례를 ‘한 개인이 절대적인 가치

를 지니는 대상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조절해

야 하는 행위(Goffman, 1956, 1967: 57)’로 정의한다. 현대에 들어

와 더 이상 절대적 가치를 지닌 신성시되는 대상이 남아 있지 않기

에 의례행위를 Durkheim의 성스러운 대상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

상으로의 대체시킴으로써 Durkheim의 이론을 현대판으로 새로운 해

석하는 미시상황으로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냈다.

그는 ‘지금-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집중하여 상당히 미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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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안녕’과 같은 짧은 순간의 인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마주침 등의 일시적인 상황마저 상호작용을 

강조한 의례로 설명하였다. 그가 집필한 저서 ‘상호작용 의례-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의 제목답게 그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동안, 

함께 있기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언어

로 표현되는 소통을 포함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눈짓, 몸

짓, 위치 등 비언어적 행위 자료를 활용해 ‘사소한’ 행동들에 대

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는 일상생활에서의 개인과 

개인 간의 면대 면 상호작용이 현대인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근

간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면적 상호작용이 집단과 사회에는 의

례 질서를 보장해주고 개인에게는 자아를 제공해주는 근원이라 피

력하였다. 즉, 그가 말하는 상호작용 연구란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순간의 행동들의 결합관계를 탐

구하여 행위자들의 보편적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다(Goffman, 

1967/2013).

상호작용이 되었다는 상태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노선-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참여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유형-

을 일시적으로 용인했을 때를 의미한다. 즉, 각자 노선에 대한 상호

승인이 바로 상호작용의 구조적 태도이다(Goffman, 1967/2013). 정확

히 말하자면 Goffman이 말하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승인

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비위를 맞춰주는 정도의 승인인 것이다. 

이에 따라 Goffman이 말하는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의례규칙을 

수호하고 준수함으로써 유지되고, 서로 의례를 주고받음으로써 각자

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의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지하



- 39 -

는 과정이다(박선영, 2014). 자아의 긍정적 가치의 획득은 ‘체면지

키기’를 통해 유지된다. Durkheim의 성스러운 대상은 현대사회에

서 개인적 자아로 대체되며 사회적 집합체를 표상하는 의식이 개인

적 자아를 향해 있으며, 이 중요한 자아는 (본인의 자아이든, 특별한 

상대의 자아이든) 체면지키기 행위를 통해 여전히 신성시 된다.

① 체면

체면(face)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

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최종렬, 2011)로 사람들은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체면에 즉각적으로 정서적 반응을 

한다. 가령, 우리는 체면을 세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체면을 

못 차리면 기분이 상한다. 이런 체면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끼고 어

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체면을 지키는 것)이 집단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질서의 조건이다(Goffman, 1967/2013). 예컨대, 

타인의 체면을 깍아 내리는 행위(비언어적을 포함하여)는 상호작용

의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성

원 간의 갈등과 집단의 붕괴를 야기 한다. 때문에 어떤 집단 내 충

돌이나 갈등 혹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

려’ 한다.

의례를 통해 지켜지는 체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원칙을 준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Goffman, 1967/2013). 사회적 관계를 망치

지 않기 위해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동시에 자기 체면도 

유지하며 긍정적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 때문에 Goffman에게 있어 

의례질서의 주된 원리는 체면에 있다.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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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을 지키는 의례의 기본적 단위를 이루는 것은 몸짓, 언행 등의 

행위이다. 이에 두 가지 핵심 의례로 존대(deference)와 처신

(demeanor)의 차례로 제시한다.

② 존대

존대(deference)는 체면 지키기의 행위 형태로 ‘상대를 존중한다

는 뜻을 상대에게 상징적으로 전하는 행동의 구성요소(Goffman, 

1967/2013)이다. 감독이나 선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를 

한다거나, 직장에선 우연히 마주친 옆 부서 상사나 동료에게 하는 

간단한 목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존대에는 회피의례

(avoidance rituals)과 연출의례(presentational rituals)의 두 가지 형태

가 있다(Goffman, 1956, 1967/2013). 

회피의례는 행위자가 존대를 받는 이와 알맞은 거리를 지켜서 상

대방의 ‘영역’을 넘지 않는 것으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영역을 넘지 않는다’는 

행위는 거리존중 의례라고도 불리는데 가령, 상대방의 이름을 함부

로 부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의례적 거리

는 사회적 지위체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Goffman, 1967/2013). 

사회적 지위(신분)가 동등한 사람끼리는 대칭적인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반면에 지도자와 선수처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비대

칭적이어서 지도자는 선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만, 하위 신분인 선

수는 지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감독님, 코치님 또는 선

생님과 같은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거리존중 의례를 지킨다. 이

런 거리두기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 하지 않기, 상대방이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기 등을 회피의례의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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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출의례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우할

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회피의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규정했다면 연출의례는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다. 여

기에는 인사, 초대, 찬사, 작은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

한 연출의례를 통해 존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주변의 관심을 받

고 있는지를 계속 가늠하게 해주고 내가 존중받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Goffman, 1967/2013).

존대의 회피의례와 존대의례에서 또 하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

은 무대 위(frontstage)와 무대 뒤(backstage)의 개념이다. 이는 

Goffman이 인간의 상호작용 대면 방식을 연극학적으로 접근하여 개

념화 한 것으로(Goffman, 1959/2016), 무대 위(frontstage)는 연극으

로 가정했을 때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면적 장소로 관객들에게 특정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상관리가 행해지는 곳이다. 반면, 

무대 뒤(backstage)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무대 

위와는 모순된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이자 관객의 접근을 막음으로

서 그들에게서 분리된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연출의례는 ‘무대 

위’에서 상호작용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

긴다는 의미에서 상대에게 전하는 예절 관행이며, 회피의례는 흠이 

될 상대의 ‘무대 뒤’를 허용하고 존중한다는 뜻에서 관심과 개입

을 삼가는 관행이다. 

③ 처신

상호작용의 또 다른 핵심의례는 바로 처신(demeanor)이다. 처신이

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품행,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내

가 바람직한 자질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의례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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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요소를 의미한다(Goffman, 1967/2013).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

은, 처신 역시 상호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처신행위를 잘한다

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이루어 질 때 처신을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처신은 개인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다른 이

들의 해석으로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과 승인 그 자체이다.

 처신 역시 존대처럼 상호간의 관계가 대칭적일 경우 동등한 행동

양식이 표출되지만 비대칭 할 경우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예컨대, 상위 지위를 가진 지도자는 훈련 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선수에게 시덥잖은 농담을 던지거나, 혹은 흐트러진 자세로 

있어도 괜찮은 반면, 선수들에게 그런 행위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

는 상호작용하는 성원 간에 아랫사람은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를 바라는 암묵적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Goffman, 

1967/2013). 만일 비대칭적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주제넘은 짓으로 간주되며 집단의 

의례를 벗어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존대와 처신은 각기 분석적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상호작용

에서 쉽게 겹치는 행위이자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바르게 처신하

려는 마음이 상대에 대한 존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

락이다. Goffman은 이를 ‘존대와 처신 주고받기의 관행’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한국에는 ‘적어도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

가에게 존대의 차원에서 권유를 받을 때, 우리는 적어도 한번은 

‘예의상’ 괜찮습니다라며 거절을 한다. 상대방은 한두번 사양함으

로서 자신이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며 겸손한 사람임을 보여주

는 처신을 통해 서로 동등한 입장에 입음을 알려준다. 즉, 상대를 

존대함으로써 그가 바르게 처신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 처신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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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대에 대한 존대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적절한 처신과 존대

는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행동의 핵심 의례이다. 

(3) 랜들 콜린스(R. Collins)의 상호작용 의례

상호작용 의례 이론은 Collins에 들어와 더욱 탄탄해진다. Collins는 

상호작용의례를 사용해 미시에서부터 거시적인 구조까지 설명하려

는 구상을 하였다. 즉, 작은 집단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의례가 

사회의 기본 구조이며 이를 통해 경제, 권력, 계급문화에 이르는 큰 

구조를 설명하고자 했다. 상호작용의 상황으로 시작해 개인의 분석

으로까지 발전시키면 개인의 변화 조건과 과정, 결과까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확대하면 대규모 거시사회학적 변동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이에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 Collins의 연구에서 

Durkheim은 거시를, Goffman은 미시를 담당하게 된다. 때문에 의례

에 관한 뒤르켕과 Goffman의 정의2)를 좀 더 발전시켜 의례는 “일

시적으로 공유하는 실재를 창조하는 정서와 관심사에 초점을 집중

시켜 유대와 집단 소속의 상징을 창출하는 기제”라 정의한다

(Collins, 2004/2009). 그는 의례를 통한 사회변동의 설명에 앞서 미시

의 반복과 엮임이 거시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명백히 하는 것이 우

선시 되었다.

이에 Collins는 (미시든 거시든 상관없이) 기본적 사회구조를 구성

하는 핵심요소로 1) 수(number): 만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2) 시간

2) Durkheim(1912, 1965)은 의례는 성스러운 대상을 앞에 두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
는지를 규정하는 행위의 규칙이라 하였고, Goffman(1956, 1967)은 비록 사사로
운 것 또는 세속적인 것이라 해도 개인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상과 직접 
마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설계하고 조절해야 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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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만남(encounter)에 소비하는 시간 3) 공간(space):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사회구조는 만남이 시간을 

걸쳐 지속될수록,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간의 소비가 많아

질수록 사회구조는 거시화된다(Collins, 1981). 잠깐의 스침이 반복되

는 만남의 지속은 작은 집단이 되고, 이 작은 집단이 확장하며 좀 

더 큰 집단, 사회, 나아가 국가까지 이어짐을 설명한다. 즉, 개인의 

결합에서 벌어진 상호작용이 곧 사회가 된다. 

Collins는 상호작용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을 몸짓의 연

속으로 본다. 이는 Goffman이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중요시 한 몸짓

과도 맥을 같이 한다. 상호작용 의례의 중심 기제는 신체적 호응 

즉, 몸과 몸이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고양되는 집단의 정서에너지

다. 이는 이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Collins는 정서적 에너지의 중요

성을 거듭해 강조한다. 집단은 정서적 에너지의 수준을 따라 합류되

기도 해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Collins의 의례 과정은 Durkheim과 

Goffman의 그것과도 닮아있다. 의례는 함께 하는 공간에서 상호 관

심의 초점이 공유되고, 열광의 몸짓으로 자극된 서로의 정서에 인지

적 상징이 결부되면서 집단 소속감을 강렬하게 탄생하는 과정이다. 

이 흐름은 의례 참여자들에게 자신감, 열정, 도덕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고 싶다는 갈망을 일으키는 정서적 에너지를 낳는

다. 이런 정서의 고양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

이 정서적 에너지가 개인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에 따라 사람

들은 상황에 흥미를 갖기도, 잃기도 한다. 즉,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

는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이 정서적 에너지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

에 따라 집단에 대한 믿음과 신념의 강도가 달라진다. 믿음은 영구

적이지 않다(Swidler, 1986; Lamont, 2000). 정서적 에너지와 집단의 

상징이 재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 때문에 Collins는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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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반복이 상황에서 상황으로 이어지는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

는 사슬의 과정이라 덧붙인다. 

결국 상호작용 의례이론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집단유대(group 

solidarity), 상징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symbols), 정서적 에너

지(emotional energy)의 수준을 생산하고, 따라서 인간의 삶을 구성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로를 통해 사람들이 행동과 사회의 구성 

원리를 설명한다. 이는 의례가 실패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수준이 달라질 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Collins는 상호작용 의례에 다양성을 부가하는 

요인으로 1) 자원(힘, 자산)의 불평등 정도, 2) 사회적 밀도의 수준

(집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3) 사회적 다양성 정도(만

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세 가지로 언급한다. 이 중 자원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더욱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원이 비슷할 땐, 상호작용의 과정이 보다 

개인적이고, 유연하며 보다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이런 의례는 강

해지고, 긍정적 정서가 생겨나며 이후 만남에 대해 자발성이 생긴

다. 반면, 불평등한 자원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유대는 약해지고, 대

화는 점점 인간미 없는 형식적 대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자원의 불

평등 정도는 상호작용 의례의 수준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원, 특히 힘의 자원이 불균형하게 퍼져있는 운동부는 자원의 불평

등 정도가 그들의 의례적 상황을 해석하는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 개념은 이후 계층화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데 이후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진 상호작용 의례 이론 연구들은 

Collins에 다다라 보다 이론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의 상호

작용 의례 이론은 일련의 상호작용이 의례가 일어나는 과정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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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크게 의례를 구성하고 의례를 촉발시키는 조건들(의례의 

구성 성분)과 그로 인한 결과(의례의 산출물)로 나타난다. 상호작용 

의례의 모형은 사회는 개인 간의 의례적 상호작용→도덕적 신념과 

상징→사회구조의 재결합의 과정이라 주장한 Durkheim의 분석을 기

초로 하고 있다. 모형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수이며 단순히 위

치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과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그림 1>.

그림 1. 상호작용 의례(Collins, 2004/2009) 

① 의례 촉발 조건

의례의 이론과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이론화한 상호작용 의례 모형

을 Collins는 단순한 구성요소처럼 설명하지만, 그 설명 너머에 인과

적 관계와 흐름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은 <그

림 1>에 따라 화살표 방향에 따른 흐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 먼저 상호작용 의례의 핵심이자 의례과정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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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키는 요소는 아래 4가지이다.

신체의 물리적 공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이다. 

서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상관없다.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이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 함께 운동하는 것 모두 신체가 함께 하

고 있는 예이다. 이 신체가 함께 있어야 함은 상호작용 의례의 필수 

전제조건임을 Collins는 강조한다.

외부와의 경계

외부인과 구분되는 경계는 우리와 너희를 감지하고 구별하는 기준

이 된다. 이는 상황에 따라 경계의 명확성이 달라지지만, 외부와의 

공간을 단절하는 이 경계선은 ‘우리’의 상호작용 의례과정의 범

위를 결정하고 내부적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하는 기준이 된다.

관심의 초점 공유

내부에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이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어

떤 대상(예컨대, 상징물)이나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상대방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인식함을 의미한다.

정서적 공유

구성원들이 공통되는 감정이나 정서를 경험하고 것으로 가령 장례

식장에서 모두가 엄숙함과 슬픔을 공유하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팬

들의 열기가 함께 공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상황에 몰입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에 더욱 휩싸이게 된다. 구성성분으로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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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서의 합류과정을 통해 산출된 정서와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의 정서는 조금 더 일시적 감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신체의 물리적 공존과 외부와의 경계는 함께하는 것과 동

시에 외부와의 경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하나의 요소로 보아도 무방

해 보인다. 함께 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외부인들과의 경계가 드러나

기 때문이다. 특히 의례에서 물질적 재료가 되는 ‘신체의 공현존’

은 스포츠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인다. 집단이 모인 자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례의 경험을 통한 유대가 더욱 밀도 있어 지

는데, 예컨대 시합 중 같은 팀 선수끼리 보여주는 승리의 세레머니, 

포옹, 헹가레 등은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함께 하기에 그 의미가 더 

강렬해진다.

아울러 의례의 구성요소 중 관심의 초점공유과 정서적 공유는 특

히 중요하다. 이 둘은 서로를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에 관심을 몰입할수록, 또한 너 역시 나

와 같은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인식이 집단 전체로 퍼질수록 더

욱 강렬한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 이 상호 관심의 인식과 정서의 공

유 과정이 정서적 합류의 과정이자 Durkheim이 지적한 집합의식

(collective consciousness)이다. 즉, (각기 구성요소처럼 보이나 하나

의 흐름인) 의례의 구성성분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공동의 분

위기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례의 시작점이다. 

공동의 분위기, 즉 동일한 정서가 전염적으로 퍼져나가며 리드믹

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할 때 ‘집합적 열광’이 일

어난다. 집합적 열광이란 그 감정이 행복이든, 분노이든 상관없이 

어떤 정서적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는 일반적 조건을 의미한다

(Collins, 2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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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례의 결과

정서적 조율의 성공은 유대의 감정을 산출한다. 앞선 구성성분들

의 작용으로 공동의 정서가 공유되고 그에 몰입하는 집합적 열광의 

과정을 거치면 의례 참여자들은 의례의 산출물이라 부르는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다.

집단 유대

유대 혹은 소속감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어

떤 흥미. 목표, 감정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생산된 것을 의미한다. 성

공적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집단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이다.

정서적 에너지 생성

의례에 참여자는 자신감, 의기충전, 힘, 열정, 진취적 행위 의욕 

등의 정서를 경험하며 보다 오래 지속된다. 이 장기적 산출물인 정

서적 에너지는 그 자리를 함께한 집단에 대한 애착의 감정으로 내

가 보다 이 집단에 의례 유대의 감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 

집단의 상징

집단을 표상하고 내가 집단의 구성원임을 떠올리게 해주는 어떤 

대상으로 Durkheim의 ‘성스러운 대상’과 동일한 의미이다. 여기

에는 실존하는 사물부터 구호나 몸짓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

떤 것도 상징이 될 수 있다. 가령, 카톨릭에서의 십자가나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행위가 있다. 의례 참여자들은 이 상징을 숭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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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 성스러운 상징을 훼손하거나 불경스럽게 바라보는 자들

로부터 보호하려 한다.

도덕 감정

집단의 유대, 상징적 표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

이자 처벌로 집단을 지키려는 감정이다. 상징에 대한 무례는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정의롭다고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Collins, 

2004/2009). 이는 Durkheim(1912)의 도덕적 감정과 같다.

 

3) 상호작용 의례의 구성요소

Durkheim, Goffman, Collins의 이론을 관통하는 상호작용 의례 이

론의 핵심 구성요소는 상징(symbol), 도덕성(morality) 그리고 정서

(emotion)로 대표할 수 있다. 정서교환을 통한 상징의 탄생, 이에 대

상 도덕성 감정의 표출은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를 통해 집단

의 규범과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의례의 절차이다. 이 세 가

지의 작동을 통해 경험하는 의례의 과정이 개인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인다. 이에 그들이 주장한 상호작용 의례를 구성하는 상징, 도

덕성, 정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상징

우리 주변에 상징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쉽게는 태극

기부터 시작해 프로팀의 각기 다른 캐릭터, 마크, 유니폼, 구호, 응

원곡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십자가까지 곳곳에서 발견된다. 어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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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우리에겐 의미 있는 대상이지만 다른 집단에겐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상징을 나를 포함한 우리를 드러내는 표식

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징은 우리 이외에 다른 집단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상징은 우리와 타인을 구분 짓는 뚜렷한 경계의 기

준이 되며 집단마다 추구하는 상징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상징이란 집단이 추구하고 경외심을 표하는 그 무엇이다. 이는 사

람들의 의식, 신념 등이 응축된 그 무엇으로 어떤 부호나 물건과 같

은 실존하는 것부터 구호나 몸짓, 신념과 같은 실존하지 않는 어떤 

허상의 개념들도 모두 상징이 된다. Durkheim에게 상징은 ‘성스러

운 대상’이었으며, Goffman에게 상징은 ‘나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상’, Collins에게는 ‘집단을 표상하게 하는 집합적 재현

물’로, 사람들은 상징을 존경하고 이를 모두에게 요구하며 그 상징

을 공유해 나간다. 

상징에 동반되는 존경심 혹은 경외심은 사람들에게 상징에 부여되

는 사고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믿는 관념을 생성시킨다. 이런 관

념은 자연스럽게 집단의 질서로 자리 잡아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집단의 행위규칙을 형성한다. 또한 사람들은 상징을 보호

하고 지키려 하기에 이를 저해하는 행위나 대상에 대한 강한 반발

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상징은 집단의 규범과 행위를 규

정짓는 기준이자 집단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이 집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2) 도덕성

상호작용 의례에서 도덕성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덕의 개념과는 다르다. 오히려 상징에 대한 감정이자 상징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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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집단만의 주관적인 정의로운 감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집단 상징을 지키려는 감정이자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

의로운 분노와 처벌로써 집단을 지키려는 감정을 의미한다(Collins, 

2004/2009). 재차 강조하자면, 여기서 도덕성은 집단이 공유하는 주

관적 감정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도덕과는 다르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 집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성직자 

집단이 생각하는 도덕성과 조직폭력배가 생각하는 도덕성의 개념이 

다름을 들 수 있으며, 운동부 역시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운동부에서 행해지는 처벌이나 

도핑 등을 아무렇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선수들의 문제를 이런 도

덕성의 개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집단의 상징을 따라 형성되는데, 의례 참여자들은 상징

에 대한 공경행위를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동일시하기에 상징을 따

르는 도덕적 행위로 간주되고 반대로 상징적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비도덕적 행위자는 집단 

상징을 저해하는 배신자 혹은 집단을 위협하는 외부 침입자로 인식

해 충성심 강한 성원의 정의로운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 분노

는 비도덕적 행위자에게 내리는 처벌로 이루어진다. 이 처벌의 목적

은 신체적 구속이나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로써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집단의 질서를 강조 하는데 있

다(Durkheim, 1912/1965; 김경만, 1997).

즉 도덕성이란 집단이 추구하는 상징에 따라 형성되는 감정으로 

상징을 보호하고 강조하며 이를 저해하는 위반자로부터 집단을 지

키려는 정의로운 주관적 감정이다. 따라서 상징을 따르는 행위는 집

단의 도덕적 행위로, 반대는 비도덕적 행위로 구분하는 하게 되며, 

처벌로써 집단의 질서에 대한 강조와 구성원의 순응을 유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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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정서

상호작용 의례에서 정서는 사람이 느끼는 단순한 감정 보다는 집

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지향성’ 개념에 가깝다. 정서는 상호작용 

의례 이론의 핵심이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가 전환되는 방식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정서의 흐름을 따라 생성되는 의례의 과정을 설

명하고 있는데, Durkheim은 도덕적 유대 즉 도덕적 감정이 사람들

에게 공유되어가는 과정이 사회를 결합시키는 기제라 했으며 Collins

는 이 도덕적 유대가 퍼져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서의 공유라고 보

았다.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감정이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다(Durkheim, 1912/1965). Durkheim은 도덕이나 질

서 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감정적 차원의 결과인

지를 설명하며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철, 2010). 또한 

Goffman은 인간의 자아가 이성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흐름에 따라 불완전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줌으로

써 타인의 기대에 수긍하고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피하고자 하는 모

습을 묘사한다(Goffman, 1963). 아울러 Collins는 정서적 에너지의 흐

름이 없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Collins, 

2004/2009: 156-158, 162)이라고 강조하면서 상호작용 의례에서의 정

서의 의미를 확인시킨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호작용 의례는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정서를 

공유해 집단 소속감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서적 공유의 

수준이 높을 땐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과 열광 등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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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낮을 경우 의욕 결핍, 침울함, 소외감 등의 정서를 경험

한다. 긍정적인 정서는 집단 상호작용에 뛰어들고 정서적으로 합류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 행동도 불러

일으킨다. 반대로 슬픔이나 우울의 정서의 지속은 상호작용을 마지

못해 하거나 회피하게 만들며 신체적 활력을 낮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실패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또한 정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도덕성의 표준을 마

련하는 기틀이다. 집단이 추구하는 바가, 즉 상징을 따르는 옳은 행

위를 하는 것에 정의감, 기쁨의 정서를 통해 집단 유대감을 느끼지

만 반대 행위에 대해서는 적대감, 분노, 불쾌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집단의 비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통해 정서

적 복원 노력을 꾀한다. 사람이 긍정적 정서를 느끼려는 것은 자연

스러운 과정으로 Hamonnd는 개인의 정서적 유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보았다(Hamonnd, 1983). 그렇기에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감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정서

적 복원 노력을 통해 집단 소속감을 다시 충전하려는 행위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서는 집단의 상

호작용 의례의 전체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집단이 공유하는 지

배적 정서의 흐름을 따라 집단의 질서와 규범이 생성되고 유지된다.

4)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

상호작용 의례의 다양성을 설명함에 있어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한 

의례의 역동성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이

다. 엄밀히 보자면 계층화는 미시수준으로 형성된 집단 질서에 계

급, 인종, 성별 등의 사회적 개념이 투입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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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균형적 권력관계에서 상호작용 의례를 설명하려는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사이의 

계급갈등에 대한 Ralf Gustav Dahrendorf의 명제에 의례를 적용

(Collins, 1975)한 상호작용 의례의 하나의 형태이다. 

Collins가 예시로 다루고 있는 계층화의 해석방법들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바와는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 권력의례를 둘러싸고 그가 

내리는 명제들은 상당히 가치 있게 느껴진다. 이에 권력 의례를 운

동부는 상황에 적용해보고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

는 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권력은 즉석에서 사람들을 복종케 만드는 권력을 의미한다. 권력

은 개인적 관계의 ‘문화’를 규정하는 의미심장한 사회적 경험으

로, 명령 권력의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에

도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Collins, 1975). 계층화된 상호작

용 의례는 불평등한 자원을 지닌 개인들이 한데 모인 상황에 집중

한다. 서로 다른 관심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함께 한다. 상

호작용 의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즉, 명

령이 권한자이냐 아니냐 이다. 이렇듯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에서

는 명령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Collins, 2004/2009).

집단의 지도자와 같이 명령의 권한을 가진 자는 집단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조직에서 명령의 사슬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이들

은 명령을 내리며 권력 의례가 행해지는 동안 지배력을 행사함으로

써 정서적 에너지를 높이거나 유지하며,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에 맞

추어 집단 상징에 충성을 다한다. 아울러 이 과정은 명령을 내리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공적’인 행위다(Collins, 1975). Goffman의 개

념에 비추면, 그들은 전면(frontstage)의 공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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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상징적 개념과 맞물려 권한자의 명령에 

동의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 집단의 하위계층으로 대표되는 명령을 받는 자들

은 명령을 받고 강제되는 상황에 놓인다. 인정하기 싫을 테지만, 권

력의례가 행해지는 집단에서 명령을 내리는 힘 있는 자는 집단의 

상징적 존재(Durkheim식에 의하면 성스러운 대상)이다. 내부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동의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정서의 흐름이 

존재하기에 이를 거스르는 것은 상징에 대한 반발이자 집단의 도덕

성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직접적 감시에서 벗어나는 이외의 곳에서 저항이 일어난다. 

Goffman의 말을 빌려, 명령을 내리고 받는 대면적 상황이 전면 혹

은 무대 위(frontstage)라면, 저항은 후면 혹은 무대 뒤(backstage)에

서 비판, 조롱, 욕 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명령을 받는 이들은 최

소한 그 순간(무대 위)에서는 ‘의례적’으로 순응한다(Collins, 

2004/2009).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조직의 성스러운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

다. 선두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라고 요구하며 지배

계급의 보수주의를 마음껏 누린다. 마치 내가 정의로운 자인 듯 행

동한다. 때문에 집단의 성스러운 대상인 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집단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해 배척이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에 뒤에선 욕할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수용하는 행위를 보인다. 예

컨대, 노동자는 감독자가 눈앞에 있을 때는 명령의 상징에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감독이 없을 때는 원래로 돌아가며 겉으로만 권력

에 순종하는 방법을 이용한다(Burawoy, 1979; Etzioni, 1975; Willis, 

1977).

재미있는 사실은 명령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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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fman(1959)의 연구에서도 보여주듯 명령을 받는 이들은 상사가 

내린 명령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상사도 명령을 받는 이들

이 늘 명령을 따르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 결정적 관심은 명력을 내리는 

과정자체를 존중하는 ‘예’를 갖추는데 있다. 명령의 내용은 중요

치 않다. 명령을 내리고 받는 과정에서 비권력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유교의 도덕적 무게와 권위주의

적 위계질서 아래 짓눌려 있었던 한국사회의 특징과 닮아 있다. 한

국사회에서 감정과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특히 윗사람에게는 삼

가야 할 일로 인식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표출 대신에 침묵과 

예의가 특권화 되어있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명령 하달 의례는 관심의 초점 공유를 강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 받는 자 모두 지배적인 정서를 공유한다. 그러나 감정의 

뒤섞임은 다르다. 명령을 내리는 자는 지배력을 행사함에 기쁨과 희

열의 정서를 경험하겠지만, 명령을 받는 사람은 소외와 굴종(굴복)의 

양가감정을 느낀다. 소외감이란 지배적 상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는 감정경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면 무대 뒤

(backstage)에서 상징에 대한 비난과 냉소를 표출한다. 만약 반란이

나 저항이 가능하게 되면  명령을 받는 계급은 갑자기 해방되어 자

기네가 숭배‘했’던 상징에 복수를 하기도 한다(Cohen, 1955). 

또 다른 감정으로 굴종(굴복)은 사전적 의미로 제 뜻을 굽혀 남에

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대칭적 권력 의례에

서는 명령에 따라야 할 것만 같은 지배적 정서를 경험한다. 명령 권

한자는 자신이 혹은 자신의 명령이 집단의 상징인 듯 행동하고, 명

령을 받는 사람은 이를 일종의 미신 숭배하듯 하는 맹목적으로 따

르는 경우도 있다. 윗사람의 감시를 피할 수도 스스로 거리를 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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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없을 때, 의례적으로 항상 성스러운 대상을 공경하도록 강요받

는 의식구조가 생성되고 내재되는 것이다.

이제 상호작용 의례는 권력과 신분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에너지

를 얻거나 잃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장 일반적 가설이 명령을 

내리는 자는 정서적 에너지를 유지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정서적 

에너지의 하강을 경험한다. 간혹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의례에 실패했

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아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지배적 정서, 집단의 상징의 흐름을 잘 따르며 충분

히 의례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계층화된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속감을 경험하고 이에 활력을 

얻는 구성원들은 ‘자긍심’을 획득하지만 배제되었다는 집단에 대

한 고갈된 정서를 경험한 구성원은 수치심을 느낀다. 이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약간의 분노와 함께 배제됨으로써 나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두려움(Turner, 2002)으로 분노를 유발(Shceff, 1990; Scheff, 

Retzinger, 2001)하기도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좌절감을 경험하며 

집단의 지배적인 정서와 의례를 따르는 패턴을 보인다.

3. 상호작용 의례 이론 연구

1) 상호작용 의례 선행연구

집단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이는 사회(societies)라 지칭할 수 있는데 미시사

회학에서는 사회를 거시 수준의 추상적인 실체로 규정하지 않고 사

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구체적 현장의 집합체라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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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s, 2004/2009). 즉, 지금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 간에서 벌어지

는 미시적 상황에서 표현되는 규칙과 질서, 사회성의 요건이 실현되

는 현장이 곧 사회이다. 

‘사회’ 속의 개인은 도덕적 규칙의 틀에 따르려는 인간의 보편

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일상생활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 일어나는 집단 속에서 우리는 집단의 사회질서를 따르기 위해 

도덕적 규칙들을 지키고, 의례적 관행들을 행한다. 우리가 무의식적

으로 따르고 있는 의례는 짧고, 비용도 들지 않고, 모든 사회적 상

호작용에서 행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때문에 집단 구성

원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들만의 의례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상호간의 적절한 존대와 처신의 교환을 하고 개개인은 존중을 통해 

집단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학 및 문화연구에서 이뤄진 최근 의례 연구는 

종교적 관점을 취해온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일상적 사

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의례를 연구해왔다. 이들 연구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호작용 의례의 미

시적 행동을 중심으로, 자아 표현(Goffman, 1959), 의례의 행동 규칙

들(Collins, 2004; Goffman, 1967), 국제교육협력 성과를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 의례적 함의(고권혁, 허창수, 2017), 다단계 몰입과 탈퇴 과

정(김창현, 2014), 사회운동(박선웅, 2007), 대인상호작용의 심리적 과

정(유승엽, 1998), 술자리 문화(이상길, 2004), 지하철 내 출퇴근 상호

작용(전하민, 20212), 여성의 사회적 행위(최종렬, 2011a), 배달문화

(최종렬, 2011b)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위 연구들은 일상적 사

회적 상호작용을 기호, 상징, 정서의 호혜적 교환의 차원에서 접근

하며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의미 있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면대면(face-to-face)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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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이버를 매개로 한 온라인(on-line) 공간으로까지 확장

한다. Collins는 정교한 상호조율의 부족을 이유로 온라인에서의 상

호작용 의례의 과정이 약하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온라인,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댓글, 퍼나르기(리트윗, 리그램, 

공유하기), 공감(좋아요) 등의 특징을 통해 반응이 즉각적이고 실시

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상호작용 의례의 창출 공간으

로 충분히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들 간의 다차

원적인 사회관계를 상호작용 의례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연구(Ling, 

2009; 강민정, 2014; 심보선, 2014;, 유보미, 2014; 윤명희, 2012a, 

2012b, 2013; 장현미, 2013; 정준희, 김예란, 2010)들도 증가하고 있

다. 이들 연구 역시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의례의 특징으로 실제 

사용자들이 몰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정서적 요인에 주목한다

(박유진, 김재휘, 2005). 또한 미디어에서의 의례가 수용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Dayan & Katz, 2011; Ling, 2009)), 매개된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물리적 공간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

어내는 역할을 수행(윤명희, 2013)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상호작용 의례 이론에 대한 논의(Birrell, Donelly, 

2004; Peterson, 2015; Solomon et al., 2013)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

에 적용한 실증적 접근 차원의 연구들(Birrell, 1981; Cottingham, 

2012; Jones, Potrac, Cushion, & Ronglan, 2011; Partington, & 

Cushion, 2012; Peterson, 2015; Rainey, 2013)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은 Goffman(1961)의 연구를 차용, 스포츠가 용기(courage), 불굴의 

정신(gameness), 성실성(integrity), 침착성(poise)의 중요한 사회적 가

치를 지님을 보고하고 있으며(Birrell, 1981; Peterson, 2015), 팬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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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팬 정체성(fan identity)과 집단 유대를 분

석하여 스포츠팬덤(sport fandom)을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Cottingham, 2012). 또한 엘리트 스포츠 영역 안에서는, 시합상황에

서 코칭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적 상황적 요소(Partington, 

& Cushion, 2012)와 NCAA 대학 운동부라는 조직적 사회 안에서 선

수들의 사회통제와 사회화 과정을 설명(Rainey, 2013)한 바 있다.

이런 선행 연구의 보고들은 ‘상호작용 의례’를 운동부 문화에 

적용함에 있어 무리 없는 이론임을 보여주고 주고 있다. 이런 맥락

에서 상호작용 의례가 아직 연구된바 없는 국내 운동부 집단 내에

서 발현되는 다양한 상호작용 상황과 운동부의 독특한 환경을 파악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운동부 집단의 의례 행동양식

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상호작용 의례 관련 국내 연구

상호작용 의례 연구가 국내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 과정으로 그 동안 국내에 적용된 상호작용 의례 

연구가 어떻게 행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외국에

서 제안된 본 이론의 내용이 한국적 문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국내 연

구들을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더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 행해진 상호

작용 의례 연구들을 스포츠나 선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비 스포

츠 연구들과 스포츠 영역에서 행해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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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저자 년도 제목

비 

스포츠 

연구

고권혁, 허창수 2017
라오스의 한 청년센터 참여자 간의 ‘하찮

은 일’이 갖는 교육적 의미 고찰

김창현 2014
의례공동체로서의 대학생 다단계판매에 

대한 연구-유입과 몰입, 이탈을 중심으로-

정원희 2013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

천: 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전하민 2012

이동하는 지하철, 이행하는 아이텐티티-일

본 사라리만의 출·퇴근 상호작용 의례를 

중심으로-

최종렬 2011
배달의 현상학과 상호작용 의례: 2011년,

한국사회의 문화풍경

최종렬 2011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여성의 ‘성스러운 게

임’

이상길 2004 일상적 의례로서 한국의 술자리

스포츠 

관련 

연구

박현권, 임수원,

권기남
2016

상호작용 의례사슬이론 관점을 통한

프로야구 관중의 열광메커니즘

신문규 2016
사회적 죽음과 생존, 냉소와 꿈 사이에서:

K3리그 축구선수 정체성의 구성

박선영 2015
노인 게이트볼 동호회와 Goffman의 상호

작용 의례

박성혜, 임수원,

박현권
2015

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주요일간신문의 

민족

표 2. 국내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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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스포츠 현장에서의 상호작용 의례 연구

상호작용 의례 연구는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측면

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상호작용의례를 통해 사람들의 

집단문화를 분석한 연구들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한국인의 술자리

(이상길, 2004), 배달문화에서의 배달자와 주문자의 대면 상호작용

(최종렬, 2011a), 가부장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에 관한 의례(최종렬, 

2011b), 일본사람들의 출퇴근 지하철에서의 상호작용 의례행위(전하

민, 2013)과 같은 면대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 있다. 나아가 인터

넷 상에서의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연구들(강민정, 2014; 심보선, 

2014; 유보미; 2015; 윤명희, 2013; 장현미, 2013)과 같은 비대면적 상

황에까지 정서적 유대와 규범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밝혀내

며 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상호작용 의례이론 연구로서의 가

치와 가능성을 고취시켰다.

본 연구가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를 탐색하고 있기에 동일한 차

원에서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상호작용 의례연구만을 살펴보았다. 고

권혁, 허창수(2017)은 라오스의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일상적 요인과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참여하는 한국 청년

들이 적응해가는 과정을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성적농담과 음주문화의 의례를 통해 현지 청년들과

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

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만큼이나 함께 술 마시고 농

담을 주고받은 일상의 ‘하찮은 일’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의례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김창현(2014)은 대학생들이 다단계에 빠져드는 과정을 상호작용 

의례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단계는 종교와도 유사한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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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 자본이라는 물질적 이해의 숭배를 통해 다

단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내부의 엄격한 규율이 종교적 

강령처럼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자본에 대

한 숭배를 넘어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릇된 성공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었고, 합숙을 기반으로 생성된 동료들과의 유대를 통한 안정

감의 정서적 힘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자본에 대한 상

징성, 성공으로 이르는 길의 제시와 집단 유대감을 경험하는 의례의 

과정을 통해 다단계에 빠져들고 있었으며 이는 종교적 의례공동체

의 모습과 유사했다.

정원희(2013)는 개신교 내부에서 동성애 논쟁을 정서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동성애 반대 집단은 동성애에 대

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공하는 상징적 확장을 통해 

충격과 불안의 정서를 경험했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자신을 동일

시하며 도덕적인 힘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또한 시위행위를 통해 의

로운 일을 한다는 기쁨과 만족감의 정서적 변화를 보였다. 반면 동

성애 찬성 집단은 소수자와 약자를 위로하는 존재로서 예수의 상징

을 찬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했으며 시위에 참여하며 기독

교인으로서 사회에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리고 성 소수자로서의 

자부심과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감정이 두 집단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사회 변화의 기능을 한다고 보

았다.

전하민(2012)은 일본 사라리만의 지하철 사례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는 사람들의 행위를 Goffman의 상호작용 의례

로 분석하였다. 익명의 다수가 밀집해 있는 지하철에서 상대방과의 

직접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회피를 통한 다양한 의례적 행

위를 구사하는 것은 상호 존중을 표현하고 자신의 자아를 재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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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면의 의례과정이었다.

최종렬(2011a)은 한국의 배달 문화 속에서 주문자와 배달자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집중한다. 주문자와 배달자는 서로 간의 관여를 

최소화하며 질서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관계이기에 배달의 상호작

용은 예의바른 무관심이 실천되는 곳이자 상호 이를 기꺼이 받아들

이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최종렬(2011b)은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행위를 고프만의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을 성스러운 대상으로 분석한다. 여성이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 요리를 준비하는 것과 남편과 아이에게 가

사일을 함께 하길 요구하는 것도 집안일을 성스러운 행위로 만드는 

노력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바깥에서 여성이 치장하는 모습을 자신

의 자아를 성스러운 대상으로 연출하는 과정이자 이를 통해 예의바

른 무관심을 표출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행

위를 불평등한 성별 노동분업이나 전통적인 젠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를 두고 상호작용 의례로 분석했다는 점

에서 흥미롭다.

이상길(2004)은 일상생활에서의 미시적 상호작용 의례를 설명한 

Goffman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식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남성위주

의 친교의례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식 술자리

는 한데 모인 사람들 간의 -Goffman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상호작

용을 유지하는 질서의 조건이라 했지만-‘체면3)(face)’을 내려놓는 

장소로 하였다. 술을 주고 따르는 행위, 건배, 술잔 돌리기, 노래방

3) 해당 연구의 저자 이상길(2004)은 이를 ‘낯’으로 풀이하고 있다. Goffman의 
원저에서는 이를 ‘face’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연구들에 들어
와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마다 ‘낯’, ‘체면’ 또는 ‘공안’으로 다양하
게 해석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낯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
면으로 해석했기에 전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 염려로써 동일하게 
‘체면’이란 단어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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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소의 연속성에서 나타나는 행위자 간의 

몸짓을 통해 술자리의 질서가 한국적 위계와 집단적 사회성간의 긴

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스포츠 현장에서의 연구

다양한 대상으로 비교적 많은 탐색이 이루어진 비스포츠 현장의 

상호작용 의례 연구와 달리 스포츠 집단,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은 상당히 미비했다. 스포츠동호회를 분석한 연구(박선영, 2015), 

경기장에서의 관중의 열광메커니즘을 설명한 연구(박현권, 임수원, 

권기남, 2014), 미디어를 통한 올림픽의 정서를 분석하는 연구(박성

혜, 임수원, 박현권; 2015), 그리고 Durkheim과 Turner의 의례 관점

을 일부 적용한 축수선수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신문규, 2016) 정도

로, 특히나 엘리트스포츠 집단을 상대로 행해진 연구는 국내에서 전

무후무한 상태이다. 

박현권, 임수원, 권기남(2016)은 프로야구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보

여주는 열광의 모습을 Collins의 상호작용 의례이론을 통해 관찰하였

다. 관중이 경기에 열광하는 것은 경기장의 축제 분위기, 먹고 마시

며 즐기는 관람문화,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친밀감과 열정의 감정공

유를 통해 상호 정서적으로 합류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응원을 

통한 집단 소속감, 유니폼과 응원가 등의 상징을 통한 팀 충성심 그

리고 선수와 팀을 지키려는 도덕적 감정을 표출하며 의례를 강화시

키는 과정이었다.

신문규(2016)는 선수와 동호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K3리그 선수들

의 정체성 구성요소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팀의 평등성과 위

계성의 두 축으로 보고 이를 Durkheim과 Turner의 의례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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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폈다. K3 선수들은 경기 중 경험하는 평등성은 전이단계의 성

격으로 존댓말이 사라지는 경기 중의 모습을 통해 팀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팀이라는 ‘공동체’를 실천해 나갔다. 이 팀이라는“공동

체”의식을 의례적 속성을 띄는 90분간의 경기를 통해 설명하는데, 

Durkheim의 시각에 빗대어 집합적 열광의 공동체적 경험 통해 축구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집약적으로 경험되고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보

고한 바 있다.

박선영(2015)은 Goffman의 이론을 통해 노인 게이트볼 동호회의 

의례질서와 자아상을 분석했다. 동호회는 회비납부와 장비를 소지해

야하는 물리적 질서, 동호회 내 기수와 실력 및 포지션에 따른 구조

적 질서, 은퇴 전 직업과 상호 존중의 정서적 질서의 의례질서를 갖

고 있었다. 또한 회원들은 동호회 내에서 상황에 따라 배움. 젊음, 

자립의 다양한 자아상을 재정립 하고 있었다.

박성혜, 임수원, 박현권(2015)은 소치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발간된 신문사 자료를 활용 기사에서 드러난 정서적 에너지의 유형

을 분석함으로써 민족주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록 

대면상황이 아닌 미디어에 대한 분석 이었지만 스포츠와 관련한 주

제이며 이 영역의 상호작용 의례 연구가 극소수라는 점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충분이 있었다. 미디어는 승리와 메달에 대해 확신을 

통한 자신감, 선수들의 용기와 도전 의식에 대한 보도를 통한 의기

충천, 올림픽 정신으로 무장한 선수들의 투지를 통한 힘(의지력), 뜨

거운 열기와 황홀함의 보도를 통한 열정의 정서 유형을 보였으며 

이는 국민들의 응집력과 관심, 애정, 열광 등을 만들었다. 이런 정서

의 보도를 통한 국민들의 정서적 고양은 민족주의를 발현시키는 과

정이었다.

위 연구들은 대면상황에서의 복잡한 의례적 상황들을 본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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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대어 명쾌하게 해석하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집단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구조적이고 거

시적으로 해석된 운동부의 모습들을 미시적 관점에서 신선하게 해

석하고 우리 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운동부내의 의례적 특성

이 선수들의 행동양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탐색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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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패러다임과 절차

1) 연구의 패러다임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의 묶음(Guba, 1990)을 의미하는 패

러다임은 질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의 특정 입장의 반영함

과 동시의 연구를 더욱 구체화시킨다(Creswell, 2007). 이러한 패러다

임은 후기 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참여주의, 실용주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Creswell, 2007),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주의의 연구 패러다임을 갖고 학생선수들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사회구성주의는 상황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와 경험들을 

중시하며 개인의 경험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역사적·문화적 규범

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관점을 취한다(Creswell, 2012). 이는 

곧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주관적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의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이런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한편, 상호작용 의례는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통해 집단 상징

과 집단의 문화(상호작용의 유형)가 생성, 변이되며 다양성이 생겨남

을 언급한다. 즉, 사회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간의 주관적인 상

호작용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구성주의는 상호

작용 의례 연구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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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주장한 Collins 역시 사회 구성주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Collins, 2004/2009). 또한 구성주의 패러다임 연구들이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다룬다(Creswell, 2012)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이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내에서 경험

하는 상호작용 의례의 주관적 경험과정과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하

는 본 연구의 취지와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질적연구 방

법 중 하나인 Creswell(2012)의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연

구는 단순하게 연구해야할 것에 대한 선택(Stake, 2005)이라 칭해지

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Creswell, 2010; Denzin & Lincoln, 

2005; Merriam, 1998; Yin, 2003)은 연구 방법이자 전략으로 간주하

기도 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 온 본 사례연

구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을 탐

색하고, 다양한 정보와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기반한 주

제를 보고하는 방법이다(Creswll, 2007).

사례연구는 목적에 따라 도구적 단일 사례연구, 다중(집합적) 사례

연구, 본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구분된다(Stake, 1995).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다중 사례연구 유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중 사례연구 

방법은 하나의 주제나 사건을 예증하기 위해 복수의 사례를 선택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사례에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이

유로 한 사례에서 도출된 결과를 다른 사례들로 일반화하는 것을 

꺼리지만 오히려 다수의 사례간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

정을 통해 일반화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Creswell, 2012). 

아울러, 이론적 아이디어를 실증하고 확장하는데 유용(Yin, 2009; 

Merci, 2012에서 재인용)하기에 사례연구방법은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보다 일반적 현상에 대한 선행적 탐색과 상호작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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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interaction ritual)의 이론적 요소를 활용한 실증적 논의가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

여 종목과 성별을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로 보고 이를 고려하여 

운동부와 해당 소속 선수들을 선정하였다. 사례들 사이에 걸쳐있는 

학생선수들의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상호작용 의례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한 그 안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들

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공통적인 주제와 개념을 발견하고자 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7년 2월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

료의 수집과 분석, 이에 따른 결과 도출의 과정을 걸쳐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단계이다. 운동부 현장관찰 및 학생

선수 심층면담을 위해 먼저 지도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과정,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중 동의 의사를 밝힌 

지도자 4명으로부터 연구의 취지와 구체적 일정, 윤리문제 및 자료 

활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연구 설명 및 동의서를 배포하고 이를 현

장에서 서면으로 받았다. 이어서 심층면담에 참여할 학생선수를 선

정하기 위해 연구에 동의한 지도자의 운동부 선수를 만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들 중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학생선수에게 학생선수용 동의서를 서면으로 배

포하였다. 아직 선수들이 미성년자인 선수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법

정 대리인(부모)과 선수의 연구 참여 의사를 함께 확인하였고, 부모

와 선수 모두 동의 의사를 표한 학생선수 17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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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연구참여
자 섭외

Ÿ 현장관찰에 동의한 고등학교 운동부
Ÿ 심층면담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선수



자료수집
Ÿ 운동부 훈련 및 일상생활의 관찰
Ÿ 심층면담 진행



자료분석
Ÿ Stake의 4단계 분석방법
Ÿ 구성원 간 검토
Ÿ 연구자료 및 결과의 타당성 검증



결과도출

Ÿ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 지배적 질서의 
유형

Ÿ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 지배적 질서의 
정당화 과정

Ÿ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선수들에게 내재되
는 과정

Ÿ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 지배적 질서의 
이해와 변화

도식 1. 연구의 진행절차

둘째, 자료수집을 위한 단계이다. 각 사례별로 일주일간 동행하며 

운동부를 관찰하였으며, 훈련이 종료 된 후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관찰 중 발견되는 

의문 사항을 선수들과 휴식시간에 확인하며 자료를 검토하거나 심

층면담에서 재차 확인하여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현장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술, 분석, 해

석의 순서를 따라 분석하는 자료분석 단계이다. 자료 분석과 해석은 

Stake(1995)의 네 가지 단계(범주적 결집→직접적 해석→패턴매칭→



- 73 -

일반화)에 따라 사례들로부터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료 

및 분석 내용들은 구성원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절차를 걸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

에 따른 결과의 의미들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결과 도출의 단계이다. 

역시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오류나 선입견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구성원간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 방법을 기반으

로 한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도식 1>과 같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I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소속된 운동

부로 해당 팀에 소속되어 2017년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현역 

학생선수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과정에 대한 충분

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운동부에서 드러나는 지배적 질서

의 속성과 과정을 상호작용 의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유목적적 표집방법

(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 중 각기 다른 사례에 대한 

여러 관점과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풍부한 자료를 통해 사례들의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편차(Maximum 

variation) 표본추출 방법을 실시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최

대편차 표본추출 방법은 다양한 참여자나 현장을 포함하는 몇몇 기

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 가장 다른 현장이나 사람들 고르는 

방식으로 이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함으로서 질적 연구

의 이상적 모습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Creswell, 2012).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운동부에 비해 운동 경험이 어느 정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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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어 있으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적 특성 상 성적을 위해 

더욱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고등학교 운동부 중 각기 다른 

종목과 성별로 구성된 팀을 현장 관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학년을 고려하여 심층 면담을 위한 학생선수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른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1) 현장 관찰을 위한 운동부 선정

본 연구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연구 참여자의 관찰과 면담을 통해 

사례들의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 연구의 결과를 도

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제

시한 연구 참여자 수집 근거에 따라 종목, 성별, 전통성, 실력의 다

른 기준을 세우고 고등학교 운동부를 선정하였다. 

첫째, 단체와 개인 종목을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했

다. 따라서 각각 단체 종목과 두 팀과 개인종목 두 팀을 선정하였

다.

둘째, 성별을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 운동부를 모두 포함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종목별로 남녀의 성별을 달리하여 총 남자단체종

목, 여자단체종목, 남자개인종목, 여자개인종목의 네 팀을 확정하였

다. 

셋째, 운동부의 창단시기를 고려한 전통성이다. 운동부가 창단된 

지 오래된 팀만을 선정하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이미 고착되고 

그 과정을 살피는데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기에 창단한지 얼마 안 

된 신생팀도 선정함으로써 지배적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초기 장면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생 팀부터 최소 20년 이상의 오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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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있는 팀을 선정하였다.

넷째, 실력이다. 팀이 시합 성적을 어느 정도 내는지는 팀의 분위

기와도 연관이 있기에 최근 3년간 전국 시합 메달 여부를 근거로 

전국 메달이 없는 실력이 저조한 팀부터 매년 전국 메달을 석권하

는 우수한 팀까지 고려하여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운동부 중 연구 참여에 동의를 표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운동부는 총 네 팀이다. 최대편차 표본추출법에 

따라 선정한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의 종목별, 성별 다

양성을 확보했으며 전통성과 실력 역시 각기 다른 팀을 구성하였다. 

이에 각기 연구사례가 가진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운동부 A

운동부 A는 남자고등학교에 소속된 남자 단체종목으로 1994년 창

단하여 올해로 23년이 된 전통 있는 팀이며, 총 15명(3학년 7명, 2학

년 5명, 1학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4강안에 

들었으며 지난 해 전국대회에 우승을 거머쥔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으며 거칠고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 종목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 

시도에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각기 

한 개뿐이라 거의 중학교에서 운동하던 선수들이 그대로 같은 고등

학교에 진학하는 특성을 보인다. 때문에 신입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중학교 때부터 봐오던 선후배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학교 교복

은 입지 않고 아예 운동부 단체복을 입고 등교한다. 

본 운동부의 하루 일과는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반에 시작하지만 

관찰이 시작한 개학 이후에는 4교시까지 수업참여 오후 2시 반부터 

해지기 전 19시 30분까지 훈련한다. 학교 내부에 훈련장이 없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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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식사(급식)를 마친 후 13시에 운동부 휴게실에 모여 선수들끼리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훈련장으로 이동 한

다. 대략 14시 정도 도착해 들고 온 가방과 외투를 휴게실에 내려놓

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후 약 14시 30분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

작한다. 

지도자는 남자이며, 훈련할 때만큼은 강하게 선수들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교 운동부 담당 감독이 교체되었

다. 이전 감독이 동일 종목 선수출신이라 예전 운동부의 가진 모습, 

가령 머리를 짧게 자른다거나 썬크림을 바르지 못하게 하는 등을 

선수들에게 강요하며 다소 강압적이었던 반면에 새로 부임한 감독

은 그렇지 않아 선수들이 최근 들어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2) 운동부 B

본 운동부는 여자고등학교 여자단체 팀으로 총 13명(3학년 4명, 2

학년 5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2년 창단해 올해로 35

년을 맞은 본 팀은 매년 전국대회 4강안에 들고 작년 전국체전에서

는 3위를 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운동부의 하루 일과는 오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학교수업을 듣고 

급식소에서 점심식사 후 1시 즈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운동부숙소

로 모인다. 이때부터 운동이 시작하는 14시 30분 전까지는 운동복으

로 갈아입고 개인정비를 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감독이나 코치는 숙소 안에서 선수들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운동 시설이 학교 내부 있어 훈련환경이 용이했으며, 학교 지원이 

풍부해 운동부 숙소도 가정집처럼 쾌적한 상태였고, 선수들 장비 및 

운동복을 매년 넉넉히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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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분위기는 제법 수평적이었다. 숙소 및 장비 관리를 2, 3학년이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공평하게 업무를 나누

고 있었다. 감독과 코치는 선배라고 1학년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선수들 역시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훈련 전에 숙소

에서 선배가 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해도 당번이 아니라면 후

배도 신경 쓰지 않고 누워 잠을 자거나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일 입을 운동복을 요일별로 지정해 13명의 선수들은 모두 

운동복, 외투, 심지어 양말까지 맞추어 입고 훈련에 임했다.

지도자는 여자로 이 팀을 맡은 지 6년 정도 되었다. 선수들과 대

화를 많이 하는 편으로 훈련에 있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선수와 

묻고 답하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지도 스타일을 보였다. 

또한 선수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집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돕고 공유하는 따듯한 지도자상을 보였고, 선수들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현재 이 운동부를 6년 째 담당하고 있는 감독은 학생선수들에게 

선수 이전에 학생의 본분을 이야기하며 학생의 의무를 다 하는 것

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감독의 요구로 선수들은 등하교시 반드시 

교복을 입고 다녀야 했기에 선수들은 운동시간에만 운동복을 입고 

그 외에는 교복차림이었다. 때문에 다른 운동부와 달리 교복을 차려

입은 선수들의 모습을 늘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감독과 지도자는 

숙소를 함부로 쓰는 것을 싫어해 선수들의 숙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장비와 선수들 개인 짐들도 항상 정리정돈 되어 

있었다. 

운동복, 장비, 먹는 것, 훈련 및 시합비용부터 시작해 운동부숙소 

물품 및 운영까지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건 감

독의 큰 노력으로 보였으며 감독은 예산운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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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선수들 메달성과금도 개인통장에 바

로 들어가도록 하고 운동복도 넉넉히 제공해 늘 빨아서 깨끗한 옷

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전지훈련 가서도 매번 다른 식당에서 

다른 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숙소 역시 여학생이고 미성년

자임을 고려해 성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모텔이나 허름한 여인숙을 

피하고 깔끔한 호텔에서 재우고 있었다. 예산을 오롯이 선수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들 개인 돈 들어가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3) 운동부 C

이 팀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소속된 남자개인종목 팀이다. 선수

는 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4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전국 시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메달이 없어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팀은 아니다. 창단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초기 여자팀으로 

시작한 이후 도망이나 선수 관리문제로 남자팀으로 전향되었고, 남

자팀으로 전환된 시기로 따졌을 때 창단한지는 5년이 된 팀이다. 

선수들의 하루 일과는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오전수업에 참여한 

후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운동부 휴게실로 14시 쯤 모인다. 

모이는 시간은 강제성이 없고 훈련 시작 시간 전에만 모이면 충분

하다. 보통 훈련은 14시 30분에서 시작하지만  강당 체육수업이 있

는 날은 조금 늦춰  약 50분 정도에 시작한다. 빨래나 청소 같은 운

동부 휴게실 관리는 1학년이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2학년은 도와주

고 3학년은 아예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훈련은 강당(체육관)에서 진

행되었다. 운동시간 중에 체육수업과 겹치기도 해 운동 시작 전 선

수들은 강당과 훈련장 사이에 탁구대를 이용 간이 벽을 세워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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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지어놓고 있었다. 

과거 선수들 숙소와 편의시설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지금은 다른 

교장이 부임하며 학교에서 지원이 상당히 좋아진 편이었다. 선수들

이 따로 지출하는 비용은 없고 장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 넉넉히 보

유한 편이다. 지도자는 남자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선수들의 진로

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나긋나긋하지만 훈련

할 때는 강한 면모를 보였으며 선후배 간의 어느 정도 위계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선수들 문제가 많은 편

이었다. 한 선수는 3번이나 운동을 그만둔다고 했었다가 결국 다시 

돌아왔고, 몇몇은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보면 얼굴에 멍들어 오거나 

팔에 기브스를 하고 나타나는 등 코치의 고민이 많아 보이는 운동

부였다.

(4) 운동부 D

본 팀은 체육고등학교에 소속된 여자개인팀으로 해당 종목이 신설

된 지 올해로 4년차가 되었다. 새롭게 창단한 것에 비해 최근 성적

을 내고 있어 실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선수는 총 5명

으로, 3학년 3명에 1학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학년은 없

다. 해당 종목 여자 고등부가 본 학교뿐이라 중학교 때 선수들이 그

대로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있었다.

체육고등학교는 전교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생활을 하

며 금요일엔 퇴소해 각자의 집으로 간다. 기숙사는 4인 1실로 학년

별로 방을 배정 받으며 다른 종목 선수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훈련장은 체육고등학교답게 규모가 상당히 크다.

특히 3학년 중 일부는 운동이 아닌 아예 다른 진로를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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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지도자도 이를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이었다. 체육고등

학교는 운동시간도 하나의 수업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업의 일환으로 훈련에 참여해야 했으며 만일 

운동 아예 그만두려 하면 전학을 가야하는 구조였다.

운동부의 하루일과는 마찬가지로 오전 수업 후 각자 친구들과 급

식소에서 점심을 먹은 후 훈련이 시작되는 14시 30분 전까지 훈련

장으로 집합한다. 모인 선수들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 각자 몸을 풀

거나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다. 훈련시간은 14시 반에 

시작하여 17시쯤 오후 운동이 마무리 된다. 이후 선수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샤워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뒤 18시부터 19시까지 급식소에

서 제공되는 저녁을 먹고 다시 19시 10분 쯤 훈련장으로 모여 야간 

운동을 시작한다. 야간운동은 대략 20시가 넘어 종료되며 선수들은 

기숙사로 돌아간다. 

지도자는 남자로 엄하지만 선수들과 상당히 유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선수들과 직접 게임을 뛰며 지도하는 모습이었고 스스럼없

이 농담이나 장난도 치면서 운동 분위기를 띄어놓고 있었다. 또한 

‘자기 할 일은 자기가’라고 선수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 팀 분

위기가 많이 변화했다고 선수들을 말하고 있었다. 특히 관찰이 시작

된 초반 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처음으로 해외시합을 떠나

게 되자 코치는 선수의 장비와 가방을 하나하나 점검해주는 자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도자의 특별한 질서 유도나 지시가 없어도 

선수들 스스로 시간이 되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가며 게임을 

뛰는 등 제법 자발적인 분위기의 팀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지닌 네 개의 운동부 사례를 통해 본 연구

는 제각기 다른 운동부 환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운동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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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성별 학년 소속팀

1 민00 남 1 운동부 A

2 규00 남 1 운동부 A

3 경00 남 2 운동부 A

4 성00 남 2 운동부 A

표 3. 연구 참여자 정보

질서의 공통적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례 내 차이점

을 살피기보다는 사례 간 공통적 속성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 지배적 질서

를 형성하는 공통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은 운동부의 전반적이고 

근원적인 질서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된

다.

2)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 참여자로 학생선수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은 선수들의 학년이었다. 선수들은 지도자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하위계급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선수들 끼리 안에서도 

선·후배를 규정짓고 서로 다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을 나누

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학년이었다. 집단 내 불평등한 힘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다른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상호작용 

의례의 형태가 달라진다(Collins, 1975)는 점은 힘의 반영인 학년을 

고려해야 하는 명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준거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학년별로 1~2명 정을 선발해 총 17명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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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00 남 3 운동부 A

6 김00 남 3 운동부 A

7 윤00 여 1 운동부 B

8 다00 여 1 운동부 B

9 주00 여 2 운동부 B

10 연00 여 3 운동부 B

11 상00 남 1 운동부 C

12 동00 남 2 운동부 C

13 정00 남 3 운동부 C

14 은00 여 1 운동부 D

15 수00 여 1 운동부 D

16 문00 여 3 운동부 D

17 빈00 여 3 운동부 D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좋은 정보는 수집하

려는 일련의 작업(Creswell, 2007)으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해 풍부한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관찰, 심층면담, 연구자 일지를 

활용하였다.

1) 현장관찰

현장관찰이란 현장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참여유무

에 따라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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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 관찰을 원칙으로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다. 비참여 관찰이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술하는 객관적 

관찰의 방법이다. 이는 사례의 현상을 객관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관

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찰된다는 사실이 관찰대상자들

의 행위의 자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찰은 관찰대상자가 연구자를 속일 가능성, 인상, 낯선 환경에서

의 연구자의 주변화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방해요소를 고려하며 진

행해야 한다(Hammersley & Atkinson, 1995). 따라서 관찰대상이나 

관찰대상 조직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

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재 겉으로 드러난 상태의 관찰을 

넘어 관찰대상자들의 내면적 특성이나 숨은 의미를 알기 위한 자료 

역시 함께 수집해야 한다. 때문에 실제 운동부 현장에서 선수들 간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태들의 관찰은 

심층면담과 함께 행해지며 서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함과 동

시에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찰대상

자의 행동을 선택적으로 관찰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연구자 일지

를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Spradley(1980)가 제시한 서술관찰, 집중관찰, 선별

관찰의 세 단계 관찰방식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서술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단계에서는 운동

부가 상황에서 보여주는 일상적인 절차와 규칙과 더불어 관찰 대상

자들의 언어, 몸짓, 표정, 분위기 등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

였다. 이어 의미 있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집중관찰

(focused observation)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상호작용 의례를 통

해 드러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작용 의례

가 주장한 구성요소들이 운동부 안에서 어떤 맥락과 방식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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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상과 개념을 선별적으로 관찰하는 

선별관찰(selective observation)에서는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운동부 질서가 운동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가 선수들의 인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았다.

이에 연구자는 2017년 2월부터 운동부 별 일주일씩 그들을 관찰하

였으며, 중요한 시합이 있는 경우 필요할 때 시합 전 후 재방문해 

운동부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선수들이 흩어져 있는 오전 수업시간

을 제외하고 선수들이 모이는 점심시간 이후부터 훈련시간, 훈련이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하교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함께 동행 

했다. 주말에 훈련이나 연습시합이 있는 날에는 선수들이 집합하는 

시간부터 연구자가 동행해 운동부를 관찰하였다. 특히 지하철을 타

고 이동하거나 잠시 쉬는 시간의 관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의

문점들은 현장에서 선수에게 묻고 해결하며 관찰의 자료를 객관적

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훈련시간에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

들 끼리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을 기록하였고, 이 시간 이외에도 훈

련장이나 시합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보이는 선수들의 언행, 쉬는 시

간에 선수들끼리 교류하는 모습을 함께 기록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

은 여성 연구자로서 남자 학생선수들의 모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외부자로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제한으로 한계에 부딪혔

다는 것이다. 가령 운동 전후 남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을 땐 자리

를 피해줘야 했으며, 선수들의 숙소는 출입이 가능했으나 기숙사나 

급식소 같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학교 시설에서의 관찰은 어

려웠다. 

이렇게 관찰한 내용들은 현장노트(field note)를 활용하여 기술하였

다. 여기에는 관찰 중 발견되는 특이사항과 함께 연구자의 의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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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 두었다. 이러한 노트는 관찰 사후 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의

문점 해소와 그 의미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

교환’(Maccoby and Maccoby, 1954), 또는 ‘목적을 가진 대

화’(Lincoln & Guba, 1985)를 뜻하며 질적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자료수집 방법 중 하나다. 면담은 개별면담뿐만 아니라 

집단면담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하나의 이슈에 대하여 연구참여

자(피면담자)들이 가진 생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운동부라는 하나의 

공통된 공간 안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선수들의 의례행위들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담과정 중 서로간의 상

호작용이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유용(Krueger, 1994; Morgan, 

1988; Stewart & Shamdasani, 1990)하다. 

면담 시에는 Patton(1990)의 질문유형을 참고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semi-unstructured interview)지를 사전에 작성하고 현장에서 활용하

였다. Patton은 질적연구 방법에서 심층면담을 하는데 있어 응답자

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인구통계학적 질문, 응답자의 

행동, 행위, 활동에 대한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행동에 관한 

질문, 응답자의 의도, 기대, 가치 등을 묻는 의견·가치에 관한 질

문,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반응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느

낌·감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연구문제에 대한 응답자가 알고 있는 

사실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식·사실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응

답자의 시각, 청각, 총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에 대한 경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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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범위 면담 내용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유형과 

특징

Ÿ 운동부 분위기는 어떠한지?

Ÿ 운동부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Ÿ 운동부 내에 따로 존재하는 또는 요구하는 질서가 있는지?

Ÿ 운동부 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행동이나 규범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Ÿ 운동부 내에서 선배로서 혹은 후배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

인지?

Ÿ 선배나 후배에게 기대하는 행위가 있는지?

Ÿ 지도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의 

정당화

Ÿ 운동부의 질서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Ÿ 운동부의 질서가 어떤 의미 혹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Ÿ 질서를 따르거나 반하는 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기분은 어

떤지?

Ÿ 질서를 거스르는 운동부원을 보면 어떻게 대하는지?

Ÿ 운동부나 여러분의 관계를 대표하거나 드러내는 그 무엇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의 

내재화

Ÿ 운동부 질서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Ÿ 운동부의 질서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Ÿ 그 과정에서 지도자, 선후배, 동료와 같은 주변사람과는 어

떠하였는지?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의 

의미

Ÿ 운동부 안에서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규범과 행동들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Ÿ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Ÿ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Ÿ 또한 그런 행동들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표 4. 심층면담범위 및 내용

듣는 감각적 질문의 여섯 가지 질문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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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호작용 의례 이론은 상황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그 과

정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희열, 기쁨, 환희와 같은 정서의 

변화에도 집중하고 있기에 Patton의 제시를 고려한 질문의 구성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문화의 내용, 의미, 

감정, 미치는 영향,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유용한 가이

드라인이 될 수 있었다. 계획된 면담을 마친 후에도 그 내용이 부족

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에는 추가 면담을 실시

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심층면담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표4>와 같다. 

3) 연구자 일지

연구자 일지는 연구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적 느낌을 포함해 면담 및 관찰 활동에 

대한 반성적 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새롭게 발견

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은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접

근방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의도치 않게 반영될 수 있는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성에 대한 반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구자의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채 현장의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현장노트와는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과정에서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특

히 운동부를 관찰하면서 드는 의문점이나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들

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반

성을 통해 현장과 면담 내용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연구문

제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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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산발적으로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를 부여하여 의미화 시키는 과정

(Marshall & Rossman, 2006)이자, 자료수집과 분석이 분리되지 않고 

수집과 동시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과정이다(Stainback & 

Stainback, 1988). 이런 자료의 분석과정은 Wolcott(1994)의 기술

(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세가지 방식을 따

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료기술

기술단계는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로,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자료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

는 단계이다(조용환, 2008). 여기에는 자료의 전사, 확장, 편집 등을 

포함 한다. 먼저 자료의 ‘전사’는 모든 자료가 수집된 이후 행하

기보다는 수집되는 한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즉시 자료화하였으며, 

Spredley(1980)가 강조한 그대로 적고 구체적으로 적는 원칙을 기본

으로 삼았다. 아울러 자료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이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된 단어나 문장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축약어, 

은어 등은 괄호를 활용하여 설명식으로 보충을 더하였고, 단어와 문

장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전사하였다. 선수

들 간에 사용되는 은어는 면담과정에서 재차 질문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예컨대,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선수들의 축약

어는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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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로 날짜, 회차, 대상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

으며, 사진과 같은 이미지 자료는 관찰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로 한

글프로그램으로 옮겨 함께 저장하였다. 또한 비참여 관찰 및 문서자

료 등을 통해 수집된 맥락정보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연구자의 생

각과 그 의미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며 자료를 ’확장‘ 하였고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편집‘ 하며 원자료의 

조작이나 훼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순수하게 분석적 용이함을 위

한 목적으로 행하였다. 

2) 자료 분석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단계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이기에 분석의 과정은 언제나 절충적일 수 있다(Creswell, 2012). 또

한 한번 분석된 자료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의 과정을 끊임없

이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Glaser & Strauss, 1967).

본 연구에서 수집할 자료들은 질적연구의 사례연구방법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take(1995)의 4단계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

다. 이런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상호작용 이론의 분석적 초

점, 맥락과 시간 및 공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였다. Stake는 서로 다

른 사례 간의 공통된 개념의 도출을 위해 범주적 결집→직접적 해

석→패턴매칭→일반화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 내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중심의미를 구성한 뒤 다시 사례들 간의 중심 의

미들 중 일치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범주화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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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1단계(범주적 결집)는 수집된 자료를 전사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자료로 모으는 단계이다. 2단계(직접적 해석)는 하나의 사

례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핵심적인 개념을 직접 적음으로써 의미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3단계(패턴매칭)는 도출된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어 하나로 묶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4단

계(자연주의적 일반화)는 사례로부터의 교훈 혹은 의미를 도출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각기 다른 운동부에서 발견되는 지배적 질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 의례의 요소와 그 의미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 반복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연구 

문제를 탐색하였다.

3) 자료 해석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하

는 단계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Van Maanen, 1988). 이런 해석의 도구에는 

형식(form), 주제(theme), 규칙(rule), 전략(strategy), 유형(pattern), 모

델(model), 비유(metaphor), 양식(style), 구조(structure), 체제(system), 

이론(theory) 등이 포함된다(조용환, 2008).

다시 말해, 해석 단계는 단편적으로 나타난 자료의 의미들을 이론, 

사회·역사적 맥락, 문화의 연계 속에서 문장 뒤편에 숨어있는 의미

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특히나 해석은 연구자의 관점과 생각이 적극적

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각과 반성적 성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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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당신이 주목한 것은 무엇인가?

þ 당신이 주목한 것을 왜 주목했는가?

þ 당신이 주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þ 당신의 해석이 올바른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

(Hollway & Jefferson, 2000)

상당히 요구된다. 이에 Hollway와 Jefferson(2000)이 제시한 연구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

며 해석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끊임없는 질문과정을 거쳐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

례를 해석하였다. 특히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배경에서 상호작용 의

례 이론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Durkheim, Goffman, Collins의 통찰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통해 연구자와 독자 모두 쉽

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를 해석하는 

과정과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지

속적인 고찰과 이를 운동부의 현상에 대입하고 비교하며 자료의 신

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의 확보는 질적연구에 있어 연구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중요 작업 중 하나이다. 연구의 진실성

을 확보를 위한 방법은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Lincoln & Guba, 1985;  Crewsell & Miller, 2000; Patton, 20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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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연구의 진실성 확보 과정을 따르고자 하였다. 

이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그리

고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은 현장관찰과 심층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Glesne & Peshkin, 

1992; Lincoln & Guba, 1985; erriam, 1988; Creswell, 2012에서 재인

용). 본 연구에서 삼각검증의 원천이 되는 자료는 운동부 현장관찰 

기록, 선수들의 면담 내용, 연구자 일지로 전사된 자료를 교차하여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관의 개입을 줄일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장관찰 중 그 의미를 추출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선수

들과의 면담 자료를 확인하여 그 애매함의 범위를 축소해나갔으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분류하였다. 지속적인 자료 검

토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의 의미들이 정제되어 갔으

며, 정제된 자료는 연구자의 분석 의도와의 비교 및 재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문제의 답을 제시하기 위한 범주로 좁혀져 갔다.

2)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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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권00 52 남 교수 박사

김00 33 여 박사과정 수료생 박사과정

강00 34 여 박사과정 수료생 박사과정

표 5. 전문가 그룹 정보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분석하면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에 본 연구

의 지도 교수와 연구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을 전문가 그룹으로 구

성하였으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을 결과

에 반영하였다.

특히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료의 애매모호함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의미들이 동료 간 협의 과정을 거친 수정과 보

완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때로는 새로운 의미가 제시되었다. 이런 

분석과 해석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연구 결과 

역시 이 후 동료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

을 거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3) 참여자 확인

참여자 확인은 원천 자료를 제공한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

료의 내용과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Glesne & Peshkin, 1992; Lincoln 

& Guba, 1985; Merriam, 1988; Miles & Huberman, 1994; Creswell, 

2012에서 재인용)이자 자료의 신빙성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법

이다(Lincoln & Guba, 1985). 연구 참여자가 의도한 바와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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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비교 견주함으로써 보다 자료의 진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이에 연구자의 질문 의도와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 확신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물음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연구자의 오역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음으로써의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구성원간 검토는 해당 면담자와의 상호작용만을 통해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나의 사건이나 동일한 면담 내용에 대해 익명

을 보장한 채 다른 선수나 지도자를 통해 재차 확인함으로써 다자

간의 검토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6.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선수들은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속해있는 집단과 개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연

구윤리 준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연구과정에서 윤리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기입하고 연구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확인하

기 위해 연구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

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심의를  

2017년 1월 10일 의뢰하였다. 심의를 위해 심사용 연구계획서, 사용

할 연구 참여자 동의서, 지도교수 서약서, 연구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결과정리 양식지,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 2017년 2월 10일 연구 승인을 받았다. 

특히 연구윤리 준수의 핵심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안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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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동의

(informed consent)와 연구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지킨 윤리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임으로 고려하여 선수, 부모 그리고 

지도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를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면 수집된 자료들을 포함하여 해당 연구 참

여자와 관련한 자료를 즉시 폐기하였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

다. 

셋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암시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기술하지 않았으며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는 익명

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비밀보장에 있어 모든 자료는 연구자의 철저한 보안아래 보

관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비밀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폐기

하였다. 

이런 모든 윤리적 고려사항을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에

게도 공지하였으며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문제

는 연구자에게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윤

리적 문제 발생을 위해 위 사항을 철저히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 96 -

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의례의 미시적 관점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에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과 특징이 무

엇인지, 이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정당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학생선수들에게 어떻게 내재되

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색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1.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과 특징

본 연구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의 운동부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되고 정당화되는 메커

니즘을 상호작용 의례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운동부 문화에서 드러나는 의례의 유형과 특

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운동부는 ‘유대’와 ‘순

응’의 의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두 가지가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운동부의 

유대와 순응의 의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유대 의례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계층화되어 있는 운동부가 여전히 

영속성 있게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Durkheim은 의례는 사회질



- 97 -

서의 유지와 통합적 기능을 하며(Bell, 1997/2009), Collins는 사회적 

의례를 통해 창조된 유대감이 집단 결합과 유지의 원리라 설명한다. 

의례의 과정 속에 경험한 집단에 대한 유대감은 선수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하나됨을 느끼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의

례는 집단의 유대를 파생시킨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선수의 집단 

유대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의례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들

은 운동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 하며 기분 좋은 느낌과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운동부 성원으로서 유대 형성의 질

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유의례, 시합 의례, 구별의례로 

나타났으며 이런 유대의 의례규범들은 선수들에게 운동, 그리고 운

동부에 대한 소중함을 강화시키고 상호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있었다.  

 

(1) 공유 의례

① 공간과 시간의 공유: 신체적 공현존

선수들은 오랫동안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절대적 

시간만큼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선수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운동부 숙소, 훈

련장과 같은 동일한 공간 안에서 함께 보낸다. 또한 수업이 시작되

는 오전 아홉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하는 오후 한시까지 대략 네 

시간의 오전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같은 시간을 공유하

며 보낸다. 함께 하는 시간은 대략 오후 한시부터 평균 오후 여덟시

로 약 일곱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보낸다. 만일 시즌

이 임박하여 새벽운동이나 야간운동이 시작될 경우 함께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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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의 공유 정도는 더욱 늘어난다. 

네, 딱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운동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뭔가 학교에 있으면 아침 8시에 와서 밤까지 같이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하곤 그만큼 오래 있지 않고 그래서 애들이랑 

더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친한 그런 거 같아요.

(정00, 20170321)

항상 같이 있으니깐 소중한 걸 못 느꼈다고 해야 하나. 가족과 비슷해

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오래 같이 있으니깐…….

(성00, 201703022)

운동부가 저에겐 한 4-50%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반정도. 

나머지는 아무래도 가족? 저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

다 훨씬 많잖아요. 공부도 오전만 하고 오후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하니깐 또 다른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몇 년을 계속 같이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깐 가족 같은 존재 같기도 하고 어디를 가도 서

롤 잘 아니깐 되게 좀 애틋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00, 20170308)

선수들은 유대의 감정들이 극대화 되며 단순한 팀 동료 이상의 감

정을 느끼고 있었다. 면담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선수들은 자신이 

속한 운동부를 ‘가족’에 비유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동일시하거나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만큼 자신들이 운동부 안에서 공유하는 공간과 

시간이 운동부에 유대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함을 의미한다. 신체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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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안에 있고 주어지는 동일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

는 상호작용 의례에서 ‘신체적 공현존’과 같은 개념이다. 신체적 

공현존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Collins, 2004/2009), Durkheim과 Collins가 주

장하는 의례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 전제조건이다. 또한 Goffman 역

시 직접적으로 신체가 함께하는 면대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의례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운동부가 어떤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께 모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호작용 의례가 이야기하는 

신체적 공현존의 특성은 운동부를 상호작용 의례로 통해 설명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② 관심 공유

선수들은 상호 함께하는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소통하는 행위를 

통해 함께하는 존재로써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 선

수들은 관심의 초점을 ‘운동’에 두고 있었다. 서로의 관심이 운동

을 통해 함께 공유되고 있느냐 아니면 운동 ‘외’ 다른 그 무엇이

냐에 따라 서로의 존재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운동’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서로 간의 유대를 느

끼게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었다. 

그냥 운동으로 진학하려는 언니들이랑 좀 더 하려고 하고 편하다? 그

런 느낌인데 운동으로 진학 안하려는 언니들과는 겉으로는 표현 안하

는데...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수00,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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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운동으로 가려는 애들은 독기 품는 게 보인다랄까... 그래요. 열심

히 하는 애들 보면 걔네 덕분인진 모르겠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

은 마음이 생겨요.

(문00, 20170329) 

운동 쪽으로 나가려는 형이랑 운동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행복해

져요. 다른 사람들 하곤 그런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상00, 20170323)

이처럼 선수들은 동일한 목표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서로에 

대한 편안한 감정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선수들은 운동선

수로써 운동에 지향점을 두고 긍정적인 감정과 유대감을 경험했다. 

한 가지 예로, 운동부원으로써 훈련에 참가는 하고 있지만 이미 일

반학과를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아래 선수의 면담내용은 운동 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유대감의 저하를 불러온다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

었다. 특히 같은 운동부 성원과 교류의 감정을 느끼는 지점이 다른 

곳에 있었고 운동을 통한 유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그들에 대

한 어느 정도 불만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친하다고 느낄 때는 뭔가 이야길 했을 때 공통점이 있는, 예를 들어 

연애 이야기를 해요 쟤도 남자친구가 있고 저도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

가 있어요. 서로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서로 공

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평소 운동하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빈00, 20170331)

이처럼 서로 공통되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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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서로간의 함께하는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유는 서

로의 존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더욱 잘 공유될수록 더 강렬한 정서

를 공유하게 한다(Collins, 2004/2009). 즉,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는 인지적 체험, 이를 통해 느끼는 긍정의 정서적 체험을 함께 과정

에서 선수들은 의례에 합류해가며 집합의식을 생성한다. 즉, 관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지한다는 것은 정서적 공유로 나아가는 

회로의 단절을 의미한다. 

③ 정서 공유

선수들의 유대를 자극하는 상호작용 의례의 세 번째 경험은 상호 

간의 정서적 교류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운동부생활을 하며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우승의 기쁨 이외에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기술, 실수로 인한 우울감, 뒤쳐진다는 불안감 등의 부정적 정

서들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감정들을 서로 

보듬고 공감하며 떨어진 정서를 다시 전환시켜주려는 동료들의 행

위, 예컨대, 향상된 운동실력에 대한 칭찬, 힘들 때 건네는 동료들의 

조언과 위로의 한마디는 선수들의 우울한 감정을 전환시키고 상대

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인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유대감 생성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잘 챙겨줄 때요. 저번에 잘 안 되가지고 좀 힘들어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었는데 단체전을 뛰었는데 뒤에서 선배가 못한다고 뭐라 했을 때 좀 

슬퍼서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집합 할 때 코치쌤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넌 괜찮다고 일학년인데 뭐 벌써부터 그러냐’고 그랬을 때 그때 울었

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친구하고 선배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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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하는데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그

럴 때 하나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00, 20170323)

그 위로 받을 때나 위로해 줄 때요. 서로가 서로 힘든걸 알잖아요. 그

때 감정이 비슷비슷 하잖아요. 공감을 하면서 더 그때 높아지는 것 같

아요 감정이 교류하면서

(연00, 20170307)

이러한 감정들은 시합장에서 더욱 극대화 되고 있었다. 시합장에

서 나를 향해 보내는 응원, 우승을 통해 한마음으로 느껴진 희열의 

감정들 역시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행위로 다가왔다. 

시합장 갔을 때 뒤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응원해줄 때 저 아니여도 

다른 사람 뛸 때 파이팅 많이 넣어주고 할 때 소중하게 느껴져요

(상00, 20170323)

2월... 대회 때문에 유소년대회요. 막 대회를 하는데 관중석에서 응원을 

해 주잖아요. 진짜 너무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축하한다고 다 끝나고 

나서 3, 4위전에서 이겨서 가는거란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마스크 벗고 

인사하자마자 막 뒤에서 ‘불가리아! 불가리아!’ 하면서 다 솔직히 조금 

창피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저 운동할 때 할 수 있

다 할 수 있다고 동기애들만 그런 이야기 해줬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

깐 언니들도 축하한다고... 저 내일 (불가리아로) 가잖아요. 잘 갔다 오

라고 격려해주고 제 일처럼 챙겨줄 때부터요.

(수00, 20170328)

내가 힘든데 애들이 위로해줄 때 그때가 제일... 아니면 극히 드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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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저희가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뻐할 때 그럴 때 강한 것 같아요. 

(연00, 20170307)

선수들은 저하된 정서를 보듬어 주는 주변의 위로, 내 일은 자신

의 일처럼 여겨주는 주변의 공감이라는 상호 정서적 교류 통해 하

나됨을 느끼고 있었다. 즉,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들은 선수가 집단

에 유대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의례 규범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

서적 경험은 집단 유대감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Collins, 2004/2009), 

흐름의 감정 다시 말해 집합의식과 의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정서

의  공유는 서로의 친밀감이나 열정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

었다.

종합적으로,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치며 함께 하는 것, 운동이라는 

관심의 공유 그리고 훈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들 특히 감정의 늪

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동료를 위해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팀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을 자극하며 팀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일깨우며 운동부가 가진 유대의례의 특징을 보

여주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 공현존, 관심의 초점공유 그리고 정서의 공유는 상호

작용 의례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공간과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그 

어떤 정서적 공유나 합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상호작용 의례가 더

욱 강렬하게 발생하고 집단적 감정의 열광이 초래되며 평상시보다 

더욱 강한 에너지를 체험한다(Durkheim, 1995; 박선웅, 2007). 따라

서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는 운동부 안에서 동료들과 

공간과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 간 유대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체험의 만족은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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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밀착되어 있을 때 더욱 충분해지고, 그 과정에서 관심과 정서

의 공유를 통해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김창

현, 2014; 윤명희, 2013) 운동부 성원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킨다. 

특히 팀을 이루고 있는 운동부는 함께 보낸 시간만큼 서로 유대감

을 느끼기가 쉽다(Rainy, 2013).

사회는 유대감, 선의, 사랑, 미움과 같은 어떤 정서들이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Bell, 1997/2009) 정서는 사회적 응집의 메카니즘을 제공

한다. 이와 관련해 상호작용 의례에서 집합, 관심과 정서의 공유 차

원에서 스포츠를 탐색한 연구들(Conttingham, 2012; 박현권, 임수원, 

권기남; 2014; 정원희, 2013)은 함께 하는 공간 안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는 관심과 정서의 경험을 통한 집단 유대를 설명한다. 즉, 정

서의 경험이 집단의 유대를 형성시키며 이것이 발생하기 위해 신체

적으로 함께하며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과 정서를 공유

하는 과정이 유대의례이며 이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운동

부는 서로 간의 친밀감과 열정을 공유하는 유대의례의 유형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구별 의례

다른 집단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방

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선수들은 학교 안에서 자신을 일반학생과 

구별짓고 있었다. 선수들은 ‘운동부’임을 드러내는 특별한 행위 

또는 표시를 통해 일반 학생과 자신의 다름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

동부로써의 소속감을 느꼈다. 그것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시각

적 장치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고, 직접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 특별함을 드러내는 구별의례의 신호에는 유니폼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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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하지 못하는 운동부만이 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특별

한 행위로 나타났다.

① 시각적 구별:　유니폼

선수들은 자신의 팀끼리 공유하는 유니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선수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네 개의 사례 모두 매년, 

시즌별로 지도자를 포함하여 유니폼을 맞추고 있었다. 실제로 집단A

의 하계 유니폼을 맞추는 과정을 우연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유니

폼을 고르는 과정은 감독 혹은 코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

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었다. 감독과 

코치의 의견조율을 통해 먼저 몇 가지의 유니폼 디자인을 정한 후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이 나은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는지를 

묻고 이를 반영해 최종적인 팀 유니폼을 결정했다. 비록 감독과 코

치에 의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은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어느 정

도 선택의 자발성이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된 유니폼 디자인

에 학교 이름을 어디에 새길 것인지 크기는 얼마나 할 것인지와 관

련한 내용도 선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결정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하고 완성된 유니폼은 선수들

이 소속감을 드러내는 명시적 지표였다. 나의 소속을 드러내는 학교 

이름, 나를 대신하는 등번호, 나의 이름 등이 적혀있는 우리 팀이 

함께 입는 똑같은 유니폼은 시각적 효과와 함께 집단으로써의 자신

들을 내보이고 있었다.

저희 운동할 때 입는 거 보면 뒤에 00고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거 아

침에 챙길 때 입고 나갈 때 그러면 아 내가 00고구나 라고 생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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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00, 20170303)

운동복 받을 때요. 막 단복 같은 거 맞추면 아 진짜 우리 운동부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어보고 나오라고 하면 아 진짜 다 운동부구

나 00고 운동부구나 느껴요.

(윤00, 20170309)

여러 선수가 뒤섞여 있는 시합장에서 유니폼은 다른 팀과 우리 팀

을 구별하는 기분이자 자신의 소속과 상징을 드러내는 징표로 작용

하고 있었으며 선수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역시 일반학생

과 자신을 구별하는 의례적 행위였다. Langner(1981)는 유니폼은 개

인 또는 집단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설명한다.  이런 수단성

은 동일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간에는 하나의 동질감을 줌과 동

시에 다른 집단을 배척하기도 한다(김병혁, 2008). 따라서 이런 유니

폼을 통한 구별 의례 행위는 외부와의 경계를 지음과 동시에 운동

부 안의 내부적 유대를 상승시킴을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선수들이 유니폼에 집단으로써의 자신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부여

하는 과정은 유니폼이 단순한 운동복을 넘어서 집단의 개념을 바탕

으로 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성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니폼은 그저 같이 입는 옷, 운동할 때 입는 기능성 

복장을 넘어서 선수로서의 나의 존재, 나의 소속감을 드러내는 표식

이자 다른 집단과 나를 구별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장치라 하겠다.

② 행위적 구별:　특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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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은 운동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하다는 행위를 통해 다른 집

단과 우리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별 행위는 우리집단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주변인의 차별성 확

인이었다. 선수들은 오후 운동을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급식실

을 선점하고 식사를 하는 것, 교장과의 잦은 대면 등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행위규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

른 사람과의 우리의 경계를 짓는 행위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학교 

교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학급생들이 종종 이야기 하는 ‘운동부니

깐~’이라는 말을 통해 운동부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

며 다른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부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

요. 따로 행동을 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아 운동부는 따로 

이런 걸 하는구나 처음에는 오 신기하다 이런거였구나 아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거나 이런거요. 밥 먹을 때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밥도 

먹고 훈련하기 전에 쉴 시간이 있어야 하니깐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따로 밥을 먹거든요. 급식시간이 되면 다른 학생들은 반별로 줄 서서 

먹는데 저희는 먼저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그럴 때도 느끼고, 다른 학

생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 자주 못 뵈잖아요. 저희는 시합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뵈니깐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교장선생님이 친근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이건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했을 때 더 강하게 느껴요. 혼자 하는 거는 선생님한테 종례 받는거? 

저 운동부인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이럴 때 내가 운동부구

나 하고 느껴요.

(주00, 20170308)

남들이 못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특별함으로 다가 온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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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집단의 특권의식을 자극하기도 하고 남과 나의 다름을 인식함

으로써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한다. 운동부라서 할 수 있는 특

별한 것들은 선수들에게 어떤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이런 감정들은 

‘나는 운동부니깐’ 의식의 자극제가 되었고 혼자보단 함께 함으

로써 선수들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의례적 행위로 나타났

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운동부만의 특별

한 행위를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의례행태를 함으로써 상호간

의 유대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런 구별의례

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외부와의 경계선이 된다. 상호작용 의례에

서 외부와의 경계 혹은 외부인의 진입 장벽은 내부적 의례가 촉발

할 수 있는 조건으로(Collins, 2004/2009), 선수들은 유니폼과 특별한 

행위를 통한 구별의례로 우리와 타인의 경계를 구별 짓고 있었다. 

또한 성원간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 다는 것은 다소 개인의 성향

을 죽이고 집단의 행동 양식에 따라야 하는 요구를 생성시키기에(김

병혁, 2008), 선수들은 유니폼을 통한 구별 의례로 자신의 개인적 성

향보다는 운동부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알고 운동부 집

단 양식에 따라 행동하려 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체감과 

통합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유니폼은 같은 옷을 입는 운동부가 모

두가 하나라는 일체감의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김재준, 2012). 이런 

과정을 통해 선수들은 일반학생과 운동부원으로서 학생선수의 차이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선수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과 동시에 운동부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깨우치고 

확인하며 집단 행위 양식을 따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운동이 추구하는 지향점

을 향해 합치해 가는 과정과 운동부로써 운동부만이 할 수 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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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천으로 자신이 다른 집단과 다름을 선수들이 인식하는 과정

은 외부와 우리를 구별함으로써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

서의 교환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런 정서의 지속적 경험

은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서적으로 합류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Collins, 2004) 사회적 결속을 유지시

킨다(Scheff, 1990; Scheff & Retzinger, 1991)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정감과 행복감 등 유대의 근간이 되는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앞선 의례의 행위규범들은 선수들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 행위

를 독려함으로써 운동부의 유대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운동부로써 관심과 감정 그리고 함께함을 공유하고, 시

합에 출전하고 운동부만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공유의례, 시합의례, 

구별의례는 선수들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의례였다. 이런 유대 의

례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부 구성원간의 관계의 거리

를 좁히는 반면 외부와는 경계의 담장을 높이며 운동부의 한 구성

원으로 자신을 확인시키고 있었다.

(3) 시합 의례

① 시합 출전: ‘소속감’ 강화

시합에 출전한다는 건 등 뒤에 학교 이름을 새기고 공개적인 자리

에 나의 소속감을 드러내는 명시적 행위이다. 이런 물리적 소속감을 

통해 내가 이 학교의‘대표’라는 인식은 심리적으로 선수들의 소

속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속을 드러내는 행위는 행복의 긍

정적 감정을 일깨움과 동시에 팀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행위동기를 

자극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수들은 이런 시합 출전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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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 대표로 대회 나갈 때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한마디로 전국체전 같은 건 지역 선발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 인천에서 대표로 나갔다는 그런 거에 많이 행복한 것 같

아요

(동00, 20170322)

단체전 뛸 때요. 넷이서 한마음이니까요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면, 못하는 게 성적으로 보이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문00, 20170329)

동시에 선수들에게 시합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평소 훈련 때보다 시합이 더욱 서로가 친밀해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합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자리로 

시합의 규모가 클수록, 대학 진로에 점수 반영이 되는 시합일수록 

그 의미는 확장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작용으로 선수들 간의 유

대의 감정도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대학준비도 해야 하고 이제 시기상 유대감이 강하긴 한데 아무래도 시

합 나갈 때가 지금보다 더 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합이고 더 중요

한 시합들이다 보니깐 그런 게 더 느껴지는가 봐요.

(동00, 20170322)

그냥 단체전 하면서도 이거 해 이거 하지 말라고 뒤에서 응원해주다보

면 내가 재랑 싸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감정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일상생활 오면 그 단체전 뛸 때만큼은 아니지만 신경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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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조금씩 조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빈00, 20170331 )

안 친했던 사람들끼리는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뭐라 해야 하

지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해주려 해요. 시합이니깐 한번 씩 맞

추려고 하고 화를 내면 자기가 더 안 되니깐 좋게 좋게 타이르는 거

죠.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친하면 화를 먼저 냈는데 

시합 다가오니깐 화를 안내는 것 같아요. 화가 나긴 나는데 일단 타이

르고 화는 안내요. 잘하자 같이 서로서로 안고 가려는 것들이 많이 생

긴다는 느낌이에요.

(상00, 20170322)

시합 뛸 땐 잠깐 (서로 안 좋았던) 그 생각은 내려두고 우리 열심히 

하자 정말 언니들 대학 좋은데 보내주고 우리도 좋은 성적 내자 뭐 그

때는 단합이 되는 것 같아요.

(주00, 20170327)

선수들은 시합출전으로 인해 소속감과 유대의 감정을 강렬하게 느

끼고 있었다. 특히 시합이라는 공동의 이벤트는 기존에 존재했던 구

성원들 간의 앙금과 갈등을 사소화 시키기도 했다. 시합우승을 위해 

함께 응원하고 자신의 일처럼 애쓰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었고 시합이 끝난 후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었다. 때문에 선수

들은 시합을 다녀온 후 오히려 사이가 좋아짐을 이야기했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은 누구인지를 확인

하는 과정을 통해 시합 경험이 유대감이 상승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즉, 선수들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시합이라는 배경을 통해 매우 안

정적이고 결속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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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합 몰입: 적극적 상호작용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몰입의 감각은 소리에서 나온다(Collins, 

2004). 훈련장과 시합장 안에서 퍼져 나오는 선수들의 함성, 기합, 

응원은 서로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며 서로의 인식을 가능

케 했다. 선수들은 함께 하는 공간에서 서로의 몸을 직접 부딪치는 

신체적 교환과 기합, 구호 등의  언어적 교환을 통해 시합의 몰입을 

경험하고 있었다. 경기 중 서로의 위치를 알리는 소리, 등 뒤에서 

귀를 자극 하는 ‘파이팅’ 과 같은 소리가 오가는 실천적 현장에

서의 상호작용은 몰입경험을 통해  선수들을 하나로 엮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 필드로 나와 스틱을 잡고 연습하며 몸을 푼다. 

서로 ‘파이팅’을 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원정시합이라 그런지 분

위기가 훈련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내 경기가 시작되었고 달리 선수들 

집중도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서로 부르는 콜이 훈련 때보

다 월등히 많다. 감독도 시합장에 방문해 선수들 이름을 부르며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인다. 분위기는 상당히 상기되 있으며 

선수와 코치 감독 모두 경기에 몰입해 있다.

(현장관찰, 20170304)

파이팅 넣을 때요. 응원 넣고 구호 넣을 때 그때 막 집중돼요. 

(다00, 20170309)

네. 시합장 같은데 가서 시합 뛸 때 평소보다 더 파이팅 많이 찾고 하

니깐 아 그래도 마음이 잘 맞구나 하고선 막 공격 플레이 같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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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잘 맞구나 할 때 아 그래도 잘 맞구나 해요.

(윤00, 20170309)

시합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뒤잖아요 최종 수비라서 근데 볼 들어가

는 거 볼 때 다들 받으려고 싸인 하고 그럴 때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

히 뛰고 그러는 게 이기자 이기자 집중해 있는 거 한번 이겨보자 이럴 

때요.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도 많이 하

고 같이 노력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평소에 장난스럽게 하던 

애들이 시합기간이 되거나 시합장 가면은 눈빛이 막 변해서 의기투합

해 열심히 하자 이럴 때 아 쟤네가 뭔가를 해보려 하는구나 싶어요. 

느낌은 좋아요 하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같이 으쌰으쌰! 아

자아자! 하니깐 기분 좋아요.

(연00, 20170403)

선수들이 시합 시 주고받는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들을 통해 얻은 

감정적 자원들은 시합이 다른 무엇보다 성원들의 정서적 에너지와 

유대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상호작용 의

례는 언어로 표현되는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눈짓, 몸

짓과 같은 등 비언어적 행위 역시 포함한다(Goffman, 1956, 1967). 

함께 하는 공간 안에서 주고받는 말과 눈빛들이 서로의 정서를 자

극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Goffman은 의례 과정에서 ‘메타커뮤니케이션

(meta-communication)’ 방식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의례는 메

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율되는데, 메타커뮤니케이션이란 소통을 

넘어서는 그 배후의 소통이란 뜻으로(Bell, 1997/2009), 예컨대, 우리

가 인사를 할 때 굳이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깨를 툭 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표현임을 서로 안다는 것 또는 시합 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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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말이 곧 ‘패스’를 의미함을 모두가 안

다는 것이 바로 메타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여기에는 말 속에 존

재하는 특별한 코드, 은유와 환유적 표현, 일정한 형식을 갖춘 리듬, 

박자나 강약의 패턴 등이 포함된다(Bauman, 1975; Goffman, 1974). 

이렇게 시합 중 경험하는 선수들 간의 리듬감 있는 소리 및 행동의 

교환은 상호작용 의례과정에서 박자맞추기, 공유리듬과 같은 리듬의 

조율을 통해 유대를 형성되고 강화한다(Collins, 2004/2009).

또한 시합은 정기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 번의 의

례 상황만으로도 선수들은 유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비교적 일시적이다. 의례는 되풀이 되지 않으면 사라진다(Collins, 

2004; Durkheim, 1912)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렬한 정서적 에너지의 

교환과 유대감이 증폭되는 시합의 반복은 보다 운동에 몰입해야 하

고 시합에서 적극적 행위를 하게 하는 운동부의 규범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시합 노력: ‘우리성’ 강조

선수들은 팀을 위한 자신의 희생과 최선의 노력행위의 과정을 거

쳐 보다 운동부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충실한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인식의 끝에는 나보다는 모두를 위

한 행위라는 인식의 저변이 깔려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성이 강조

되고 있었다. 공동을 위한 희생과 최선을 다해야 함은 공동을 위한 

올바른 것으로 행위로 인식 되었고 스스로 집단의 구성적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한 역할 행위이기도 하였다. 선수들은 주변의 강요가 아

닌 자발적 희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팀을 위한다’는 의미로 수

렴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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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샘한테 저희가 단체전이 

또 있으니깐 그런 건 민폐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그 만큼의 몫을 하고 

메달 따야겠다... 

(빈00, 20170331)

(부상이지만) 시합 그대로 뛰려고요. 팀에 손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3

학년 인데 뛰어야죠, 어깨에 책임감도 느껴지고... 단체 운동이니 혼자 

빠져서 팀 전력에 손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애들 피해 입

으니깐요. 병원에서는 안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00, 20130228)

언니들을 위해서라도 애들 모두 성적을 내는 마음은 다 갖고 있죠.

(주00, 20170327)

선수들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 전력을 위해 시합에 출전하고 시

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행위가 자신보다 팀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

기 하는 것은 선수들 생각의 중심에 ‘우리’라는 집단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선수들에게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인식이 운동선수들에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강하게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라는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특질(최준식, 

2000)로, 개인의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 목표에 종속시키며 서로

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개념 하에서 구성원들

은 집단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 의무를 경험한다(이종한, 2000). 선

수들은 희생과 최선의 노력행동을 통해 운동부가 가진 공통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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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기 위한 어울림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 운동부

에 속한 선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다하고자 했다. 

이는 집단의 행동규범에 따르고 집단 구성원간의 조화를 중요시하

는 한국적 집단주의의 특징(유진, 박성제, 2003; 최준식, 2000)이자 

의례의 특징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 팀을 위한 것’이자 보다 

‘결속력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며 함께한다는 의

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선수들의 집단주의 인식을 통해 생성

된 ‘우리’의미는 의례의 과정을 통해 집단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

히 하는 작동기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수들은 시합의례를 중심으로 시합출전을 

통해 집단 소속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시합 행

위, 그리고 시합과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

를 통해 우리성을 강조하는 등 유대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의 

소속감은 집단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정신적인 교제는 사회의 생명력을 높여 준다

(Durkheim, 1912/1965). 

이런 정서적 교환을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 행위들 즉, 시합 중 주

고받는 말하기, 환호하기, 신호보내기와 같은 메타커뮤니케이션 행

동을 통해 더욱 몰입하고 유대감을 자극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발

생하는 상호작용 의례의 산출물이다. 시합 중 내는 하이톤의 목소

리,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또 다른 목소리, 또는 머리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거리고 손을 드는 등의 행위는 상호작용 의례 안에서 정

서를 고취시키며 의례를 조율하는 리듬감 있는 행위들이다(Cappella, 

1981; Collis, 2004/2009; Condon & Ogston, 1971; Gregory, 1983; 

Hatfield, John, & Richard, 1994; Kendom 1970, 1980). 위와 같은 신

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리듬을 타는 동조가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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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례 구별의례 시합의례

Ÿ 시간/공간공유

Ÿ 관심공유

Ÿ 정서공유

Ÿ 시각적 구별: 유니폼

Ÿ 행위적 구별: 특별행

위

Ÿ 시합출전: 소속감 강화

Ÿ 시합몰입: 적극적 상호

작용

Ÿ 시합노력: 우리성 강조

 신체적 공현존

 운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고 드러내기

 격려의 말투, 응원

 유니폼(옷차림)

 급식실 선점하기

 교장과의 잦은 대면

 시합이라는 공통이벤트

 구호, 기합 넣기, 눈빛

주고받기와 이에 응답

하는 소통 강도의 증가

 팀을 위한 희생과 노력

행위: 함께하며 감정과

생각공유하기

행위: 운동부만의 특별한  

표시 드러내기와

행동하기

행위: 시합 출전

인식: 시합을 통해 고취되  

는 유대와 의례성

표 6. 운동부의 유대 의례     

일어나고(Condon & Sander, 1974a; 1974b), 움직임의 동조 현상은 

운동부 혹은 시위대와 같이 집합적 행위를 하는 조직적인 집단에서 

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Wohlstein & McPhail, 1979). 

이런 미시적 행동에서의 언어적·신체적 동조와 메타커뮤니케이션

을 통한 상호작용은 집단의 유대를 형성하고 더욱 강화시킨다

(Collins, 2004/2009; Hatfield et al., 1994). 아울러 동조를 통한 유대

의례는 집단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상황(유진, 박성제, 2003; 

최준식, 2000)과 결합하여 더욱 그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즉,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하고 팀원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 행위를 하고 

시합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시합 의례는 집단의 소속감과 우리성을 

강조하며 유대를 자극하고 있었다. 이에 운동부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 고유한 의례행위와 규칙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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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응 의례

집단 질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순응을 요구하는 것은 운

동부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Lipsky, 1979; Snyder, 

Spreitzer, 1983; 권순용 등, 2011; 박재우, 김동학, 2016; 임번장, 

1988; 정봉현, 김하영, 2017). 이러한 특징은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운동부의 의례 유형중 하나였다.

선수들은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제받고 있었으

며, 권력체계 아래서 위계를 학습하고 있었다. 사례별로 위계수준의 

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지배적으로 자리 잡은 이 질서에 순응하기

를 요구받고 따르고 있다는 점은 동일했다. 선수들은 이를 때로는 

부조리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때로는 집단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수들이 부조리함에 순응하게 되

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순응의 의례를 통제의례와 권력 의례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제의례

① 제도적 통제

운동부는 학교라는 제도적 기관 안에 소속되어 조직적인 생활을 

한다(정봉현, 김하영, 2017).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은 학교라

는 구조화된 제도아래 하루 일과의 전반을 학교와 운동장이라는 공

간 안에서 미리 짜여진 철저한 스케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운동부 사례마다 각 학교의 상황, 훈련장 위치에 따른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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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운동부A 운동부B 운동부C 운동부D

8:00

오전 수업(교실)9:00

10:00

12:00 점심시간(급식실)

13:00
훈련장 

이동(대중교통)

개인정비

(교내 운동부 

숙소)

개인정비

(교내 운동부 

숙소)

휴식시간

(기숙사)

14:00

훈련(교외) 훈련(교내)

훈련(교내) 훈련(교내)
15:00

16:00

17:00

18:00
저녁식사

(급식소)

저녁식사

(급식소)

19:00 훈련 종료 훈련 종료 귀가 야간운동

20:00 귀가 샤워 및 귀가 취침(기숙사)

표 7. 사례별 운동부 하루 일과표 

등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관찰 결과, 운동부의 하루 일과는 쳇

바퀴 돌 듯 늘 동일한 시간과 절차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의 학기 중 대략적인 하루 

일과를 제시한다<표7>.

관찰기간 동안 선수들은 시합이나 특별한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곤 늘 위에 일정대로 움직였다. 특히 선수들은 훈련하는 시간 

이외에도 밥을 먹거나,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또는 급식소로 이동할 

때도 항상 지정한 장소에 운동부 구성원이 모두 모인 후 움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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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함께 행동했다. 짜여진 일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었고 모두

들 사전에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훈련 중) 지도자로부터 약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선수들은 

필드에서 휴게실로 우루루 들어와 각자 자리에 앉아 있거나 물을 마시

며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내 10분이 지나자 시계를 확인한 3학년이 

‘10분 지났어’라고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곧 선수들은 모두 필드로 

나간다. 

(관찰노트, 20170302)

훈련장에 도착한 후 준비를 마친 선수들 아직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지

만 먼저 필드로 나와 스틱과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고 안

에서는 아직 몇 명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 슬슬 한두명씩 나와 몸을 

풀기 시작했고, 몇 명은 화장실에 다녀오고 몇 명은 물을 마신다. 그러

다 훈련시작 시간(14:30분)이 되자 선수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

연스럽게 준비운동을 하기 위한 자리에 위치한다.

(관찰노트, 20170322)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 훈련이 시작되기 전 약 30분 전이다. 3학년 주

장 00는 2시에 시작하는 훈련을 고려해 “55분까지 다들 운동장에 있

어야 해, 적어도 여기서(운동부숙소) 50분엔 나가야해.” 라고 선수들에

게 지시한다. 다른 선수들은 자기자리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유지하며 

편하게 ‘네-’하고 대답한다.

(관찰노트, 20170309)

관찰에서 보이듯, 선수들은 주장의 선동하는 목소리를 따라 때로

는 각자 알아서 정해진 훈련시간에 맞추어 행동하였으며 약속된 일

정을 암묵적으로 수긍하고 따르고 있었다. 이 시간들은 학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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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 그리고 운동부원으로서의 선수 생활의 양쪽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짜여진 틀이었지만, 실제로는 선수들

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지도자

가 일일이 지도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리를 하는 모습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기도 했지만 지도자나 학교의 입장에선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편

하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 운동부가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전에 짜여진 일정을 통한 제도적 통제는 Goffman(1961)의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Goffman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행

위를 통해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려는 미시사회학자로 그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스포츠에도 잘 적용이 가능하다(Birrell & Donnelly, 

2004). 그는 모든 제도를 가진 집단은 다음과 같은 가지 특징을 가

지고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삶의 모든 측면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

한 권한 하에 수행된다. 둘째, 구성원의 하루 행동은 똑같은 대우와 

같은 행동을 하길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 따라 수행된다. 셋째, 하루 

활동의 모든 단계가 엄격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모든 행동은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따르며 이 시간은 공식적인 윗선에 의해 부과된다. 

넷째, 집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행동은 집단의 공식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된 단일하고 합리적인 계획 하에 야기되는 것이다

(Goffman, 1961).

이런 제도적 특성은 운동부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선수들은 우

수한 성적이라는 공식적인 목표 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지도자와 학교로부터 엄격하게 짜여진 계획 아래 예외 없이 동일하

게 움직인다. 이러한 점은 Goffman(1961)이 제시한 제도적 기관의 

특징과 닮아있다. 이와 관련해 Rainy(2013)는 이를 대학 운동부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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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적용하여 제도적 통제를 통해 선수들의 통제 메커니즘과 운

동부에 순응해가는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구조화된 제도 하에 운동하는 선수들의 삶, 권위자들에 

의해 미리 짜여진 철저한 스케쥴, 공식적인 목적 하에 제도화된 집

단의 특성을 보이는 제도적 의례는 선수들은 효율적으로 순응시키

기 위한 통제적 의례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권위적 통제

통제된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수들의 행동들은 권위 있는 지

도자의 지시 아래 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었다(Rainy 2013). 

앞선 결과가 제도로서 선수들을 순응하게 만드는 통제적 수단이라

면 권위적 통제는 지도자로 대표되는 권위 있는 자를 통해 선수들

의 순응적 의례를 생산케 하는 과정이었다.

선수들을 통제하는 지도자의 언행과 행동은 집단의 순응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도자는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선후배 관

계를 조절하고, 선수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운동에 집

중하게 하고 있었다. 특히 선수들은 사생활에 침범당하는 것에 다소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를 민다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운동이 

없어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말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선수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부분이었다. 지도자는 이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역

으로 선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도자의 이런 

제제와 통제는 사생활을 침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의 욕구, 그

리고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욕구가 적절

한 접합점을 이뤄내며 선수들의 수용과 절제된 행위를 위한 통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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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면서 선후배간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2학년이 3학년

한테 ‘아 뭐야~’라고 하는 장면을 코치가 목격한다. 막상 3학년은 웃고 

아무 반응 없었으나 코치가 ‘야 너 선배한테 뭐야가 뭐야’라고 하자 2

학년 ‘아, 아닙니다’하고 냉큼 버스를 탄다.

(현장관찰, 170304)

코치가 ‘너네 머리 자른거 맞아? 너랑 너 ’하며 3학년 중 2명을 꼬집어 

이야기 하니 ‘아 네 머리 자른거예요’라며 억울하다는 듯한 표현을 한

다. 코치 ‘아닌데’ 하며 말끝을 흐리더니 ‘오늘 시합하는 거 봐서 너네 

머리 제대로 반삭(발) 할지 결정 날거다.’ 라고 하자 선수들 표정이 미

묘하게 달라진다. 눈이 커지면서 관심 있어 하는 듯한 표정이다. 코치

가 전화 받으러 잠깐 나가자 선수들, 특히 3학년들이 후배들 보며 ‘오

늘 잘하자’, ‘너네(후배) 실수하면 알아서 해, 특히 너 너’, ‘오늘 경기에 

머리가 달렸어’라면서 엄포를 놓는다. 그런 모습을 보고 ‘머리반삭발이 

싫어요, 체력훈련이 싫어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선수들 1초의 망설

임도 없이 ‘반삭(발)이 싫어요!’라고 식당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외친

다.

(현장관찰, 170304) 

‘아탕이며 아탕, 파라르면 파라르라고 기술 넣고 나서 크게 이야기하라

고!. 뒤돌아서 어잇 어잇 하지 말고’ ‘오늘 파이팅 잘 안 넣으면 내일

(주말) 운동할 줄 알아. 열 받게 하면 새벽운동부터 할거야’ 

(현장관찰, 20170321)

훈련 중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수에게 코치는 ‘너 뺀다! 백업만 할래!’

라고 소리를 쳤고 이내 선수는 ‘네’라고 대답한다. 아마도 오후에 있을 

다른 고등학교와 연습시합을 염두에 두고 주전 출전에 대한 압박을 주

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장관찰,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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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자신이 제제와 통제를 효율적인 운동, 좋은 시합 결과를 

위한 목적 행위로 인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머리를 밀고 싶지 

않으면 오늘 시합을 열심히 해 또는 주말운동하기 싫으면 지금 집

중 잘해 라는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이 선수들을 긍정적으로 자극시

킨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도자의 이런 인식과 달리 선수들은 

지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혹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 

받지 않으려는 하나의 타협점으로 지도자가 부여하는 제제와 통제

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국 훈련 프로그램을 조절하고, 선수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운동부 내의 지도자의 권한들은 

제제와 통제를 통해 지도자의 눈치를 보는 선수들의 행위를 자연스

럽게 자극하고 운동부의 순응 체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또한 선수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권위적 행위로써 처벌을 들 수 

있다. 선수들은 지도자의 처벌을 두려워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선배들도 아무도 하지 않아 돌아오게 될 지도자의 화를 오롯이 받

아야만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한 신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집단의 규칙을 따르고 있

었다.

연구자: 숙소 치우고 장비 정리하고 그런 건 누가 해요?

면담자: 저 아니면 이학년 선배요. 다른 애들은 형들이 하라고 하면 억

지로 하는 척 하고 웬만해선 그 형 아니면 제가 해요. 제가 안하면 아

무도 안해서 코치샘한테 혼날까봐...

(상00, 20170322)

아 근데 저희가 50분까지 나가라고 하는 게 운동이 2시면 그 전에 살

수기 설치하고 볼도 꺼내고 그래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약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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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 (운동장을) 뛰어요. 예전에 안 지킨 적이 있어가지고...(중략) 애

들이 느긋느긋 하다 하면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나가자 너네 뛰고 

싶어? 라고. 늦으면 다 같이 뛰어요. 선생님이 너네 약속시간 안 지켰

으니깐 뛰라고 시켜요. 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50분까지 

나가 하면 다 잘 나가는 편이예요.

(연00, 2170307)

지도자의 처벌은 선수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수단이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험들은 지도자의 요구에 응당 따르도록 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폭력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대상 즉, 매를 맞는 사람 또는 잠재적 처벌대상자로서의 구경꾼을 

길들이고 복종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김현경, 2007)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신체적 처벌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욕이나 꾸지람 같은 

감정적 처벌 그리고 예견되는 신체적 처벌들은 선수들을 길들이고 

복종시키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특히나 지도자는 제도에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자였

다. 훈련시간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으며, 없던 훈련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지도자가 권한을 뻗히는 범위에는 선수들의 일정뿐만 

아니라 팀에 누굴 영입할지, 시합 운영은 어떻게 할지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이로써 선수들의 행동을 제제하거

나 허가하는 역할을 한다(Eitzen, 2000). 이런 지도자의 역할은 사실

상 선수들 삶의 모든 세세한 것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

다(Portac & Jones, 2011). 즉, 선수들은 지도자의 권위가 우선되는 

체제 아래서 지내며 운동부 체제에 순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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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단적 통제: 운동을 위해

운동부의 순응적 문화를 생성하는 의례의 행태들은 운동을 위한다

는 틀 안에서 선수들에게 통제를 가하며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운동을 이유로 순응하게 되는 과정은 선수들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앞서 드러났던 처벌이나 지도자의 권위와 같이 부

정적인 것으로 인한 선수들의 순응이 익히 알려진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에서 발견되고 논의되던 것이라면 ‘운동을 위해’라는 것은 

상호작용 의례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순응의 이

유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

서 선수들은 이를 순응으로 보기 보다는 운동부를 위해 필요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운동부의 규율과 체계, 의례 규

칙들을 요구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결국 선수들이 운

동부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행위 목적인 ‘운동’을 

위해서라는 합리적 측면에서 수단적 통제로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도 막 소리 지르는 건 (코치님)본인이 답답하니깐 그러시는 것 같아

요. 욕 하는고 그런 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성00, 20170302)

버릇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건데 굳이 저희가 

말을 해서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될 일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운동

하는 게 저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굳이 좋은 걸로 저희가 제 발로 

안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건데...

(연00, 20170307)

(코치님이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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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운동 못하니깐... 

(규00, 20170303)

순응의 구체적 행위와 규범으로 운동 실력에 대한 획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운동 실력의 획득은 선수들의 중요한 목표달성, 즉 우승

과 대학진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선수들은 그 중요성을 누구

보다 잘 알기에 운동부 질서에 순응하고 기꺼이 따르고 있었다. 

특히 선수들 모두 ‘운동을 위해’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의 대상

은 언제나 ‘지도자’를 향해 있었다. 이는 지도자의 위치가 운동부 

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도자의 행위는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수들은 지도자의 윽박지름, 체벌과 같은 행위를 수긍하는 것에

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 가능한 것이

었다. 용인과 승인의 기저에는 코치의 훈계는 상대적 하부인인 자신

들의 실수에서 비롯한 것이며 운동을 위한, 실력을 얻기 위한 하나

의 과정이라는 마음이 깔려있었다. 선수들은 운동장 안에서 행해지

는 코치의 권위적이고 강압적 행위들을 선수로써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며, 이런 모든 행위는 우

리를 위한 것, 운동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배의 

윽박지름을 용인하지 못하는 면담 내용을 살펴볼 때, 운동을 위한다

는 정당성은 지도자에 한하며 이것이 선배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운동부 내에서 ‘운동’과 결합되어 코

치라는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동을 위해서 선수들은 위계질서의 필요성과 이에 순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위계적 질서가 필요하며 그 



- 128 -

질서에 따르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선수들에게 위계질

서에 대한 순응은 운동 분위기 그리고 팀 질서를 유지해주는 방법

이었던 셈이다. 안정적인 팀 분위기는 보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곧 팀과 나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일년이든 이년이든 내가 애네 후배들보다 한 개라도 더 배우고 그래도 

0.5개라도 조금씩 더 배웠는데 애네들이 잘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건 선배를 깍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그러면 팀 분위기가 

되게 안좋을 것 같아요.

(빈00, 20170331)

조금 지장 있어요. 분위기 띄우고 파이팅 하는 건 후배들 몫인데 그런 

것도 이제 안하려고 하고 거의 다 3학년이 하고, 따라하지도 않고 답

답하긴 하는데...

(김00, 20170228)

(위계질서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불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뺀 상태니

깐 그러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거라도 없으면 너무 허물이 없

어져서 학년관계가 아예 허물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소한

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00, 20170307))

(위계질서) 이런 게 없으면 팀이 흐트러질 것 같아요

(다00, 20170309)

선수들은 위계의 붕괴가 곧 팀 분위기, 훈련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결국 집단의 유대를 붕괴시켜 자신들의 에너지를 손상시키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동시에 이 점을 경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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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운동부로서의 어느 정도 분위기 유지를 위해 위계가 

필요하며 선수들 역시 이를 따르고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이 

깔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선수들은 운동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지도자의 다소 억압적인 행위와 운동부 내 위계체제를 긍정

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운동을 위해 필요

한 것이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이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는 제 3자가 볼 때 지도자가 욕을 하거나 면

전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선수들에게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는 의례가 가진 ‘상황의 주관성’에 기초한다. 의례는 개인과 개인

이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상호주관적인 차원에 기반하고 있다(Collins, 2004/2009; Goffman, 

1959). 이런 주관성으로 ‘상황’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며 해석

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윤명희, 2013). 이에 기초할 때, 지도자의 

강압적 행위는 외부인과 달리 실제 운동부를 구성하는 선수 개인들 

간에는 이해할 수 있는, 운동부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주관적

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작용 의례가 ‘상황’에 기초함

을 고려해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과 수용은 운동부만

이 가진 문화에 근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선수들은 사전에 엄격하게 정해진 일정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통제 아래서 생활하는 공통적 경험을 갖고 있었다. 통제 

의례는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운동을 위해서라는 미명아래 선수

들을 통제하고 순응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이 속에는 선수의 일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존재했다. 즉, 운동이 자신들의 성

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선수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불합리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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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집단 규범에 동의하고 순응하는 것이다(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또한 지도자가 가진 그 위치와 힘이 이런 통제로 나타나는 

것이었으며, 순응을 미덕으로 삼게 되는 선수들의 인식은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로서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운동을 위해 자신이 처해있는 시스템에 적응하고 운

동선수로서 자신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Foucault, 1979/1995; 

Goffman, 1961; Rainy, 2013).

이렇게 제도화된 운동부 안에서 선수들은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순응하는 의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운동을 통한 우수

한 성적이라는 집단이 가진 공공의 목적 하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기꺼이 선택하고 필요에 의한 순종의 측면이 존재했다. 이런 

이유로 선수들은 질서를 용인하고 있었으며 이런 순응의 의례는 선

수들에게 ‘당연한‘ 인식을 심어주고 순응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권력 의례 

① 선배의 권력

선배들은 자신이 가진 상급생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후배들

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요구하고 있었다. 지시의 형태는 직접적인 

행위를 지시하기 보다는 에둘러 간접적으로 말함으로써 후배가 알

아서 알아차리게끔 하는 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수들은 

이에 관해서 ‘눈치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으며, 이런 선배

의 눈치는 하고 싶지 않은 행위를 ‘하게끔’만들고 있었다. 선배가 

시키는 게 본인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지속적인 눈치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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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후배는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반찬 가져오는 심부름은 시키죠. 선배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없네~?’ 라고 ‘이게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가져와요. 안 하면 ‘어 이게 어디 갔지?’ 계속 하면서 절 쳐다봐

요. 쳐다보면서 ‘음 이게 어디 갔지’ 라고 할 때까지 이야기해요. 그냥 

거슬려서 가져와요

(성00, 20170302)

일부는 밖에 의자에 앉아 놀고 있고, 일부는 운동장비를 가지고 나가 

골캐치 하며 놀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3학년 5명에 2학

년 1명이고 운동장에 나가있는 친구들은 1, 2학년에 3학년 한명만 나

가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선수들에게 ‘다 3학년예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선수들 ‘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내 3학년 중 한명이, ‘근데 

저기에 2학년이 눈치 없이 앉아있네’라고 말한다. 그 소리에 2학년이 

그냥 웃고 넘긴다. 그러자 3학년들 ‘어? 듣고도 가만히 있네? 계속 앉

아있네? 라며 3-4번 말하며 지속적으로 눈치를 준다.  계속 듣고 앉아

있던 2학년이 ’알았어요 나갈께요.‘ 하며 운동장으로 나간다.

(현장관찰, 170303)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순응의 요구 형태가 

형식을 갖추고 어떤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 항상 노출된 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나

타나는 요구 상황에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선배의 요구를 후배는 애써 외면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눈치주기

와 요구의 반복으로 결국 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

런 내용을 연구자에게 이야기 할 때 느껴진 짜증스러움이 가득 묻

어있는 목소리, 상황을 묘사하며 선배 흉내를 비아냥거리듯 따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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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소리는 선수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지긋지긋함을 

유추하게 했다. 이런 지긋지긋함에도 선수들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계속 주는 눈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윗사람의 요구를 수긍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는 불평등한 자원을 가진 개인이 모인 자리에서 발생하

는 상호작용 의례의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상급자인 선배에게는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데 이 권력은 사람을 복종케 만든다

(Collins, 1975).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위 지위에 놓여있는 후배들은 

선배의 눈치가 곧 명령이 되고 이에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다. 이렇게 권력 의례가 작동하는 동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명령을 내

리는 자에게 동의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정서적 흐름이 존재하기에 

후배들은 이에 따라 선배의 지시를 따르고 수긍하고 있었다. 

또한, 면담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선배의 권력에 순응하는 행위

들은 겉으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수긍의 태도는 선배

의 면전에서는 그럴듯하게 행해지지만 선배가 없는 공간에서는 불

쾌감의 감정을 표현하며 겉으로만 순응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힘의 균형이 다른 상호간에 상호작용 의례에서 권위자 앞에서 그럴 

듯하게 행위하는 아랫사람의 태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Burawoy, 

1979; Etzioni, 1975; Willis, 1977).

② 권력의 두려움

순응의 기제로 권력의 대한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려

움은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

로 나타났다. 먼저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감정은 상호작용 의례에서 

정서적 교감의 실패로 집단 의례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위협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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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된다. 특히 선수들은 자신이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올 비난의 시선을 견디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아예 학교생활의 종결로 인

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소문으로 집단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두려워 

선수들은 선배의 지시와 집단 규범에 순응하고 있었다.

네 그냥 하라니깐 했어요. 좀 약간 언니들이 나이부심을 부리는 것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깐 저희는 언니들 선배 그런 

거 모르니깐 그래서 좀 매장될까봐 무서웠어요. 보복을 당할까봐 언니

들이 선배라서. 아 나이만 같았어도...라고 맨날 애들끼리

(성00, 20170331)

부당한데 아무 말도 못했죠. 일학년이기도 하고 눈치도 있고. 좀 안 좋

을 것 같아서요. 언니들 사이에서도 입을 막 ‘쟤 싸가지 없다’라고 막 

소문이 나요 그러면 아마 전 이 학교를 못 다닐꺼에요. 아마 체고가 

입이 좀 이상해요 다른 종목 언니들한테까지 다 퍼지니깐 이게 다 돌

아요. 결국엔 본인 귀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 학교 못 다니죠. 그걸로 

끝. 

(수00, 20170328)

집단 내에서 자신의 존재가 상실된다는 소외감은 선수들의 두려움

을 상당히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었다. 소외감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

이 끊기는 현상이다. 개인은 정서적 유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계

를 추구(Hamonnd, 1983)하기에 정서적 유대의 단절을 뜻하는 소외

감은 선수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서 중 하나이다. 결국 집단에

서 배제되고 싶지 않은 욕구, 그리고 집단 내부를 구성하는 존재로

써 자리매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선수들의 순응을 만들어냈다.



- 134 -

운동부는 ‘운동’을 통해 자리매김 한다. 선수로써 존재하는 중

요한 이유 중 하나인 운동에서 멀어지고, 운동을 상호작용 할 수 있

는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아마도 선수로써의 좌절감으로 인한 

목적의 상실 혹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경로의 상실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더욱 운동을 향해 운동부를 

향해 더욱 결속되려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점점 운동부 질서에 순응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수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었다. 보복의 범위는 다양했다. 단

순한 조롱과 비난, 눈치주기에서부터 시작해 기합의 형태로 신체적 

처벌이 가해지고 있었으며 이는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동되고 있었다. 조롱과 눈치

주기는 운동시간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은연중

에 드러나 상대적으로 아래 있는 사람인 후배들의 행위와 인식을 

압박하고 있었다. 만일 반항이나 거절과 같은 소위 ‘대든다’는 표

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신체적인 체벌이 가해지는 등 보다 

적극적 형태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위체계에서 상대적 약

자로 구분되는 후배들은 비난 조롱을 통한 감정적 손실과 기합으로 

인한 신체적 손실을 경험할 기회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냥 아니 아 이건 언니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기 귀찮아서 저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

긴 들어요. 3학년 언니들이 말하라고는 해요 2학년 언니들도 뭐라 했

는지... 3학년 언니들도 알긴 알잖아요. 2학년 언니가 우리 시키는 거

를... 그래서 아니깐 2학년 애들이 뭐라 하면 말하라고는 하는데 못 말

하죠. 말은 예전보다 편하게 하긴 하는데 근데 3학년 언니들이 2학년 

언니들한테 말할까봐 못 말하겠어요. ‘너 얘한테 이거 시켰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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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저희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2학년 언니들이 뭐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 말 안하고 별 거 아닌 일에는 참고 

넘어가요.

(윤00, 20170309)

종종 ‘할 말은 다 하는’선수도 있었다. 눈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선배의 부당한 요구, 예컨대 개인 짐을 들어달라든가 또는 자

기 신발을 가져다 달라든가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

을 보였다. 

저는 할 말은 다 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안한다고 하면 또 욕

먹으면 맞으면 맞고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욕을 먹거나 맞거나 기합 

받고 그런 적이 많아요. 말하다 보면 욕먹고 반항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 ‘왜 굳이 형이 해도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나’, ‘형

도 할 수 있는 걸 왜 나를 시키냐’라고 말대꾸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갈 때도 있고...

(경00, 20170302)

하지만 적극적 반발은 집단에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욕이나 기합

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억압되었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인

식될 땐 즉 우리가(선배가) 요구하는 질서에 따르지 않음이 명백해

질 때에는 그 책임의 소재가 집단의 꼬리를 물고 집단 전체로 퍼졌

다. 한명의 잘못이 곧 전체의 잘못, 동기의 잘못으로 퍼졌고 재 때

문에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그런 인식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당사자는 이를 외면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 흔히 ‘연대 책임’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는 집단주의 성향

이 강한 한국운동부의 특징으로, 선후배간의 수직적인 서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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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선수들을 더욱 집단에 순응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고영완 등, 2015; 김성웅, 2003; 한규석, 신수진, 

1999).

이런 형태의 보복은 아주 보편적이고 오래전부터 확인되어온 억압

방식으로 이러한 보복성 처벌이 선수들을 수동적이게 만든다는 기

존 연구들(권순용 등, 2011; 송우엽, 2007; 함정혜, 박현애, 2007)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아랫사람으로서 후배는 수직적 선후

배 관계에서 응당 선배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대상이었으며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 오는 보복은 직·간접적 형태로 발생했지만 나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기제로서 작동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면, 선수들은 권력을 가진 선배가 주는 눈치

나, 그런 힘을 가진 선배들의 소문으로 인해 집단에서 배제될까 또

는 혹여나 보복 당할까하는 두려움은 집단권력에 의한 순응의 기제 

중 하나였다. 이는 집단 구성원이 가진 힘의 불평등에 기초한 것으

로, 이런 형태는 상호작용 의례 관점으로 바라볼 때 권력의례를 의

미하는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선배

는 선수들 사이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로 후배에게 명령을 내리거

나 눈치로 간접적 명령을 내리면서 집단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아

랫사람(후배)은 그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상황

은 의례적으로 항상 자신보다 윗사람을 따르고 공경하도록 강요받

는 의식구조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Collins, 1975). 

더욱이 이런 계층화된 상호작용 과정을 따르지 못해 집단에서 배

제되면, 그 행위자는 배제됨으로써 분노(Shceff, 1990; Scheff, 

Retzinger, 2001)와 두려움(Turner, 2002)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Goffman(1967)에 따르면, 사람은 도덕적 규칙의 틀 속에 속하고 사

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보편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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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의례 권력 의례

Ÿ 제도적 통제

Ÿ 권위적 통제

Ÿ 수단적 통제

Ÿ 선배의 권력

Ÿ 권력의 두려움

 훈련시간 지키기, 함께 이동하기

 지도자에게 순응하기, 눈치보기

(예, 삭발하기, 지도자 앞에서 겸손

한 행동과 말투, 지도자 처벌 수용

하기)

 운동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라는 

인식의 팽배

 선배 눈치 보기

 배제되지 않기 위한 노력(순응)

 후배에게 요구되는 순종과 수동

적 태도

 연대책임

인식: 운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통  

제를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

행위: 눈치보기, 지도자에 순응하기

인식: 권력적 구조의 운동부 문화

속에 아랫사람으로서 따라야  

한다는 인식

행위: 선배의 지배력 행사, 후배의 

눈치보기, 위계적 집단 질서  

에 순응

표 8. 운동부의 순응 의례        

집단 질서에 부합되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

를 이루려는 의례적 관행을 통해 집단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장현

미, 2014). 따라서 선수들은 집단에서의 소외된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집단과 조화로워지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후배들은 자신에게 요

구되는 행위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집단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운동부의 순응 의례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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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 지배적 질서의 정

당화

운동부의 유대와 순응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작용 의례는 ‘상

징적’이고 ‘도덕적’이며, 또한 ‘정서적’ 과정이었다. 상호작용 

의례는 ‘상징’, ‘도덕성’, 그리고 ‘정서’의 세 가지 구성요소

를 통해 이루어지며(Collins, 2004; Durkheim, 1912; Goffman, 1917), 

이 세 가지 구성요소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운동부의 유대와 순응

을 만들어지고 정당화되어 갔다. 본 장에서는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

를 정당화시키는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운동’의 상징성

선수들은 ‘운동’에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선수가 아

닌 일반인이 인식하는 운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트레이닝 또는 

훈련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선수들에게 ‘운동’은 개인의 사

적 욕구를 내려놓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자 선수로서의 삶의 이유 

그 자체로 훨씬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이런 운동에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상

징으로써의 운동은 자신 존재가 드러나는 장치이자 집단의 관계 상

호작용의 매개체였으며, 이와 동시에 선수들은 상징을 따르고 지키

려는 지배적 정서를 경험했다(Collins, 2004/2009). 선수들은 ‘운동’

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요구했

고, 외부인의 개입 금지와 내부자 간의 하나됨(유대)를 강조하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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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배적 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역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운동을 

둘러싼 상징성의 세 가지 하위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운동

하는 선수로서의 본분, 공적공간의 생산, 상징전달자로서의 지도자

로 나타났다.

(1) 운동선수로서 본분

 선수는 상징을 따르고 그대로 수행하는 자로 운동, 즉 상징이 요

구하는 행위를 성실히 따르고 행해야 하는 규범적 행위가 요구되었

다. 예컨대, 훈련에 집중하는 것, 좀 더 나은 실력을 위한 노력 등 

모두 ‘운동’으로 수렴되는 행위이자 그 상징성을 따르는 행위였

다. 즉, ‘운동’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운동’하는 

선수로서 본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성실한 훈련 태도

운동선수로서 본분을 지킨다는 것은 성실한 운동 태도를 의미했

다. 성실한 운동 태도는 선수들에게 해야 할 의무였으며 이는 충실

히 따라야할 규범적 행위였다. 마치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이 의무적 행위로 인식되고 요구되고 있었다. 

경기 뛸 때 정신 안 차린다거나 (중략)…….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도망가는 거는 학생이 학교 안 나가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망가고 그런 건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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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20170228)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려고 개인운동을 한다던가, 자기가 

뛴 시합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부족한 면이 

뭔 것 같아 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하라는 거 그냥 하고 그러고 마는 것 같아

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어떤 면에서 

본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보면 그러면 왜 

운동을 하는 걸까 한심스러워요 살짝. 

(은00, 20170330)

운동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은 훈련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훈련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곧 선수로서의 본

분으로 ‘해야 할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게 운동은 또 하나의 교과목 수업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에 운동

을 빠지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수업을 빠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성실하지 못한 행위로 인

해 느끼는 한심함은 집단 구성원이 느끼는 지배적 정서로 자리 잡

으며 그 선수로서의 본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행위들은 

‘운동’의 상징성으로 수렴되고 있었으며 선수로서 이런 상징성을 

지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몸 관리

선수들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것을 

자신들의 본분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선수로서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자 운동의 상징성을 저해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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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불쾌의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아픈 건 이해하는데 같이 몸 풀고 장난치고 놀다가 본 운동 들어가려

니 갑자기 골반 아프다고 쉰다고 하길래 이유 물어보니깐 낮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잖아요. 운동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친 건데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운동하

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빠진다니 솔직히 운동하기 싫어서인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정00, 20170323)

담배 피는 건 학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손00, 20170228)

담배피고 도망가고 술 먹고 하는거... 여자 친구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만나고 다음날 새벽에 늦게 들어가거나 해서 운동에 지장주고 하는 거

요...

(김00, 20170228)

선수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스스로 몸 관리 하는 것

은 운동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선수라면 운동 시간 외에

도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써야함을 내비치고 

있었다. 특히,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 다쳐서 운동을 쉬겠다고 내비

치던 선수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연구 참여자의 면담내

용은 비단 한 명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비교적 수평적 관계를 유지

하던 운동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날만큼은 지켜보는 사람으로 살

벌하리만큼 냉정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었다. 운동을 쉬고 싶다는 선

수를 향한 나머지 선수들의 날선 시선과 언행은 당사자를 압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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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켜보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저런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아

차리게 함으로써 집단 질서에 위배됨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담배 역시 학생으로서 또한 운동하는 선수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집

단 전체에 이를 인식시킴으로써 ‘운동’을 위한 몸 관리의 중요성

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선수에 대한 불편

한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나머지 선수들에게 집단의 질서에 위배됨

을 반증하며 ‘운동’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몸 관리의 개념에는 부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상방지를 위

한 행위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부상에 대한 조심성의 강조는 지도자

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지도자는 선수들의 부상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혼을 내는 등 격하게 반

응함으로써 선수에게 부상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코치는 

훈련 중이더라도 부상을 유발하는 선수의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선수를 환기시키고 행동을 제제하였다. 이는 자연스레 선

수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인식되며 운동부 내에 규범적 질

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훈련 중에 갑자기 코치가 불호령을 왜 했나?) 정신 차리라고요. 제가 

친구 발에다가 스틱을 집어넣어서 위험하니깐 잘하라고.

(손00, 20170228)

시합장 같은데 가면 가끔 언니들이 마스크를 깔고 앉아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해도 되나 했는데 쌤이 알려줘요 마스크 저렇게 앉으면 안 된

다고 알려주고, 이게 마스크가 앉으면 제 체중이 실리잖아요. 이게 어

디선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채 쓰면 운동하다가 칼

이 마스크에 찔릴 수가 있으니깐 이게 약해져서 뚫려요. 그래서 상처

가 나요. 그것도 있고 마스크 안 쓰고 칼 휘두르고 칼 잡는거 그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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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도 많이 혼났었어요. 그게 의외로 많이 위험해서 다치고 그래서 

건강,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것 같아요. 확실히. 

(빈00, 20170331)

선수들은 코치의 강압적인 말투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았고 코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운동선수로써 당연히 독

려되어야 할 부상에 대한 각성의식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규범으

로 받아들였다. 지도자의 행위가 다소 강압적일지라도 선수들의 인

식 속에는 비 억압적인 것이었으며 운동선수로써 서로를 위해 팀을 

위해 조심하고 지켜야할 규범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따라

서 코치를 통해 강조된 이런 인식과 이를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행

위 규범들은 운동선수로써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었

으며 ‘운동’을 위해 모든 행위를 맞춰가며  상징의 의미를 강화

했다. 

이렇게 선수로써 성실한 운동태도와 몸관리는 운동선수로써 지켜

야할 의무이자 본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써의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상징이 요구하는 행위에 따라 선수들

은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충실히 경험하고 있었다.

(2) 공적 공간의 생산

선수들은 자신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여기서 ‘공적’이라 함은 공과 사를 구별하기 위한 언어적 표

현으로 선수들이 운동을 인식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자 한다. 공적 공간이란‘운동’의 상징성이 실현되고 수행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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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선수들은 운동에 대한 상징성을 공적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

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욕심보다는 이를 내려놓고 ‘운동을 

위한’이라는 집단의 공유 가치가 강조되고 있었으며 이를 저해하

는 행위를 지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집단이 가치 있게 

여기는 ‘운동’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해 공적 공간 안에서의 철

저한 행위의식의 요구를 통해 집단의 질서행위를 규정짓고 있었다. 

이곳은 의례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이며, 다른 한편은 공

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여기서 강조된 의례들이 사라지는 사적 공간

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동의 상징성이 실현됨을 기준으로 

공간을 공간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었으며 선수들은 

각기 다른 행위규범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본장에서는 공적 공간의 

행위규범을 공적공간의 인식, 의례의 시발점이자 종착지로써의 공적 

공간의 의미, 그리고 그 외 사적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논의하였

다.

① 공적 공간: 운동의 상징성이 공유되는 곳

사적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수들은 운동장을 공적인 공간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는 집단 가치를 강화하고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있었으며 집단의 상징, ‘운동’이 이곳

에 들어옴으로써 행위의 사회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서 만

큼은 집단의 위계와 권력은 운동에 대한 상징성을 매개로 상징을 

지키고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강요되고 있었다. 그 행

위는 집단의 가치를 강조하는 행위 그리고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거절 인식을 통해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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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친해지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공적인 공간에서는 너

무 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딱 운동할 때랑 안할 때,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랑, 운동안하고 있을 때랑 딱 그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손00, 20170228)

놀 때는 같이 놀아도 재밌고 좋은데, 운동할 때도 친구처럼 대해서 좀 

아닌 면도 좀 있는데 (애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눠야 하는

데 그걸 못 나눠서 좀 답답해요. 물마시거나 간식 먹을 때는 전혀 상

관없는데 운동장에서 스틱을 들고 움직일 때만큼은 진지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김00, 20170228)

운동할 때는 그래도 일단 법은 법대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00, 20170302)

선수들의 ‘공과 사’라는 면담 내용은 운동에 대한 그들의 인식

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운동할 때만큼은 공적인 것으로 생각해

야 한다는 선수들의 인식은 개인보다는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선

수들의 성향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적 공간 안

에서 공유되고 강조되고 있었다. 또한 운동장이란 공적 공간 안에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동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위계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선수들은 집단

의 공유 가치를 강화하는 행태로 공간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작용 행위를 주고받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전술 훈련을 하며 자유롭게 패스가 오가는 와중 



- 146 -

‘언니-’ 또는 ‘여기-’, ‘어이-’ 자신의 위치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

리며 운동장을 가득 메운다.

(현장관찰, 20170308)

훈련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 기합소리,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처음에

는 칼소리 밖에 안 들렸는데 점점 피스트 여기저기서 ‘화이팅’, ‘어잇!’ 

하는 기합소리와 점수를 냈을 때 ‘이야앗!’ 하는 기쁨의 탄성이 크게 

울려 퍼지며 운동 분위기가 상기되고 있다. 

(현장관찰, 20170329)

운동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운동선수로서 해야 할 의

무 중 하나였다. 그런 의무는 특히 공적 공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

었다. 선수들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동을 보다 위계적이고 권위적

인 질서로 바로잡고자 했으며, 운동할 때만큼은 선후배 위계질서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의 저편에는 운동부 

분위기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존재했다. 운동부 분위기를 위해서라 

함은 ‘운동’의 상징성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결국 ‘운동’의 

상징이 강화되는 공적 공간 안에서 그 타당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

었다. 

아울러, 상호작용 의례는 어떤 경우에 집단의 문화가 생성되고 어

떤 경우에 문화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지 그 경계를 

보여준다(Collins, 2004/2009).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서 그 경우는 

상징적 공간 즉, ‘공적 공간=운동하는 곳’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

되고 여기를 벗어나면서 의례의 연속성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운동이 종료되고 공간을 벗어남과 동시에 그 안에서 강요되고 

강조되었던 집단 가치는 이내 약해지고 선수들 역시 더 이상 그 가

치를 공간 밖으로 끌고 나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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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운동 중에 괜히 실수 많이 하거나 훈련 분위기 망쳐서 보기 

싫은 친구랑 운동 다 끝나고도 계속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래

요? 영향이 계속 미치나?

성○○: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경○○: 아니요 끝나고 나서 그냥 잘 타일러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끝내요.

연구자: 그럼 괜찮아 괜찮아 하며 위로도 해주고?

성○○: 네. 그럼 그날 실수한건 그 자리에서 딱 끝나요.

경○○: 욕하거나 그런 것도 시합장이나 운동할 때만 그 안에서 딱 끝

이고 좋은 말로 잘 타일러 주고 운동 끝나면 같이 밥도 먹으

러 가고 잘 놀아요. 

(집단면담, 2017302)

집단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적 공간에서 선수들의 상호작

용 의례의 시작과 종결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선수들은 운동 

중 잦은 실수나 훈련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운동의 상징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운동이 종료되고 공적 공

간에서 벗어나면 선수들은 더 이상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딱 끝나는 것이며 굳이 공적공간에서 벌어진 

행위를 사적공간에 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통해 그 경계

의 기준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운동 중 요구된 집단

이 추구하는 가치 행위, 즉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위계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집단의 상징을 강화하는 규범들은 운동이 시작되며 

강조되었고 운동이 끝남과 동시에 약해졌다. 이에 운동과 관련한 공

간은 상호작용 의례가 시작하는 곳이자 마무리되는 종착지로써의 

공적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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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공적공간은 ‘운동’이라는 집단 가치를 선수들 간 공

유함으로써 그 의미가 증폭되고 있는 곳이자 의례가 시작되고 종료

되는 공간이었다. 또한 그 안에서 상징적 의미로서의 ‘운동’은 집

합적 가치를 강화하고 운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밀어내는 행위규범

을 생성하고, 이것이 강조되는 공적공간의 개념을 생성함으로써 집

단이 추구하는 바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경기장 안에서 스포츠 팬덤 행위를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보고한 연구들(Cottingham, 2012; Marshall, 2002; 박현권 등, 

2014)을 통해 의례 안에서 공간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연구

자들은 스포츠 팬들의 정서적 에너지가 외부와의 경계가 두드러지

는 경기장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분명해짐을 확인하였다. 경기장은 

시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팬들은 그 안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

을 하고 선수와 같은 유니폼을 입는 행위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 한

다. 즉, 경기장은 서로의 관심과 정서를 공유하고 집중함으로써 성

공적인 의례를 경험하게 되는 공간으로 자신이 속한 팀의 상징성을 

고취시키는 곳이었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은 선수들에

겐 운동장과 체육관 같은 자신들의 훈련장소가 된다. 선수들은 자신

들의 운동장을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례를 강렬하

게 경험하며 자신의 행위를 집단의 규범에 맞추고 있었다.

한편, Cottingham(2012)은 같은 연구에서 팀을 향한 상징성, 그에 

동일시하는 팬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장례식 또는 결혼식과 같은 인

생의 이벤트에 침투해가는 사례를 통해 경기장 안에서의 상호작용 

의례가 일상생활로 퍼져나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수들의 경우 운동장(훈련장)을 벗어나는 순간 선수들이 공유하고 

강조하던 선수로서의 의무가 약해짐에 따라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

례가 이어지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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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적 공간: 비 초점 의례가 행해지는 곳

공적인 곳으로 여겨지는 상징적 공간 이외는 운동을 하지 않는 공

간은 선수들에게 사적인 곳이었다. 운동이라는 집단적 가치, 상징이 

강조되지 않아도 됐으며, 이로 인해 공적공간에서 억눌리고 내려놓

아야만 했던 개인의 가치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었다. 

사적 공간에서는 서로 공유되는 정서의 수준이 낮고, 서로의 의식

을 인식하지 않으며 단지 형태만 밟아나가는 공허한 상태의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만이 간간이 목격되었다. 이는 의례 참여자들 간 무엇

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로 친구와의 대화나 

일상적 인사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상징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해서 의례라 칭하지 않는 건 아니다. Goffman(1967/2013)이 인사와 

같은 작은 사교적 행위들도 작은 규모의 상호작용 의례라 설명한 

점에 빗대어,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비 초점 의례’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부르고자 한다. 

본디 Goffman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unfocused interaction)’은 

공공장소에서 서로 면식 없는 사람들 사이의 대면상황에서 나타나

는 것이라 현상임을 설명한다(Goffman, 1963). 하지만 운동부의 사

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비 초점 의례는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임에

도 비슷한 용어를 사용함은 공적 공간에서 보이는 강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적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미비한 

상호작용의 강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비 초점 의례가 

행해지는 사적공간에서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눈 마주침이나 

대화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등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행태를 보

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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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선 그냥 핸드폰을 만지고 놀고 있다가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놀

고 있다가 시간되면 그냥 운동하러 가요.

(정00, 20170321)

거의 다 핸드폰 만져서 잘 모르겠어요. 장난은 많이 치는데 대화같은 

건 잘 안해요.

(동00, 20170322)

학교에서 출발해 역까지는 약 7-8분 정도 걸어 내려가는 거리이다. 선

수들은 선후배 상관없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 내려간다. 누구는 이어폰

을 꼽고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고, 누구는 게임하면서, 누구는 그 게

임을 보면서 걸어가며 가끔 가벼운 대화만 이뤄진다. 지하철에 타서도 

규칙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앉고 싶은데 앉는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지하철에는 사람이 적어 앉을 자리가 많다. 선수들은 핸드폰 게임하면

서 놀거나, 이어폰을 꼽고 눈을 감고 가거나 SNS를 보면서 편하게 간

다. 내려야 할 역에 다다르자 딱히 누군가의 말없이도 선수들 알아서 

내릴 준비를 한다. 지하철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도 선수들 마찬가지로 핸드폰 보면서 잠시 대화하거나 그냥 

앞만 보며 걷는다. 훈련장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가 멈춰 서

자   맨 앞줄에 서있던 선수 순으로 탄다. 굳이 선배먼저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버스에서도 앉고 싶은 자리에 앉거나 자리가 없으면 

서 있는다. 선배가 서 있다고 해서 양보하지는 않고 선배도 딱히 요구

하지 않는다. 버스 타는 시간이 약 3정거장 정도 지나면 바로 내릴 정

도로 짧기 때문일까.

(현장관찰 , 20170302)

숙소엔 1학년만 있다. 십분 뒤 1, 3학년이 같이 숙소로 들어오지만 먼

저 있던 1학년 일어나서 인사하거나 하진 않는다. 방에 모인 선수들 

다 방바닥에 누워서 오늘 아픈데 운동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대화



- 151 -

를 나누더니 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한다. 각자 자기 핸드폰 보

면서 누워있고 서로 대화는 없다. 

(현장관찰, 170323)

선수들은 끊어진 대화를 굳이 이어가려 하지 않았으며, 운동 중 

보인 상호작용과 비교해도 아주 미비하고 사소한 상호작용 행위만 

교환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려 했고 이는 적절한 거리유지를 통해 지켜지고 있었다.

상대방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고프만의 용어에 

빗대어 ‘관여방어막(involvement shield)’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

다. 그 방어막의 활용 도구로 신문, 휴대폰, 이어폰, 핸드백과 같은 

소품 등을 뽑을 수 있는데 선수들이 주로 사용한 관여방어막은 

‘스마트폰’ 이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타자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자신들의 개인 공간을 극대화 했다(최종렬, 2011b).

이 공간의 유지는 Simmel이 말한 ‘이상적인 영역’을 넘지 않으

려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짐멜은 사람에게는 침범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 있는데, 선수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상적 영역 침

범이 상대에게 어떤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Simmel, 1950).”고 표현

한 그의 인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수들은 공적공간에서는 자

신보다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지만, 이곳을 벗어난 사적 공간에

서는 반대로 자신의 ‘이상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관여 

방어막을 활용하고 그로써 개인적 공간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사적 공간에서는 ‘운동’의 상징성이 사라지고 서로의 관

찰이나 관심, 개입을 삼가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예의바른 무관심(civil inattention)을 행하고 있었다. 예의바른 무관심

이란 함께 있지만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으며 무례하게 보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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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Goffman, 1969). 이는 단순

히 상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의 

공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Goffman은 이

를 도시와 같이 일면식 없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례의 특징

으로 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는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하지만 운동부 안에서는 서로 친

밀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는 공간인 숙소, 이동시간에 서로에 대한 

의례적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의바른 무관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구호나 기합을 통해 서로 감정의 격정적인 감정을 교

환하는 행위를 지양하는 공적 공간과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3) 상징전달자로서의 지도자

운동부 안에서 지도자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다. 상호작용 의례의 

관점에서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지도자는 

선수에게 상징을 부여하고 전달하는 존재였다. 지도자가 하는 명령

은 상징을 강화시키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특히 처벌이나 윽박지름

과 같은 강압적 행위들은 ‘운동을 위해’라는 명목 하에 올바른 

것 혹은 합당한 것으로 선수들에게 정당화되고 있었다.

연구자: 훈련 중에 코치가 엎드리라고 윽박지르고 푸쉬업 하라고 기합

도 주는데 어때요?

경○○: 그런 건 저희가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 실수 때문

에 하는 거니깐, 별로 상관없어요.

성○○: 저도 차라리 그게 나은 거 같아요. 더 정신 차릴 수 있어서 

(집단면담, 201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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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로 한번 차인 적 있어요. 근데 때린 거라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맞는 건 다 집합해놓고 빠따(방망이)들고 때리거나 한명씩 

돌아가면서 맞는다거나.. 잘못해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 거는 때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 가서 

많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00, 20170303)

궁극적으로 지도자는 마땅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선수들은 그런 

권력에 따라야만 했고 그런 권력 행위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었다. 

그런 힘의 작동 논리의 기저에는 ‘운동’의 상징성이 존재한다. 처

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집단이 공유한 합리적 틀 안에서 지도자의 행위는 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선수들 역시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

식했고,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고마움의 감정

까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선수들의 인식은 지도자가 행사하는 행

위가 운동을 위한 것 즉 상징으로 수렴되는 의미 있는 행위이자 이 

행위가 정당화되는 원천이 상징임을 짐작하게 했다. 

아무래도 샘들이 높으신 분이니깐 아무래도 한마디 딱 하면 그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연00, 20170307)

아울러 집단의 상징을 전달하는 지도자의 말과 행위는 자연스럽게 

Durkheim이 말하는 성스러움의 대상이 된다. 이 성스러움은 본디 

종교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이를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해석

한 Goffman과 Collins의 주장에 따라 현대적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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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상징을 통한 의례 행위

운동선수로서의 본분
 성실한 훈련태도

 몸관리

공간 공간의 생산: 운동하는 곳
 운동 상징성 공유하기

 운동선수로서의 본분이 강조

지도자: 상징의 전달자
 마땅한 권력자인 지도자의 명령 따르기

 올바른 것이라는 인식

표 9. 운동부의 상징을 통한 의례 행위

할 수 있다. 코치의 명령에 가지는 성스러움은 요즘 들어와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드러나고 선수들은 코치에게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

게 된다. 집단의 상징은 성스러움을 동반하며, 이에 부여되는 규율

을 따라야 한다는 관념을 생성시킨다(Collins, 2004; Durkheim, 1912; 

Goffman, 1971). 따라서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서 상징을 전달하

는 코치가 내리는 명령에는 성스러움이 동반되고 이것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수들은 의례적으로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

구조가 생성되어 집단의 행위규칙이 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운동부 안에서 ‘운동’은 상징적인 존재로 다가왔다. 

이 상징성은 운동선수로서의 본분, 공적공간의 생산, 상징전달자로

서 지도자라는 세 가지 하위 상징적 개념을 도출시켰다. 운동이라는 

상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선수들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했으며, 운동장은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의례가 강렬하게 

실천되는 장소이자 선수로서의 본분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또한 

상징의 전달자로서 지도자의 언행은 운동부 안에서 집단 주관성에 

따라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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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kheim(1912/1965)은 집단의 성스런 존재가 되는 상징은 세속적

인 것과 분리된 그 무엇이며, Collins(2004/2009)는 상징에 대한 존경

심은 단순히 세속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때문에 

운동에 대한 상징성은 훈련 그 이상을 넘어서 선수들의 삶의 가치

이자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상징은 물질적 

대상 이외에도 조국, 자유, 이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들도 

진정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Durkheim, 1995). 뿐만 아니라 일

반적인 흥분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여론에 의해 성

스러운 사물로 변화하였다는 Durkheim의 주장에 근거할 때

(Durkheim, 1995), 집합적 열광, 흥분의 정서를 경험하는 운동선수들

에게 운동은 일반인이 인식하는 그 이상의 성스러운 개념으로 전환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운동부의 질서와 규범은 성스러운 ‘운동’

을 따라 질서화 되고 있었다.

2) 도덕성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서 드러난 도덕성은 운동의 상징성을 저

해하는 행위였다. 도덕성이란 상징을 저해하려는 내외부자의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이자 처벌로써 집단을 지키려는 감정을 의미한

다(Collins, 2004/2009). 즉, ‘운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선수들에

겐 상징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집단을 지

키기 위한 도덕적 감정이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에 대한 하위 상징성에 대한 위반행위

들 즉 운동선수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운동태도, 공적 

공간에 들어오려는 외부 침입자, 상징의 전달자로서 지도자의 명령

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불쾌와 분노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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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집단 의례에 따라주길 바라는 감정과 동시에 처벌을 통해 상

징을 지키고 집단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집단에 퍼지고 있었다. 이

런 위반 행위들은 집단의 상징을 저해하고 집단의 도덕성에 어긋나

는 또한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간주되고 규정지어졌으며, 사례를 통

해서도 집단의 상징에 따라 도덕적 감정이 표출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운동선수로서의 본분 위반

선수들은 상징을 통해 강조되던 운동선수로서의 본분을 위반하는 

것 즉, 성실하지 못한 운동 태도 또는 운동을 회피하는 행위를 선수

로서의 본분을 저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

다. 가령 운동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담배피기와 같은 행

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선수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팀 분위기

를 저해했고, 이는 선수들 간의 유대 관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었

다. 선수들은 동료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았지만 

집단이 분위기와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도망을 갔다 오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니깐... 차라리 도망을 가지 말고 안한다고 하고 가버리는 게 낫

지 갔다 오면 더 안 좋아지니깐... 

(성00 20170308)

작년에도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분위기를 살려야 할 때인데 이번에 도

망가서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경00,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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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운동 똑바로 안하는 애들 보면 같은 팀원이다 같은 선수다 라는 감

정이 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쟤는 뭐야 같이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00, 20130329)

선수들은 성실하지 못한 훈련 태도를 보이는 동료를 이해하려 하

기 보다는 행동에 대한 판단과 불쾌감을 먼저 드러내고 있었다. 이

는 선수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불

성실함은 선수로서 옳지 않은 일이였고 선수들의 부정적 감정들을 

자극하고 있던 것이다. 

성실하지 못한 운동 태도를 바라보며 드는 불쾌감은 운동선수로서

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운동’을 중심으로 공유된 

집단의 상징적 체계 안에서 선수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상징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행위로 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위자는 불성실한 내부자로 규정지어졌

다. 따라서 선수들은 상징을 지키기 위한 지배적 정서 아래 불쾌 또

는 분노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우리 집단에서 ‘벗

어났음’을 선수들에게 공고히 하고 있었다.

(2) 공적공간 침입자

선수들에게 운동장은 우리만의 것이다. 여기는 우리만의 상징이 

실현되고 우리만의 규칙이 적용되는, 그리고 나보다는 집단을 위하

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공적인 공간이다. 대부분 관찰기

간 동안 훈련을 하는 중에 비 운동선수, 즉 학교 학생들이 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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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무단으로 넘나드는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직전 점심시

간까지만 해도 쉽게 운동장을 걷고, 경계 없이 다니다가도 선수들 

운동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이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곳을 

피해 다니는 모습은 학교 전체에 암암리에 공유된 하나의 약속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운동 중인 선수들의 영역을 넘어오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선수들은 이런 행동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일반 학생들은 교실에

서는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운동부에 

속하지 않은 외부자이자 자신들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허락되지 않

은 침입자이며 이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저희가 운동하고 있는 도중에 와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좀 화가 

나서 ‘야 너 나가’ 하면서 정색을 하고 걔네한테 화를 내요. 우리 애들

이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싫어요. 좀 욕심이 있는 건

지 모르겠는데 운동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싫어요.

(정00, 20170321)

또한 이런 감정은 운동장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운동

부만의 특별함과 의미가 드러나는 곳이면 충분해 보였다. 그 중 하

나로 급식소를 들 수 있다. 급식소는 선수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대부분

의 사례에서 운동부는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급별로 줄

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 식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을 지나쳐 먼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오후에 있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 측에서 하는 

배려였다. 선수들에게 이런 특권행위는 선수로서 당연히 누리는 것

이었다. 따라서 선수들은 운동부가 먼저 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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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 학생들의 제기하는 이의를 자신들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공

간에서 자신들을 반박하는 공격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희끼리 누가 뭐라 해서 예를 들면 저번에 급식실에 저희가 먼저 들

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다른 학생들이 몇 명이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에 학교 이름으로 된 거기에 왜 운동부는 그런 식

으로 자꾸 먼저 가느냐고 저희한테 뭐라고 했을 때 뭔가 화나고 그런 

감정을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다들 화가 나죠 ‘어 왜 우

리한테 그러지? 어 왜 우리 언니들이랑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이런 

느낌이요. 인제 맨날 같이 있으니깐 가족보다 더 같이 있으니깐 누가 

운동부한테 뭐라고 하면 좀 신경 쓰이고 저희한테 단체로 그러는거면 

막 화나고 왜 그러지 이러고 ’부러우면 니들도 운동을 하던가‘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요 저도 모르게 그냥 괜히 제 가족 건드리는 느낌이에

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운동훈련시간 전에 휴식을 가

지려고 먼저 들어가는 건데 다른 학생들은 자기들 놀다가 밥 먹고 또 

놀다가 그냥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바로 수업을 안 들어가봐서 모르고 저희는 당연

히 운동을 해야 하니깐 휴식이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주00, 20170308)

결국 이 급식소 사태는 선수들이 직접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불만 행위자에게 설명함으로 마무리 되었었다. 선수들이 

급식소를 먼저 이용한다는 건 단순히 밥을 먼저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아니었다. 다음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오후 운동을 잘 

마칠 수 있기 위해 하는 행위였으며 급식소는 그것을 드러내는 공

간이었다. 그런 ‘다름’이 행해지는 공간에서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운동을 위해 필요한 공적인 행위이며 운동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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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타인들에게 용납되어야 

하는 행위였다. 

집단성원에 대한 특혜는 집단 밖의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

우를 의미하며 이는 집단 구성원간의 내부적 결속을 유발함과 동시

에 집단 구성원외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감을 자극기도 한다(김경만, 

1997). 이 때문에 운동부의 행위에 반박하고 상징을 침해하는 어떤 

외부 행위자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에 급식소라는 공간 안에서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공격하

는 주변의 달갑지 않은 저항은 선수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운동을 위해’라는 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이었

다. 그것은 곧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성을 저해하는 비도덕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3) 지도자 거스르기

선수들에게 코치는 자신들에게 운동을 알려주는 정당한 상징적 권

력을 가진 존재였다. 이런 인식은 코치의 행동에 정당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징성이 부여된 코치의 말과 행동에 반박

하는 소위 대드는 것은 우리의 상징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집단 질서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것이기도 했다. 

도망간다거나 선생님 말에 대꾸한다거나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00, 20170228)

선생님한테 혼날 때 대든다든가 인사 똑바로 잘 안하고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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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덕적 감정의 유발 과정 

(문00, 20170329)

위 면담 내용은 코치의 언행에 반박하는 것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은 상징을 강화시키는 존재인 코치에게 말

대꾸 또는 적절하지 못한 표정으로 반발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자 우리

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수들의 이런 인식은 상징과 도덕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선수들은 ‘운동’의 상징성을 통해 코치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

고 있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도덕성은 집단의 상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감정으로 코치에게 대드는 행위는 곧 운동부

가 추구하는 상징을 위배하는 것이자 집단의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

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다.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도덕적 감정은 

자연스레 코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반발

하는 행위에 대한 비도덕적 관념을 부여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면,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상징은 ‘운

동’이며 운동을 매개로 지도자와 학생선수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집단의 하위 상징 개념이었다. 운동부는 이런 주관성을 함께 

느끼며 상징을 저해하려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 내부 반역자에 대

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며 운동부의 도덕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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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통해 도덕성의 기준이 상징을 따라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의 상징성을 따라 드러나는 하위의 세 

가지 개념들, 즉 운동선수로서의 본분, 공적 공간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상징성은 운동부 내에서 이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도덕적 감

정을 공유하게 했다. 따라서 성실하지 못한 운동 태도, 공적 공간으

로의 침입자, 그리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는 ‘운동’의 

상징성을 저해하고 집단 질서의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의례의 규범적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선

수로서의 본분, 공적 공간에서의 행위,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

은 도덕적 규범행위이며, 이 행위와 어긋나는 불성실한 운동태도, 

공적공간의 침입자의 존재와 지도자에게 대드는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로 운동부 내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의례는 집단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성스러운 이미지 혹은 상징을 

매개로 집합흥분의 감정을 유발하고 도덕적 감정 상태를 이끌어내

는 것이다(Bell, 1997/2009). 따라서 의례는 도덕적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운동부 안에서는 선수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공적공간 안에서 성실히 임하며 지도자에게 잘 순종

하는 것이 도덕적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적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도덕적 규칙을 지키며 의례적 관행들을 행하는 것이다(장현미, 

2014). 

이런 도덕성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성스러움의 분리를 따라 형성

된다(Cottingham, 2012). 즉,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것으로 반면, 성스러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행위는 비도덕

적인 것으로 집단 내에 공유되며 전체 의례의 흐름을 관통한다. 따

라서 운동부는 자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운동’의 상징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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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이를 저하는 행위는 배척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집단 안에서 낙인찍고 있었다. 

3) 정서의 흐름

정서는 사회적 유대의 핵심으로 상호작용 의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개념 중 하나이다. 기존의 사회학을 구성하고 있던 이론들은 

정서를 중심개념으로 두지 않지만 미시사회학에서만큼은 정서가 사

회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임을 밝힌다(Goodwin, Jasper, & Polletta, 

2001). 정서는 이전에 집단 구성원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

호작용 경험에서 유래한다.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움의 긍정적인 정서 에너지를 갖는 반면, 상호작용에 실패한 사

람들은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에너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

쁨, 환희, 열정과 같은 좋은 정서 에너지를 경험하는 구성원은 상호

작용에서 집단 유대의 정서적 자원을 소지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한

다(김경만, 1997).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서 정서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가. 

Durkheim의 이론을 정교화 시킨 Hamonnd는 ‘정서적 극대화’의 

원리를 이야기 한다. 강력하면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환기시키려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개인은 정서적 유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Hamonnd, 1983). 즉, 정서적 유대를 극대화시

키려는 차원에서 떨어진 정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서적 복원의 노력

이 집단 구성원 간에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저하된 정

서에서 오는 집단 존재의 상실감과 소외감(Collins, 2004/2009)을 극

복하기 위해 집단 정서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비도

덕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로써 집단의 유대와 상징성을 고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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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은 어떻게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가 정당

화되어 가는지를 선수들의 운동부 내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 의례

를 정서적 공유과정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1) 상징을 통한 정서 경험

선수들은 상징으로 수렴되는 행위를 통해 유대와 기쁨의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운동’을 위해 모두 함께 애쓰는 모습, 힘이 들

어 멈추고 싶지만 팀을 위해 참는 모습, 이를 옆에서 격려하는 동료

들의 모습들은 선수들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감정을 자극하고 

팀으로써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같이 운동하는 거 으쌰으쌰 하는거 있어요. 파이팅 하는거나 힘들 때 

밀어 주는거나 좀만 참자 좀만 참자 하는거, 파이팅 받는다거나 그러

면 되게 기분 좋고 ‘아 팀이긴 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00, 20170309)

강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운동부라는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생각하면 여기는 힘들고 웃고 떠들고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생각해요. 

(정00, 20170321)

서로 기운을 북돋기 위한 기합과 팀 구호를 외치는 이와 같은 장

면들은 운동 상황에서 내내 목격되었다. 운동이 종료되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간 후에는 정서적 교감의 행위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

았지만 선수들은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자신들의 공적 공간 안에서 

‘운동’을 위한 행위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 개인보다는 집단적 정



- 165 -

서와 규범이 요구되는 상징적 공간 안에서 더욱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선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스스

로도 포기하고 싶은 극한의 체력적 한계에도 동료와 함께 가려는 

의지와 격려 행위를 통해 집단 상징을 위한 실천을 행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실천을 통한 상호작용 의례는 행위자들에게 자긍심과 같

은 긍정적 정서를 부여한다(Scheff, 1990; Scheff & Retzinger, 1999). 

실제로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구성원들을 보다 친밀한 관계로 

만들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Cacioppo, Gardner, 

& Berntson, 1999; Davidson, 1993; Fredrickson & Levenson, 1998; 

Fredrickson, 2000, 2004; Isen, 2001; Morris, 1999; Tugade & 

Fredrickson, 2000; Watson, Wiese, Vaida, & Tellegen, 1999; 허재홍, 

2016). 즉, 운동을 하면서 상징에 충성을 다하는 행위를 통해 선수들

을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고 선수들 간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

었다. 따라서 선수들은 상징이 요구하는 규범 행위를 따르며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적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였고 그 속에서 좀 더 친밀

해져가는 유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

상징을 저해하는 행위는 집단 유대 정서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

다. 이런 유대의 위반은 동료에 대한 유대감의 저하와 정의로운 분

노의 반응을 일으켰다. 상징을 저해하는 운동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

에 선수들은 동료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화가 나고 혼나야 되는 잘

못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런 행위는 운동부 내에서 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비도덕적 행위란 집단 정서와 

반대되는 것으로 선수들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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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과 동시에 그 행위자를 이기적인 자로 낙인찍고 있었다.

다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애 혼자 그냥 안하고 있거나 저는 

뭐든 운동이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는 이건 열심히 안

해도 돼 이건 열심히 해야해 구분이 있으니깐 저는 다 같이 열심히 했

으면 좋겠는데...(중략)... 그냥 애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00, 20170321)

연구자: 운동 똑바로 안하거나 담배피고 선생님한테 대꾸하는 애들 보

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혼나도 싸다라고 생각하는지?

손○○: 그거보단 더 혼나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 더 혼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집단면담, 20170228)

연구자: 개인전 열심히 하는데 단체전 대충 뛰는 거 보면 어때요?

면담자: 저는 화가 정말 많이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어쨌든 자기만 위

해서 개인전을 그렇게 뛰는 거고 단체전은 같이 하는 거니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약간 이기적인? 이해하기

가 힘들어요. 왜 그러지라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왜 굳이? 같

이 하는 건데 그러지 하고 의문도 들고 화도 나고...좀 .. 우리 

팀 같지 않다는 그런 감정도 들긴　하는데 다 따로따로 하는 

느낌. 얘따로 쟤따로。 그냥 마음에 없고 응원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솔직히 메달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빈00, 20170607)

더욱이 함께 뛰는 시합이라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시합은 그 동안의 노력을 검증받고 인정받는 자리이자 자신들의 상

징적 행위가 실천되는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함께 뛰는 시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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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은 구성원들이 모두 실수 없이 해내주길 바라고, 구성원의 실수로 

피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합은 선수들에게 함께 라는 

유대의 감정과 집단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징적 행위였다. 위 면담자

는 개인종목 선수로 단체전에서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부정

적 감정을 표현했다. 단체전은 같이 한다는 인식이 전제했고, 여기

서 말 그대로 대충 뛴다는 것은 집단의 유대 정서에 반하는 것이자 

그로 인해 집단 상징을 저해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다. 이런 

과정에서 선수들은 ‘정서적 복원’ 차원에서 저하된 집단 유대 정

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처벌 행위를 하게 된다.

(3) 처벌 행위를 통한 정서의 회복

집단 상징에 반하는 행위는 집단의 유대정서, 즉 긍정적 정서를 

저하시킴으로써 정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 이 분노는 처벌의례를 

실행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분노가 감정적 행위라면 처벌은 

정의로운 분노의 실천적 행위로 볼 수 있다. Durkheim은 범죄이론

을 통해 처벌은 실제로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보단 오히려 상징

적 이상,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적 행위규범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을 주장한다(Durkheim, 1895, 1912). 즉, 처벌은 집단 유대를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의례적 행위라는 것이다. 

선수들은 이 처벌적 행위를 통해 집단 정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었다. 정서적 회복이 되는 과정을 단체전을 소홀히 뛴 

선수의 비도덕적 행위가 처리되는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함

께 뛰는 시합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운동부 내에서 단체전을 소홀히 

뛴 행위는 집단 내에서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 받고 있었다. 결국 

그 일로 선수들 간에 내분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손상된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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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번져나가면서 선수들 간에 왕따 문제로까지 이어졌었다.

시합 때 이번에 전학 간 얘가 시합을 좀 망쳤어요. 그거 때문에 좀 사

소한 걸로 싸우다가 일이 커진 거에요. 단체전에서 잘 못해서 싸우다

가... 또 애는 저 한테 이야기하고 전학 간 얘도 저한테 이야기하고... 

애들끼리 사이가 틀어졌었죠. 팀 분위기도 안 좋고 코치님도 힘들어 

했고...(중략)

(빈00, 20170331)

작년에 좀 그 친구 땜에 많이 힘들어서 학폭(학교폭력징계위원회) 열

려서 걔가 다른 학교로 갔어요. 반... 여기 분위기 흐트려 놓고, 다른 

부 애들한테 가서 우리 부를 욕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중략).. 전

학 간 게 잘된 것 같아요. 걔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싸웠는데 걔 가고 

나서 아예 안 싸워요. 다른 애들도 걔 전학 가길 잘 됐다고 그래요.

(문00, 20170329)

그 언니가 고2땐가 전학을 갔단 말이에요. 언니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서, 그 언니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편해진 거예요. 그 언니가 되게 

아…되게 심했어요. 그 언니 가고 나선 분위기 좋아요. 

(수00, 20170328)

불화의 계기는 단체전을 망치고 내려온 것 때문이었지만 그로 인

해 깊어진 감정의 골은 회복되지 않았다. 일이 심각해지고 운동부 

내에 내분이 지속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결국 학교폭력위원회

가 열렸고, 내분의 당사자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음으로써 종료되었

다. 처벌 이후 선수들은 팀 내 분위기가 좋아졌음을 언급하며 집단

의 유대 정서가 회복했음을 상기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급식소 사건이다. 모든 사례에서 선수들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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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점심시간에 먼저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운동부에게 비난을 하던 외부인과 직접 부딪

히고 집단적 대응을 함으로써 선수들은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있었

다.

주장언니도 하고 다른 삼학년 언니들이 거기에다 뭐라고 했으니깐 역

시 언니들이라 대표적으로 뭐라 해주는구나... 아 진짜 뭔가 통쾌하면

서도 감사하면서도 언니들이 저희를 챙겨주고 신경써준 것 같아서 고

맙고 기쁘고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그 애기 하지 말라고 생

각만 해도 화난다고 그런 식으로 그 때 확 좀 끈끈해지고 한 것 같아

요.

(주00, 20170308)

선수들은 급식소를 먼저 이용하는 운동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을 외부자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집단을 공격

하는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서는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최대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타인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느껴지는 불쾌한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선수들은 외부인과 부

딪히며 자신들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알렸다. 배타적 외부인에 대한 

공격은 정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그 결과 선수들

은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며 자신들의 유대 정서를 지켰으며 공공의 

적으로 인해 서로 간 더욱 끈끈해지고 있었다. 

선수들이 상호작용 의례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 편안함, 안정

감의 정서는 집단의 상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상징 체계를 따라 가다가도 오류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당황, 분노, 불쾌 등의 감정을 드러냈으며 집단의 유대가 위태해짐

을 인식하고 이 유대 정서를 다시금 복원시키기기 위한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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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분노의 실천적 차원으로 상대에 대한 처벌을 행하

고 있었다. 이 처벌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의로고 올바른 행동

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오늘도 좀 게임 뛰는데 집중 안하고 대충하려는 모습이 보여 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딴 데 갔

다거나 그런 거 보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00, 20170228)

또한 처벌은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와 함께 위계적이고 권위적 행

위를 통해 발동되고 있었다. 운동을 대충하려는 것은 운동부의 상호

작용 의례 과정에서 비도덕적 행위 규범에 속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다소 강압적인 방법들 예컨대, 운동부 집합과 같은 처벌적 행

위를 택하기도 했으며 이는 흐트러진 집단 정서를 바로잡는 일이기

도 했다. 즉 운동부에게 기합과 같은 위계적 행위의 실천은 비도덕

적인 행태를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긍정적 정서로의 환기를 통해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과정이자, 이러한 처벌로써 선수들이 올바르다

고 공유하는 운동부의 질서를 바로잡고 따르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처벌적 행위는 상대에게 어떤 압박이나 정서적 해함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가’를 고민하는 문제이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Durkheim

은 처벌은 한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들이 당연시 여기고 또 지

켜져야 하는 것들을 재차 강조하게 하고 따라서 그러한 법칙들에 

순웅해야 한다는 집단 감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이라 하였다(김

경만, 1997). 선수들은 정서적 회복이라는 공유의식 속에서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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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를 유지시키는 상징의 의미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었으

며, 이 상징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의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 규범은 

집단이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행위로 이에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처벌은 집단 정서를 회복시킨다는 사명 아래 

행해지며 운동부를 정서를 회복시킨다는 집단 감정을 재차 확인하

고 있었다. 

결국 선수들은 이런 정서적 공유 과정과 흐름을 통해 운동부의 지

배적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선수들은 상징을 통한 유대 정서

를 강화시키고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저하된 정서를 전환시키는 노

력을 통해 운동부의 결속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소 부

당한 대우나 처벌은 상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용인되고 정당화되

었다. 즉, ‘ 운동’ 상징을 따르고 지킴으로써 오는 유대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의식이 운동부 내에 존재했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은 집단의 긍정적 정서가 파괴됨으로써 발생되

는 반대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집단이 유지되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

었으며, 이러한 상징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서의 흐름이 변하는 

과정을 아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3>.

그림 3.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에서 정서의 흐름 



- 172 -

4) 정당화 기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상호작용 의례의 중심 작동기제인 상징, 

도덕성, 정서를 통해 정당화 되어갔다. 상징, 정서, 도덕성은 상호작

용 의례의 중심작동 개념으로,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운동부

의 지배적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관

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집단의 상징은 성스러움을 동반(Collins, 2004/2009; Durkheim, 

1912; Goffman, 1967/2013)하며 운동부 내에서 그 성스러움의 대상

은 바로 ‘운동’이었다. 여기서 성스러움은 단순히 신앙심에서 표

출되는 감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건이든 보이지 않

는 어떤 것이든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존경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때문에 집단의 상징을 저해하는 행위, 불경스

러운 외부인이나 내부자로부터 상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서가 발

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집단이 믿는 공통의 대상을 따

라 집단의 도덕적 규범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집단 정서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배제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처벌로써 집단이 공유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집

단적 상징을 지키고, 이를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도덕성과 정

서의 회복을 통해 집단의 유대를 증진시켰다. 따라서 이런 상호작용

의례는 상징, 정서, 도덕성을 따라 집단의 유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이런 세 가지 요소의 관계에 관점에서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를 

살펴보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운동의 상징성을 매개로 지속되

고 정당화 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운동’의 상징성을 통해 선수

들 간의 유대의 정서를 강화시켰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은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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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기합 소리에 응답하며 자신들만의 사회적 약속을 공유하고 

지켰다. 이런 사회적 약속은 운동의 상징성을 향한 체계를 공유하는 

것이자 같은 의례적 집단 안에 속한다는 정서를 나누는 행위였다(고

권혁, 허창수, 2017). 

한편, 이를 지키기 위한 체제로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수용과 순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운동을 위한 행위들, 가령 성

실한 운동 태도와 같은 행위는 집단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도덕적

으로 올바른 것이었으며, 그에 반대되는 행위는 상징에 반하는 행위

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운동의 상징성을 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켜 집단 결속을 해하

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계적이고 권위적 행위들은 처벌적 차원

에서 발동되었다. 다시 말해, ‘운동’의 상징을 강화하고 그릇됨을 

정상화시킨다는 도덕적 신념 아래 운동부 내에서 정당화되고 사소

화되고 있었다<그림 4>. 

이러한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과정을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

서가 정당화 메커니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집단의 상징, 정

서 그리고 도덕성은 집단 유대와 에너지 창출, 그리고 집단의 상징

성을 보호의 긍정적 차원에서 집단 구성원의 정서적 공감대, 유대를 

창출하며 사회를 결집시키는 성분들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는 선수들이 부조리함에 순응하게 만드는 작동원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외심이 부여된 상징은 운동부 내의 부조리한 행위들을 운동

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합리화 시켰고 이런 지배적 정서 아

래 선수들은 반발할 수 없는 여지를 남기며 잘못된 질서들이 정당

화되어 갔다. 이렇듯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은 선수들이 긍

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결집과 유대를 창출시키는 기제로서 작

동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용납시키는 ‘운동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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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오히려 운동부 내에 잔존해 있는 위계적이고 때론 

부조리한 행위들을 정당화 시키며 여기에 순응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상징에 부여되는 어떤 감정적 자원이 

운동의 상징을 통한 정당화 기제를 작동시킨다는 점이다. 상호작용 

의례 이론에서 정서는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긍정적인 에너지이자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Collins, 1975, 1981, 1990, 2004/2009). 또한 

상징을 따라 행위 해야함을 알아차리는 등의 인지적 행동이 정서가 

주입된 것이라 Durkheim이 주장한 것처럼(Durkheim, 1990, p. 27), 

운동의 상징성에 주입되는 선수들의 집단 정서가 도덕적 감정을 발

현하고 이런 흐름에 따라 운동부 규범이 형성되며 집단 전체에 공

유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운동부의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을 관

통하는 정서는 사회에 친숙하게 만연해있고, 촉매제이자 결과로서 

제공되는 것(Cottingham, 2012)으로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에서 중요

한 부분이다.

그림 4. 운동부 지배적 질서 유지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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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 지배적 질서의 내

재화

유대와 순응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는 상

징, 정서, 그리고 도덕성을 통해 운동부 내에 정당화되고 있었다. 이

런 의례적 과정과 그에 따른 질서의 규범들을 선수는 어떻게 습득

해 가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결과들이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를 통

해 유대와 순응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을 상호작용 의례의 세 가지 요소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장은 상호작용 의례 과

정에서 요구된 규범적 행위들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개입되어 형성

되고 내면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부의 의례는 한마디로 말해 ‘눈치껏’ 행해지고 있었다. 눈

치란 상대방의 마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허재홍, 박원주, 2013; 

허재홍, 2014). 특히나 이런 눈치는 한국과 같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보다 조

화로운 관계를 우선시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기 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크기 때문이다(Bond & Hwang, 1986; Chung, 1994; Triandis, 

MaCusker, & Hui, 1990).

주로 수직적 사회구조 문화, 유교적 형식주의 문화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는 문화 등에서 형성(배형근, 2017)되는 눈치는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

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한다(B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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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1986). 이런 눈치의 작동은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서 

Goffman이 주장한 존대와 처신의 표현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존

대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전하는 행동의 구성요소

를 의미하며, 처신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내가 바람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의례적 행동의 요소를 뜻한다(Goffman, 1967).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하려는 존대와 처신의 

의례적 행위는 눈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한 자원을 가진 자들 가령,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와 

같이 비대칭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의례에서는 아랫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암묵적 기대가 존재한다

(Goffman, 1967). 따라서 아랫사람은 말로 여러 번 설명하기 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 속에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자를 따라야 할 것 같은 지배적 정서를 경험하고 눈치

로써 이를 알아차리며 의례의 과정을 내면화 하고 따르게 되는 것

이다. 즉, 이런 의례적 특성들은 수직적 관계구조의 운동부 문화에

서 현실적인 작동의 형태로 ‘눈치’로 나타나고 선수들에게 암묵

적으로 체화되어 가고 있었다. 눈치가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선수들

에게 체화되어 가는 과정은 눈치껏 학습하기, 눈치껏 행동하기 그리

고 눈치껏 따라하기를 통해 나타났으며 눈치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

적 질서는 선수들에게 내재화 되어갔다. 

1) 눈치껏 학습하기

선수들은 집단의 공유하는 그리고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규범

의 행위를 눈치껏 학습하고 있었다. 특히 위계적(류태호, 이주욱, 

2004)이고 수직적 의사소통(이혁기, 임수원, 2010)의 특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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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문화에서 상대적 하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지도

자나 선배의 분위기나 언행을 살피며 눈치를 살펴야만 했다. 눈치를 

통해 집단의 지배적인 정서와 도덕적 행위를 알아갔고 이를 알아차

림으로써 지도자와 선배의 감정을 해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눈치껏 알게 됐어요. 처음에 형들이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 때는 

다 이렇게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때 이

렇게 해야 하는거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성00, 20170302)

운동해야 하는데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잘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운

동하다가도 선생님 눈치 보게 되고 제가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면 선생

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잘 보이고 선생님한테 신경을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수00, 20170328)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르치는 정도가 달라지고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

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애들한테는 더 

마음이 가고, 뭐랄까 문제 일으키고 이런 애들한텐  마음이 안가잖아

요, 한번 잘못을 하면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런 점에서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냥 친구니까 말

로 풀 수 있는데 코치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00, 20170329)

저는 코치님... 약간 쌤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눈치 보게 되고 저 하는걸 보고 알려주시고 하니깐 저도 모르게 더 신

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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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00, 20170331)

선수들은 상대가 에둘러 말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

껏 파악하려 했고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주려는 의도에서 상대의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 선수들이 눈치껏 

학습한 도덕적 행위는 선후배 관계에서 해야 할 위계질서, 그리고 

상징의 전달자로서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었다. 특히 선배의 눈치

를 보는 것은 보복이나 감정적 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

쩔 수 없는 눈치 보기로 이어지고 있던 반면에 지도자의 눈치를 보

는 것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 그리고 코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꺼이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수들이 눈치껏 학습하려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동의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지배적 정서의 경험(Collins, 

2004/2009)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어책으로 볼 

수 있다(허재홍, 박원주, 김승주 2012). 만일 눈치껏 파악하지 못해 

암묵적으로 선후배 관계에서 요구되는 질서나 코치의 지도를 따르

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운동부의 도덕적 규범을 반하는 비도덕 행

위자로 간주되고 그로 인해 정서의 저하나 집단에서 배제되는 손해

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지도자나 

선배와 같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에

서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의도를 읽어냄으로써 집단이 공유하는 도

덕적 행위를 눈치껏 학습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윗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집단의 지배적 정서와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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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치껏 행동하기

눈치는 사회규범에 부흥하려 하는 행위로 선수들은 운동부 안에서

‘예의’를 표함으로써 눈치껏 행동하고 있었다. 예의(politeness)는 

서로의 체면(face)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주는 언어적·비언어적 

체계(Brown & Levinson，1987)이자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

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의미한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였고 이러한 눈치 행동은 

존대와 처신의 형태로 나타났다. 존대와 처신은 상대의 체면을 유지

시키려는 상호작용 의례의 품행규칙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적절한 

몸가짐, 옷차림, 몸짓, 언행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Goffman, 

1967/2013). 특히 운동부 안에서는 지도자와 선배의 체면을 지키려는 

행위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비대칭한 사회적 지위에서 아랫사람이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암묵적 기대의 존재는 이런 존

대와 처신이 ‘눈치껏’ 발동되도록 하고 있었다.

(1) 존대

가장 확연하게 발견되는 존대의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존대는 행위자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상대에게 전

하는 표현으로 선수들은 집단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는 지도자 앞

에서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훈련 중 선수들 모여서 다시 코치 지시를 받을 때 자세는 스틱을 든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열중쉬엇 자세로 들으며 감독 말에 경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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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자세를 보인다.

(현장관찰, 20170228)

점심시간 코치와 선수들 함께 식당에 도착했다. 주문한 메뉴가 모두 

나왔지만  선수들은 코치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하느라 식사를 시작하

지 않는다. 선수들 역시 코치가 먹기 전까지 수저를 절대로 들지 않는

다. 코치가 수저를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하는 듯 선수들의 시선은 코

치의 손을 향해 있다. 코치가 먹으란 소리에 식사를 시작한다.

(현장관찰, 170324)

이런 장면은 선후배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선배의 마음이나 상황

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

절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따르고 그런 거 티를 안내요. 그렇게 티를 안내고 저는 그

냥 다 언니 언니 이렇게. 한 언니만 막 언니언니 하잖아요. 이렇게 하

면은 다른 언니들이 되게... 제가 만약에 제 후배가 만약에 그렇게 한

다 그러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수00, 20170328)

이 장면에서 눈치가 발동되는 이유는 갈등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

나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90).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눈치껏 피해야 하는 것은 아랫

사람으로써 지도와 선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며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또 다른 존대의 과정이기도 했다.

실제 Goffman은 대면상황의 상호작용 의례의 존대는 사회적으로 

대등한 사이에서도 충분히 존재함을 설명하지만 운동부의 의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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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존대는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사람이 바치는 경

례, 복종, 금지의례 등 이었다. 지도자 앞에서 보이는 선수들의 경청 

자세와 지도자와 선배 앞에서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상징적 대상 앞에서 해야 할 의례행위와 하지 말아

야 할 의례행위의 유형4)으로 표현되는 존대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

내고 있다. 이는 운동부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주길 바라는 

암묵적 기대를 눈치껏 알아차리고 맞추어 행동하는 존대였다.

(2) 처신

아울러 선수들은 지도자 앞에서 내가 훈련을 열심히 참가하고 있

고 집중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처신’의 행위를 보이고자 노력했

다. 처신은 남들 앞에서 자신이 올바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즉,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처신의 행위는 눈치껏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발현되고 있었다. 관찰을 하면서 선수들의 

시선이 지도자의 움직임과 표정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도자의 작은 움직임과 표정에도 선수들은 즉각

적인 반응을 보였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지도자 앞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지도자의 암묵적 기대에 수긍하며 올바른 선

수로 보이길 바랐다.

4) Goffman은 그의 저서 ‘상호작용 의례: 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에서 
존대의 형태를 연출의례(presentational rituals)와 회피의례(avoidance 
rituals)로 나누어 설명한다. 연출의례는 상호작용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
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을 전하
는 행동을 의미하며, 회피의례는 거리존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상대
를 존중하는 뜻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관찰이나 관심 개입을 삼
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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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내용이 좋지 않았다. 코치는 시합 내내 선수들을 윽박질렀고 경

기가 끝나고도 지도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지도자 뒤를 졸졸 쫓아 선수들은 짐을 부리나케 챙겨 경기장 밖으로 

이동한다. 차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선수들은  눈치를 한번 스윽 보더

니 짐을 내려놓고 코치의 지시 없이도 마무리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웃는 선수는 없다. 코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

인다.

(현장관찰, 170304)

칼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선수가 게임 중 피스트 위에서 살짝 

머뭇거리고 있자 의자에 앉아있던 코치 ‘이리와 일로 오라고’라고 엄하

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선수 뛰어가고 코치는 ‘칼이 안 되

면 빨리빨리 칼을 바꾸든가’하며 들고 있던 막대기(몽둥이)를 휘두르자 

선수 몸을 돌려서 피하고 막대기는 마스크 뒷면에 가 꽃인다. 마스크

를 써서 선수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훈련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짐에 따라 선수의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든다. 선수들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피스트를 보고 ‘빨리빨리 안 들어가’

하며 평소와는 달리 무섭게 내뱉는 코치의 목소리에  선수들 벌떡 일

어나거나 서로에게 들어가라는 눈짓을 급히 보내며 코치 기분에 맞추

려 하는 모습이다.

(현장관찰, 170331)

코치가 선수들에게 ‘왜 말길을 못 알아들어 찌르고 아탕! 하지 말고 찌

르면서 하라고,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알아들어? 어차피 운동할거면 성의 있게 좀 해’ 라고 소리친다. 00이는 

직접 혼나진 않았지만 코치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지 앞에 상대선수를 

보는 게 아니라 코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운동한다.

(현장관찰,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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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처신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

여주는 장면이다. 위와 같은 장면에서 지도자는 운동 중 욕설을 내

뱉거나 흐트러진 자세나 한껏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있어도 괜찮았

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런 지도자 앞에서 웃거나 농담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집단

의 암묵적 질서에 따르며 눈치 있게 처신했다. 이런 비대칭한 관계

에서의 보이는 처신 행위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가 그리고 직원 

간에 일어나는 존대와 처신의 규칙을 관찰한 Goffman(1956/2013)의 

연구와 비슷하다. 그의 연구에서 회의 중에 의사와 직원 간의 회의 

참석 태도는 매우 달랐으며 병원 내에서 의사는 간호사에게 농담을 

건넬 권리를 가지지만 간호사는 그럴 권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위계적 관계로 대표되는 의사와 직

원 혹은 의사와 간호사간의 모습은 운동부 안에서 지도자와 선수와

의 관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코치가 자리를 비운 새 선수들 운동에 집중하지 않고 웃고 떠들며 설

렁설렁 보낸다. 그러다 코치가 강당에 들어오자마자 피스트에서 서성

거리던 선수들 재빨리 자기 자리에 위치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

다. 

(현장관찰, 170322)

벤치위에 있던 코치의 핸드폰이 울리자 근처에 앉아있던 선수가 울리

는 폰을 들고 재빨리 뛰어가 다른 선수를 지도하고 있던 코치에게 핸

드폰을 건넨다.

(현장관찰,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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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은 상대의 명시적 요구가 없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드

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에 맞추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눈치껏 행동하고 있

었다. 지도자의 등장만으로 운동에 열심히 한다거나 울리는 핸드폰

을 지도자가 굳이 가지러 가지 않도록 건네는 모습들은 선수로서의 

이상적인 본분을 보이고 자신이 예의바른 사람임을 표하는 처신의 

행동이었다.

이러한 존대와 처신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운동선수

로써의 본분인 성실한 훈련 태도를 보이고 자신보다 윗사람에게 예

를 갖추려는 이런 행동은 집단의 ‘상징’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의

도 속에 상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치껏 발동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존대와 처신은 행위자의 자질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소위 존대

를 잘하고 처신이 좋은 사람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적절하게 사

회화 된 사람으로 인식된다. 

운동부 안에서 올바른 존대와 처신행위란, 집단의 ‘상징’을 따

라 그것이 요구하는 행위 즉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

는 것이었다. 운동선수라면 그래야 한다는 공유된 인식 속에 집단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일컫는 행위가 집단 내에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선수들은 이를‘눈치’로 알아차리고 파악하며 운동부의 질

서를 습득하고 내면화하고 있었다. 결국, 집단이 상징을 따라 도덕

적으로 여기는 행위 눈치를 통해 학습하는 실천하는 행위는 자연스

럽게 선수들이 집단으로 하나 되고, 질서에 순응해가는 결과로 작동

했다. 

이런 눈치의 작동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잘 포착하고 자기 자

신도 이에 맞추어 적절한 상효작용 의례를 행할 줄 아는 사회구성

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김경만, 1997). 예컨대,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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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에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운동선수로서 자

신이 행해야 할 역할이자 지도자 앞에서 요구되는 학생으로서의 지

위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사회적 지위의 인식은 McCall과 Simmons(1978)의 역

할 정체성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각 상황에 맞추

어 다양한 역할 정체성이 주어지는데, 가령 운동선수의 경우 운동할 

때만큼은 선수로서, 교실에서는 학생으로서, 집에서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정체성이 강화됨을 들 수 있다. 이 중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하

는 순간이 왔을 때 개인은 상황에 따라 타자들이 요구하는바 그리

고 가장 보상가치가 높은 형태의 역할 정체성의 위계를 정하고 그

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사회적 지위(position)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 선수들은 지도자나 선배 앞에서 자신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에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위 즉, 운동 중에는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타자(선배)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 자신의 역할

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은 눈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었다.

3) 눈치껏 따라하기

운동부에서 눈치가 없다는 것은 상호작용 의례의 실패를 의미했

다. 눈치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주변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과 눈치

는 당사자의 정서를 저하시켰다. 또한 집단에서의 배제되었다는 감

각을 느끼게 하며 유대에 실패하게끔 했고, 배제된 선수는 관계회복

과 유지를 위해 더욱 눈치 행위를 따르고 집단에 순응해 가는 모습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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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해주면 삐치고 그러니깐 선후배 사이 생각해서도 하는 것 같고, 

삐치면 또 짜증나게 하니깐... 말하는 거 안 들어주고 무시하고 그러니

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 할 때도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 형

이 막 더 저한테 뭐라고 해요.

(민00, 20170303)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적

절하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Goffman，1959, Rawls, 1987)하기에 눈

치가 없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적절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인상

을 주기 쉽다. 때문에 존대 받지 못한 대상은 자신에게 대우해주길 

바라는 암묵적 기대의 노선이 어긋나면서 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런 불쾌감의 표현은 눈치가 없었던 혹은 눈치를 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선수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지속적인 눈

치주기와 비아냥거림을 통해 결국 집단의 질서의 편승하여 행동하

도록 만들고 있었다. 

눈치 없이 행동하는 선수에게 주변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을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질서를 어기는 즉, 눈치 없이 행

동하는 동료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상호간의 유대의 수

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동료긴 한데 약간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죠.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주00, 20170308)

낮은 유대의 수준과 집단에서 떨어졌다는 감정들은 상호작용 의례

의 과정에서 실패한 선수의 면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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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눈치가 없어 집단에 섞이지 못하고 있었던 본 선수는 외로움, 쓸

쓸함, 자신감 저하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팀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옆에서 운동하는… 그냥 그렇게 느껴

져요... (중략)... 계속 눈치 주니깐 자신감이 없어져요. 사실 주눅이 들

어요. 자신감 있게 그냥 먼저 나서서 아는 건 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오히려 언니들 눈치 보니까 또 내가 한다고 하면 ‘또 나서고 난

리야’ 하는 그런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나서지 않

고 가만히 있고 계속...

(은00, 20170330)

지속적인 눈치주기로 인해 선수는 정서적 손상을 회복할 겨를이 

없었다. 사람들 자신에게 강한 정서적 경험을 주는 의례에 끌리기 

마련인데(Collins, 2004/2009) 우울한 정서의 반복과 지속으로 선수는 

집단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점차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구성

원들은 이 선수를 눈치가 없다고 여겼고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차

별과 무시 같은 행위를 통해 눈치를 줌으로써 정서적 손상을 계속 

입히고 있었다.

그냥 좀 대우가 달라요. 저랑 동기랑 똑같은 말을 해도, 동기는 살갑게 

반겨주고, 저는 뭐라 해야 하지 살짝 좀 ‘어... 그…그래’ 이런 식으로 대

충 받아주는... (중략)... 언니들이 저랑 게임을 안 뛰려고 해서 실력이 

제자리인거 같아요. 같이 뛰자하면 억지로 성의 없이 툭툭하고, 빨리 

나오려고만 하고... 그냥 몇 개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성의 없이 끝내요. ‘어떤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더 잘 들어

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 거야.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

는데, 저한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러고 말아요... (중략)... 

그냥 여기(팀)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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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00, 20170330)

위 선수는 공허한 의례 속에 행위만 있을 뿐 어떤 정서적인 만족

이나 집단에 대한 유대감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김빠진 듯 한 상

호작용의 과정이 바로 실패한 의례의 특징이다. 함께하는 열정도 환

호소리도, 정서적 합일을 느낄 수 없었고, 유대감이 낮거나 전혀 생

기지도 않았으며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있었다. 때문에 집단에 자신

이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 지루하다는 느낌, 우울증, 피곤함을 느끼

고 있었다.

상호작용의 의례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대의 표

현임과 동시에 집단이 자신을 구성원으로써 인정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집단 의례를 습득하지 못해 집단의 질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은 집단으로 하여금 상대가 공통의 상징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으며 

집단 구성원으로서 부정당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김현경, 2007). 

특히 간접적 의사소통이 용인되는 우리사회에서 상대의 의도를 알

아차리려는 '눈치'는 상당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인관계 상호작용 시 

필수적인 선행요건이기에(유승엽, 1998; 최상진, 유승엽, 1994, 1995),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 거치며 눈치가 내면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눈치가 없어 운동부 집단과의 상호작용 의례에 실패한 선수

는 집단 진입의 실패로 집단에 대한 상실감, 반(反)감정을 갖게 되며 

집단의 ‘우리’라는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김경만, 1997).

따라서 선수들은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눈치를 통해 내면화 하

며 집단 성원으로서 운동선수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눈치수준

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진민진, 현명호, 2014)과 대인관계(서현

숙, 장미경, 2016; 허재홍, 2014)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들은 정서와 

유대관계를 핵심으로 두는 집단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서 눈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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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켜 준다. 즉, 정서적 회복과 집단의 긍정적 유

대 정서의 극대화를 통해서 집단 결속을 유지하려는 상호작용 의례

의 과정에서 적절한 눈치는 이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선수들에게 내면화되어 가면서 집단에 순응하게 하는 효과적인 매

개적 장치였다. 

4) 눈치 의례에서 구성원의 역할

(1) 지도자

선수들 간의 의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며 

집단의 유대와 상징이 도출되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에

서 감독과 코치, 즉 지도자의 신념은 운동부의 집단 문화를 형성해

가는 원천의 기준이 되기도 새로운 문화로 변화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시합에 나갈 주전을 정할 힘이 있는 자, 우리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기분 따라 언제든 훈련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권한자

로서의 지도자는 운동부 안에서 다양한 명령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자였다. 지도자는 지극히 운동을 시킨다는 공적 영역 안에서 운동부

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며 운동부 계층의 상층부에 

위치하였고 집단의 상징을 따라 동일한 수준의 상징적 의미를 소유

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상징성 때문일까. 지도자가 억압적 행위

를 하지 않는 때에도 선수들은 지도자를 상징적 존재이자 가장 강

력하게 눈치 보게 되는 존재로 인식했고 그가 지휘하는 질서에 맞

추어 따르고 있었다.



- 190 -

① 분위기 형성

분위기란 구성원들의 공유된 사회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병헌, 김영배, 1993), 분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태도

와 행동 그리고 상황을 이해함을 의미한다(Mathieu, Maynard, Rapp, 

& Gilson, 2008). 

일반적으로 운동은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지

도자가 내리는 운동 명령을 선수는 받아들이고 수행함으로써 운동

이 이루어지고 ‘척하면 척’이라는 말처럼 지도자가 요구하는 바

를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집단 분위기가 좋아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지도자가 요구하는 바를 잘 알

아차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장면은 지도자가 운

동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쌤이 기운도 없이 파이팅도 안 넣고 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저절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러 파이팅도 좀 넣고 좀 힘내자는 식으로 샘도 노력하고 있으니깐 저

희도 노력 하는 거죠.

(빈00, 20170331)

일단 한번 실수 같은 거 운동장에서 하면 저희 감독선생님이 너무 뭐

라고 하니깐 다들 최대한 감독선생님한테 실수를 안 걸리려고... 감독

선생님이 한번 윽박을 지르면 저희가 기가 금방 죽어가지고 그렇게 혼

나고 난 다음에도 기를 좀 올리려고 파이팅도 좀 찾으려 하고 애기도 

많이 하자고 하는데 한번 내려간 분위기는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말을 많이 하자고 해요 그러면 긴장이 좀 풀리니깐 그런 걸로 좀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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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0, 20170309)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나름의 훈련 태도가 존재했다. 위 

면담에서 드러났듯이 지도자는 기합을 넣는다든가 또는 실수를 하

지 않는 등의 행위를 선수에게 기대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지도자는 화를 내거나 표정을 바꾸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

고 선수들은 그런 지도자의 분위기를 살피고 눈치를 보며 지도자가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지도자가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

지하는 모습 속에는 선수들이 눈치껏 알아차리고 행동하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동기를 자극하며 훈련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것이 존재했다.

코치의 빨리하고 다른 거 하자는 소리에 애들 숨이 차 맥없이 ‘네-’하

고 대답한다. 코치 ‘이것들이 대답 봐라?’ 하자 선수들 크게 대답하며 

‘네- 와~!’ 하며 박수치며 호응한다. 선수와 코치 같이 웃는다.

(현장관찰, 170328)

훈련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 기합소리,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처음에

는 칼소리밖에 안들렸는데 코치가 직접 들어가 게임 뛰면서 기합을 크

게 내며 분위기를 업시키기 시작한 후 피스트 여기저기서 기합과 탄성

이 크게 울려퍼진다.

(현장관찰, 170329)

5시 반쯤 되었을까. 시합 끝나고 선수들 간단히 몸 풀고 훈련 평소보

다 일찍 종료 되었다. 코치가 ‘시합 잘 뛰면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야’ 

하니 선수들 웃으면서 기쁜 표정을 짓는다.

(현장관찰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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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선수들의 동기를 자극하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있었다. 장난을 친다든지, 같이 운동하며 기합을 넣는다든지 

또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지도자의 이

런 모습들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한껏 느꼈고 그 과

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고 있었다. 

지도자를 따라 형성된 분위기는 선수들을 우울하게도 기쁘게도 만

들고 있었다. 이런 양자 간의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부

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지도자는 운동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

고 반면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통해 분위기를 다운시

켜 선수들을 각성시키기도 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코치는 나름의 운동 분위기를 조율함으로써 선수들이 보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② 규칙 생성

지도자는 집단의 규칙을 새롭게 다잡고 있었다. 집단의 상징적 존

재로서 지도자는 규칙의 직접적 실천자인 선수들의 행위규칙 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 의례는 상징을 통한 집단의 어

떤 질서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 집단의 유대와 도덕적 행위를 규정

짓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집단을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의해서 형성

되지만 특히 운동부 안에서는 코치나 감독과 같이 계층 구조의 상

단에 존재하는 자로 인해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했다.

코치쌤은 그래도 선배편이라 (선배한테) 어떻게 개기거나 그러진 못해



- 193 -

요. 선배가 일년, 이년 더 먼저 운동 해가지고 선배 편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느껴서 그래서 선배랑 싸워도 제가 잘못 안했어도 코치쌤한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상00, 20170323)

옛날에 저희 1학년 때는 머리를 빡빡 밀었거든요. 머리도 밀고 썬크림

도 못 바르게 했어서... 그래서 저희 별명이 감자였는데...(중략)... 저희 

예전에 감독샘이 좀 옛날 분이여서 머리 밀고 그런 걸 좋아하고 학생

이면 학생답게 단정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감독님 

바뀌어서 썬크림 발라요 머리도 기르고.

(김00, 20170228)

위 두 연구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위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비교적 위계적인 체제의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는 지

도자 밑에서 후배는 자신이 선배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예전에 운동부 하면 강조되었던 이미지를 중시하는 지도자 밑

에서는 삭발을 하기도 했고 운동부가 무슨 썬크림이냐며 못 바르게 

하는 탓에 맨얼굴 그대로 뙤약볕에 새카맣게 그을리며 운동을 하기

도 했다. 한때 자신들의 별명이 감자-삭발머리에 새카만 얼굴 때문

에 다른 학교 운동부원들이 부르던 것-였다며 웃는 선수들을 통해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지도자가 교체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머리도 기르고 썬크림도 바르면서 까까머리 감자에

서 일반적인 고등학생 남자로 변화하는 과정은 지도자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 운동부의 규범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줬다.

이런 맥락에서 위계적인 지도자 아래서 위계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앞선 사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운동부 문화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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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지도자 아래서는 비위계적인 선후배 관계 문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도자가 운동부의 질서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력

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는 후배들 안 시켜요. 저희 감독선생님

이랑 코치선생님이 일학년 시키지 말라고 해요 아예. 중학교 때는 좀 

심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감독쌤이 그런 거 안 좋아하셔서 다 바

꿨어요. 1학년 애들이 적응도 잘 못하고 처음 오는 거니깐 일학년 먼

저 챙기는 편이예요. 아무래도 샘들이 높으신 분이니깐 아무래도 한마

디 딱 하면 그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연00, 20170307)

저희 감독선생님이 후배 시키거나 하는 걸 싫어하셔서 들어 올 때부터 

그 전부터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주셔서 이게 좀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아무것도 안하고 언니들이 다 해줬으니깐 얘네들도 저희

처럼 똑같이 대우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00, 20170308)

아직 일학년은 모르니깐 안하는데 2, 3학년 언니들이 청소당번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설거지랑 물 끓이는 것도...장비 정리하고 그런 건 2학

년 언니들이 해요. 저희는 1학년이라서 아직 시키면 안되고 3학년 언

니들은 나이가 많으니깐 안하고 그래서 2학년 언니들 시키는 거예요. 

1학년은 아직 신입생이고 적응하는 하는 기간이라서요. 코치선생님이 

일학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다00, 20170309)

나가면서 ‘창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 라는 코치 지시에 선수들 주섬주

섬 쓰레기를 챙긴다. 3학년 밖에 없었는데 코치가 지켜보고 있어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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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굳이 1학년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그러다 1학년들이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 결국 무거운 쓰레기 큰 쓰레기를 드는 건 1학년들이

다. 특히 1학년 중 한명이 과하게 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자 코치 

‘야 얘 짐 좀 나눠 들어줘’ 했고 3학년 한명이 다가가 짐을 나눠 들어

주고 나간다. 코치가 없었다면 1학년이 다 했을까.

(현장관찰, 170330)

면담 내용 중 연00의 ‘딱 한마디 하면 이제 그거 못하는 거예

요’ 와  주00의 ‘이야기해줘서 이게 인식 된다’라고 한 부분은 

지도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강도와 선수들의 수용 정도 그리고 의

례 과정에서 지도자의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의 말에 많은 무게를 부여하는 선수들의 인식을 통

해 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라는 상징 체계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었

다. 선수들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정당성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하면서 지도자는 지시하고 자신들은 따른다는 관계를 다시금 확인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운동부에서 지도자는 선수들의 행동 규칙과 질

서를 공고히 해주는 응당 그래도 되는 대상이었다.

이렇듯 운동부의 규범과 문화를 형성하고 결정짓는 데에는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감독과 코치가 가진 생각들이 녹아들어 가

고 있었다. 선수들 역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감독과 코치의 

요구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지도자가 요구하는 행위

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모습은 운동부 내에서 지도자가 가진 

어떤 ‘힘’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기꺼이 행사하도록 하는 선

수들의 인식을 통해 지지되고 있었다. 

특히나 면담과 관찰 내용에서 엿볼 수 있었던 지도자의 노력은 보

다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선후배 관계 구성이었다. 지도자의 언행은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서 상징적 힘을 갖는다. 그런 힘을 통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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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내리는 지시들은 선수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도덕적이고 윤리

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선수는 지도자가 형성하는 규범들을 무게 있

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후배로서 해야 할 일들이 큰 저항 없이 사라지고 새롭게 규정되어 

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지도자는 운동부 내부의 문화

를 결정짓기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기도 하는 존재이며,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서 드러난 상징적 의미가 지도자가 지휘하는 힘의 동력

이라 할 수 있다.

(2) 선/후배

① 눈치주기

지도자는 어떤 강렬한 행위가 없어도 선수들이 지도자가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선배는 오히려 눈치

를 줌으로써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었다. 눈치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숨은 의도를 전달하려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도가 상대에게 인식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유승

엽, 20047). 따라서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눈치는 위계적 질서에 

따르길 원하는 것이었고 후배가 이를 알아차리도록 드러내고 있었

다.

3학년 주장이 어제부터 아픈 1학년에게 ‘오늘 괜찮아? 운동하다가 아

프면 이야기해 계속하지 말고’ 말한다. 다른 1학년을 부른다. 그 친구 

‘왜요?’라고 하자 3학년 ‘뭐?’하며 (약간 비웃는 듯)웃으며 ‘내가 너 친

구야?’라고 한다. 그러자 1학년은 말이 없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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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장관찰, 170323)

후배의 왜요? 라는 말에 내가 너 친구야? 라고 답하는 선배의 말

에는 다른 의중이 담겨 있었다. 대꾸하지 말라는 것일까 혹은 자신

을 선배로써 예의 있게 대해달라는 것일까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

할 수는 없었지만 1학년의 반응을 통해 ‘왜요?’라는 말이 이 상황

에서 잘못된 것이었음은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이내 말을 아끼고 

반성하는 듯 표정을 보이는 1학년의 모습은 후배로서 선배의 말에 

담긴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한국인이 보이는 대인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례적 상호

작용의 특징은 언행의 이면에 있는 본래의 의도 및 신념을 추론하

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된다는 것이다(유승엽, 1998). 후배는 그 

추론의 선행 과정을 눈치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선배가 보내는 불편

한 신호를 심화된 갈등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눈치껏 회피했고(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90), 

눈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 선배의 말에 의례적으로 동의함을 표시했

다(김현경, 2007).

코치님은 저희 알려주시는 거고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선배들은 그냥 

몇 년 차이난다고 우리한테 욕하고 그러는 건 별로예요.

(규00, 20170303)

선수들은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배의 요구에 따르고 있었지만 

‘선배들이 그러는 건 별로예요’라는 규00의 면담 내용은 선수들

의 순응이 표면적 행위임을 암시케 했다. 선후배처럼 서로 다른 힘

을 가지고 있는 수직적 관계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이를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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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아랫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 더 결정적 관심을 갖는다(Goffman, 1959). 따라서 

후배도 선배가 주는 눈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동을 수정하려 하

기 보다는 그저 보여주기 위해 혹은 지금의 불편한 상황을 차후 만

들지 않기 위해 단순히 ‘예’를 차리는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가 위계를 강조하기 위해 던지는 눈치는 어떤 표면적 

형태로만 후배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선배의 

눈치 주는 역할이 집단 내에서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② 선배: 지도자의 거울

선배는 지도자의 신념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또 하나의 거울이었

다. 이는 지도자가 의례적 과정에서 가진 힘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실천으로 선수들은 지도자에게 물들어 가듯 그들이 요구한 규범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문화로 다시금 수용해가며 운동부 이를 내부 질

서에 반영하고 변화시키고 있었다. 

네 예전에는 심했으니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

어 주신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변형시켜가고 했어요.

(연00, 20170307)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언니들이 쓸모없을 것 같다고 점점 바꾸고 고등

학교 때 와서 코치님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확 바뀌었

어요. 언니들이 좀 바꿔줬어요.

(수00, 20170328)

전에는 선후배 그런게 심했고 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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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은 청소 안하면서 왜 우리보고만 하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많

이 들었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코치 샘이 자기건 자

기가 하고 후배라고 너무 시키지만 말라고 자주 이야기 하셔서 팀 분

위기가 많이 변했어요.

(간00, 20170331)

선수들은 지도자가 변화시킨 규범들을 큰 거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중 선배들은 그 규범을 새롭게 소화시키고 

있었다. 예컨대, 수평적 선후배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지도자의 의

식들이 반영되면서 선수들은 선배를 중심으로 스스로 양자 간의 관

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구성해 내고 있었다. 

선배들을 통해 운동부의 문화가 어떤 방향이든 변화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게 하는 것은 그 주축이 선배였을지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

는 것은 지도자가 가진 신념이자 그것이 반영을 가능케 하는 상징

의 의례였다. 선수들은 지도자가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하고 합리적

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현재 운동부에 필요한 것으로 간

주하였고 실제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선수들 그 중 선배는 

지도자의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동료

집단의 성스러운 대상인 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집단의 도덕

적 감정을 자극해 배척이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구성원들

은 뒤에선 욕할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수용하는 행위를 보인다

(Goffman, 1959; Collins, 2004/ 2009). 운동부도 마찬가지이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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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보다 힘이 있는 자 앞에서 명령을 거스른다거나 반항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에서 드

러내지 않고 자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즉 다른 사람의 시선

에서 자유로운 후면(backstage)에서 숨겨진 감정을 마음껏 표현했다. 

후면은 어떤 감시자가 없는 분리된 사적 영역으로 공간으로 따지자

면 욕실, 침실, 사무실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꼭 이런 곳이 아니더

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모두 후면이다

(Goffman, 1959).

욕먹고 기분 나빠도 그냥 앞에서는 못하니깐 집에 혼자 걸어가면서 욕

을 해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욕하면서 풀어요. 그러고 나

면 좀 나아요. 그냥 그렇게 풀어요. 

(성00, 20170302)

처음엔 심부름시키고 때리는 거 싫었죠. 근데 그땐 동기가 있어서 집 

갈 때 그 선배 욕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 것 같아요.

(정00, 20170321)

시합 가까이 오면 서로들 긴장하고 시합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애

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운동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힘드니깐 

피곤도 하고 서로 같이 욕도 많이 하죠 운동량이 많아져서

(동00, 20170322)

선수들은 후면의 공간에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욕, 억눌러 있던 

감정을 표출하며 스트레스를 실컷 표출했다. 후면은 말 그대로 가면

이 벗어지는 공간이자 눈치가 사라지는 공간이었다. 선수들에게 후

면은 운동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지도자가 없는 공간 이었다. 

이 안에서 눈치 역시 사라지는데 눈치는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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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자 할 때, 서로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해야 할 때 또는 손

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규범적 지위 관계 유지를 위할 때 발동되기 

때문이다(최상진, 최연희, 1989). 따라서 더 이상의 지위관계나 손해

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동료는 자신과 후면행위를 함께 하는 동

반자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도자와 선배는 운동부의 지배자였으며, 동료

는 지배를 벗어난 공간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지배자는 스스로

를 상호작용의 초점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어떤 면에서는 Durkheim 

식의 성스러운 대상이 되는 상대이다. 이 성스러운 대상은 집단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자 집단의 정서적 에너지의 상징적 저장소

가 되며 이것이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지도자와 선배

를 ‘카리스마적’ 인물로 만든다(Collins, 2004/2009). 더욱이 학교라

는 제도 안에서 운동부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있기에 

운동부 안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Eitzen, 2000; Portac & Jones, 

2011; Rainy 2013) 아래 있는 운동부 환경 안에서 지도자의 지배적 

위치는 더욱 강해진다. 때문에 강해진 지도자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운동부의 분위기과 규칙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라보는 선수들은 

조금씩 바뀌는 지도자의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선배들은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후배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눈

치주기를 하고 있었으며 마치 지도자의 거울인 듯 지도자가 요구하

는 바를 다시 후배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있었다.

반면, 종속적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지배자의 에너지에 관객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대립함으로써 에너지 고갈을 감수할지 양자택일 

하게 되는데, 선수들은 운동부 안에서 지배자 위치에 있는 지도자와 

선배 앞에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승복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한 권력 상황에서의 의례는 집단이 생산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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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한쪽이 독식하는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Collins, 

2004/2009). 때문에 그 안에서 동료는 상대적으로 아래 지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대상이었다. 

이런 공유의 현장은 지배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사적 

공간이 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Goffman은 이런 상호작용 의례행

위를 연극학적 이론에 빗대어 설명한다(Goffman, 1959). 그는 개인

들이 마주보는 자리에서의 만남을 공연(performance)라는 용어로 표

현하며 이를 대면상황에서의 행동이라 정의한다. 즉, 사람들 만나는 

장면에서 보이는 개인의 행위는 마치 공연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예를 표하는 연기를 하

는 것이라 비유한다. 여기서 Goffman은 무대장치(setting)개념을 제

시한다(Goffman, 1959/2016). 

무대는 공연이 시작되는 전면의 장소(frontstage)로 자신에게 주어

진 사회적 지위에 맞게 행위 하길 기대하는 공간이자 실제 그런 행

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존대와 처신의 품행규칙이 이루어진다. 

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후면의 장소(backstage)는 다른 사람들

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상황으로 무대 뒤가 된다(Goffman, 1956, 

1967, 1969). 이 후면의 장소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누가 본다

면 흠이 될 행위를 하게 된다. 이 공간에서 동료는 자신의 후면행위

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대상이자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

이다. 운동부 안에서 동료들은 후면행위를 함께 하였으며 그 공간은 

지배자와 감시자가 없어지는 곳이었다. 

다시 말해, 선수들은 집단의 성스러운 대상이자 지배자인 지도자

와 선배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아랫사람처럼 그들의 지시를 수용하

고 이것이 운동부 안에서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들이 

사라지는 자신만의 사적공간에서는 숨겨진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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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함께 이를 나누고 있었다. 이는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진 자

들 사이에서 보이는 의례 행위 중 하나로, 노동자가 감독자 눈앞에 

있을 때는 명령의 상징에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감독이 없을 때

는 원래로 돌아가며 겉으로만 권력에 순종하는 방법을 이용

(Burawoy, 1979; Etzioni, 1975; Willis, 1977)하는 의례 행위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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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의 의미

유대와 순응의 질서로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

례는 상징, 정서 그리고 도덕적 작동과정을 거치며 그들의 질서를 

정당화 시켰다. 상호작용의 요소들이 작동하고 유대와 순응이 만들

어지는 과정에서 선수들은 눈치로써 이 상호작용 의례 과정을 습득

하고 행위하며 집단 질서에 편승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런 운동부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은 집단 질서를 습득하고 그에 

따라 운동부 성원으로써 집단에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과정은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는 그들이 상호작용의 어떤 의미 때문에 

상호작용 의례를 더욱 따르게 되는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상호작

용 의례를 통해 생산된 유대와 순응이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로서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의례가 가진 주관적 정당성 그리고 공유

된 도덕성이 선수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재차 드러냄

으로써 상호작용 의례의 다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 탐색의 과정 속에 현재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

는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 그리고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긍정적 의미

(1)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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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같은 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습득한 질서, 의례

를 통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다. 

동일한 목적 하에 다양한 성격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복잡

한 운동부 환경은 선수들이 집단에 동화되고 질서를 따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배움을 주고 있었다.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내

가 운동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운동부 안에

서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집단이 요구하는 바를 

잘 따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습득한 운동부에 대한 유대

와 질서의 순응은 선수들에게 관계적 사고를 통한 사회성을 기르는 

통로로 존재하고 있었다.

저에게 예의란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기분이 

좋겠다 이런 것도 이런 거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정00, 20170321)

좋은 것 같고 저한테 많은 배울 점도 준 것 같아요. 사회성 같은 것도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주00, 20170308)

솔직히 힘들었죠. 저도 노력하고 샘도 팀 사람들도 노력했으니깐 서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고 하니깐 힘들었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팀을 만나고 이

런 우여곡절도 이런 감정도 느끼고 제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성격

도 고치고 시합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니깐 그냥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빈00, 20170331)

선수들은 상호작용 의례 과정을 통해 예의범절과 사회성이 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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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인식했다. 좀 더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상대방과 조율하며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성장의 과정이었다. 이런 인식

의 존재와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배움 뿐 만 아니라 아직 어리숙하

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고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네 (이런 질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후배들이 아무것도 몰

라서 좀 까불고 그런 것 때문에 고쳐야 하니깐.

(상00, 20170323)

시합장 같은데 갔을 때 일이학년 애들이 지금 여중 애들이 그게 심한

데 눈치 없이 행동하거나 시합장 왔는데 숙소에서 정신없이 놀고 뛰어

다니고... 그런 눈치 없이 행동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딱 잡아주고 

안 그러면 또 뭐라 안하고 그런 게 필요 한 것 같아요.

(다00, 20170309)

또한 선배들에게 후배가 운동 중에 까불고, 시합 나가 진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눈치 없는 행동이었다. 따라서 이는 고쳐

야 하는 그리고 잡아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운동부의 질서

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선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눈치 있는 행동은 사회 속에서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

의범절을 행하는 것이자 상호작용 의례 과정을 통해 요구되고 습득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과정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유대

와 순응의 운동부 질서는 선수들에게 눈치 있는 행동을 길러주어 

사회성을 함양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상길(2004)은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이 사람들 간

의 관계를 조율하는 규칙들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를 생산하고 또한 



- 207 -

재생산함을 이야기하며 상호작용 의례가 집단과 사회 안에서 긍정

적 관계 형성과 개선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그 동안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연구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와 선수들의 선택의 여

지없이 주어지는 대인관계의 강요된 환경 속에서 사회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언급한다(정봉현, 김하영, 2017; 허정식, 2015).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라는 환경이 

선수들의 사회관계 처리 능력에 악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

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규칙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사회성의 발달로 이어지는 측면

을 발견하였다. 선수들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인 운동부 안에서 개

인보다는 집단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방식을 터

득하고 있었다. 

(2) 운동부원으로서의 나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 안에서 유대와 순응을 생성하는 과

정은 선수로써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수들은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운동부의 질서를 따르고 서로 간의 끈끈함

을 느끼는 과정 속에 자신이 이곳에 선수로 속해있으며 그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운동의 의미가 선수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간다는 점에서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가 운동

선수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가 요즘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운동을 되게 잘해지게 됐거든요. 형

들도 계속 칭찬을 해주시니깐 뭔가 내가 감싸지는 느낌이랄까... 전에

는 형들이 못한다고 욕만 하니깐 이렇게(손으로 벌어진 간격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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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칭찬을 해주니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요.

(성00, 20170302)

이제 고등학생이니깐 대학교도 가야하고 00(종목) 인생이잖아요 그냥 

인생에 딱 그거. 중간? 이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

야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제 중심 같아요.

(윤00, 20170309)

특히 선수들이 건네는 위로와 칭찬 등의 정서적 공감은 집단 유대

를 느끼는 원천이었다. 또한 운동부원으로써 자신의 소속을 확인하

며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윤00의 면담 

중 ‘00(종목) 인생이잖아요, 여기가 제 중심 같아요.’라는 내용은 

선수에게 운동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그 중심을 따라 선수로서 해야 할 일이 결정되고 있었다. 

이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종합적으로 상호작용 의례는 선수들에게 사회성과 선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의례는 사회 가치를 공유

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며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며(김재호, 2009; 박선웅, 1998), 이 중 상징은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

하는 표지이다(Durkheim, 1912, 1965; Collins, 2004). 즉,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원천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Cottingham(2012)은 의례를 통해 형성되는 팬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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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며 상호작용 의례와 정체성 간의 긴밀한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경기장에서 팬들 간 교환되는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팬 정체성이 형성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며 팬 정체성이 강조되고 집단이 유지되는 상호작용 의례의 중요

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집단 유대와 정체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집단 

구성원에 정체성에 주목한 이 연구를 운동부에 적용해 볼 때, 상호

작용 의례는 선수들에게도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상호작용 의

례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선수들은 운동부 

안에서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해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운동선수의 정체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의 

운동선수 역할을 동일시하는 정도로(Brewer, VanRaalte, Linder, 

1993; 강효민, 2012) 이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

을 많이 받기에 청소년기에 중요한 부분이다(Erikson, 1986). 또한 집

단의 규칙을 익히고 규범이나 가치 등을 하면서 운동부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다(Donelly & Young, 

1988). 여기서 집단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상호작용 의례이

다(이상길, 2004). 

다시 말해, 한창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기인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과정을 통한 유대와 순응

의 과정은 선수들에게 사회성을 기르고 운동선수로서의 그들의 정

체성을 형성하고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부정

적인 것으로만 간주해오던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 체제를 상호작용 

의례라는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운동부의 문화가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선수를 성장시키고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긍

정적인 기능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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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선수로서의 정체성은 구성원의 일상이 만들어지는 상호작용 

의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켜 준다.

2) 부정적 의미

(1) 지나친 ‘운동’ 상징성

운동에 대한 상징성과 그로 인해 관계 지어진 운동부의 도덕적 행

위규범들은 ‘운동을 위해’란 이유로 선수들은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에 순응케 하고 있었다. 이는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 운동부의 

규율과 체계들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다. 상징으로써의 운동은 선수들

에게 상징을 따라 나열되는 도덕적 규범들을 성실히 따르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지배적 정서를 경험(Collins, 2004/2009)하게 했기에 

이를 위한 행위가 강조되고 성원 간에 요구되었다. 

‘운동’의 상징성을 따라 선수들은 자신이 운동선수로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알아가기도 했고 우리 팀을 위해

서 개인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반면, 실력이 좋다질 거라

는 이유로, 운동이 나를 위해 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훈련 분

위기를 띄운다는 이유로 운동장 안에서 행해지는 욕이나 체벌과 같

은 권위적이고 강압적 행위를 수용했고 선후배 간의 위계를 강조하

기도 했다. 운동부 내에서 이런 행위는 상징을 따라 집단이 공유하

는 도덕적인 범주에 속했고 이를 따르고 순응하며 집단의 유대와 

상징성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유일무이한 ‘운동’의 상징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운동만을 위한 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분명 학생선수로써 함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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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야할 ‘것’들은 운동 외에 중요치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부

정적 의미가 존재했다.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의 의미를 고

려할 때(Durkheim, 1912, 1965; Collins, 2004), 이는 곧 운동선수로서

의 나라는 정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근본이 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Martin, Mushett와 Eklund(1994)이 제시한 운동선수 

정체성의 특징 중 유일성(exclusivity)로 설명할 수 있다. 유일성이란 

자신의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만을 인지한 채 학생이나 친구, 자식

과 같은 다른 역할은 약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나친 운동의 상징성은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만을 강화하며 유일

성을 강조시키고 있었다. 이는 운동선수 역할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

(강효민, 2012; 이민, 2012), 선수들에게 전문선수라는 굴레를 씌움으

로써 자기 개발이나 학생선수로서 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묵과시키

며(한시완, 2016), 운동만이 중요하고 그 외에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학습권(김

성우, 임현주, 2013; 박원길, 임수원, 2003; 이양구, 홍희정, 2017; 이

연묵, 2013; 이용식, 2015; 이혁기, 2011; 임수원, 2011), 인권(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박순오, 김종걸, 2014; 정봉현, 김하영, 2017; 

정승재; 2012; 허현미; 2011) 그리고 진로문제(권구명, 이종영, 2016; 

이철웅, 정용철, 2017; 이학준, 2011)들의 근원이 바로 이 ‘운동’의 

상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

(2) 맹목적 수용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은 마치 사슬처럼 상황과 상황을 따라 계속 

반복된다(Collins, 2004). 일시적 만남을 가진 후 해산하여 단기적 유



- 212 -

대를 갖는 군중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함께 장기적이고 강한 유대

를 공유하는 운동부에게 이 반복의 기회는 더욱 잦다. 그들의 상호

작용 의례는 상징, 정서,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요구를 통해 유대와 

순응의 체제가 생성되고 다시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운동부에 

속해야 하고 우리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순응의 반복적 과정은 

선수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기존 질서에 대한 좌

절과 반복적 학습을 통해 맹목적 수용의 자세를 만들어 내기도 했

다.

위에 형들 하는 거 보니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했죠.

(민00, 20170303)

처음에도 싫었고 지금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깐 그러

려니 해요. 그냥 전 1학년이니깐 그 형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깐 그렇

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윗 선배들은 더 위는 그 형들은 더 힘든 

거 많이 시키고, 더 많이 했고 그러니깐 저희도 그 형들도 저희에게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규00, 20170303)

네 왜냐면 언니들도 그렇게 했으니깐. 저희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

각해요 기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수00, 20170328)

그냥 운동하다 보니깐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후배한테는 

이런 걸 시켜도 된다.

(빈00,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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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란?) 후배가 말 들어야 한다. 후배가 선배한테 깍듯이 하는 거.

(민00, 20170303)

 

네 그냥 해요. 어차피 저희 2학년 되면 시키는 거 아니깐 그냥 해야죠. 

그냥 해요

(다00, 20170309)

선수들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던 맹목적 수용 자세의 특징은 

‘당연한 것’,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운동부의 질서 또는 위계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왜 그것을 하는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선수들이 가장 먼저 꺼낸 

답변은 ‘그냥요.’였다. 그냥이라는 말은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부

재한 상태로 아무 조건 또는 의미 없이 받아들임을 표현할 때 우리

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선수들이 이

미 습득한 집단의 질서를 판단하는데 다소 미비하거나 또는 그런 

시도가 적음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선수들이 운동부의 질

서를 선수들이 이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당연하

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연함이 유지되고 수용되는 것 이면에는 이런 질서의 되물림 

이었다. ‘아마 이게 물레방아처럼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어차피 제가 올라가도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어

차피 나도 하게 될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네 그냥 얘네들도 했는데 하라는거 안하면 혼날 거 아니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애들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자기

들도 욕하겠고 뭐 손발이 없냐 하면서 아마 이게 물레방아처럼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되물림 될 거에요. 얘네가 삼학년 되면 또 밑에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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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시키고 그럴 거예요. 또 밑에는 또 욕 하겠죠. 지네는 손이 없

어 라고...

(빈00, 20170331)

선배들은 윗사람이니깐 편하게 있는 게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은 아직 

아래니깐 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올라가도 똑같이 받을 거 아니

에요. 그래서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00, 20170309)

운동부가 잘 존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수들 전반적으로 성공

적인 상호작용 의례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 성공이 꼭 

올바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작용의 구성요소 상징, 

정서, 도덕성을 따라 충분히 과정이 이루어졌고 구성원들 간에 지배

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한 상호작용 의례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상호작용을 지향하고 정서적 

충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Collins, 2004/2009) 선수들에겐 이를 

깨뜨린 다는 것은 이전의 경험을 무시하고 정서적 손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은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지도자와 선배라는 존재로 인해 감시와 지배를 피할 도리가 

없는 환경 그리고 선택이 제약되는 강요된 환경(정봉현, 김하영, 

2017) 속에서 선수들은 의례적으로 집단의 성스러운 대상이 되는 지

도자와 선배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구조가 생겨난다. 지도자와 선배

와 같은 집단의 지배층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으로 인해 피지배층인 

선수들이 복종케 만든다. 이는 자연스럽게 윗사람에 대한 일종의 충

성을 요구하게 되며 미신 숭배하듯 따르고 지도자와 선배의 명령에 

반항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Collins, 1975; 2004). 만일 어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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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집단에서 소외된다며 그로 인해 겪게 될 정서적 손상을 회

피하고 집단에 조화로워 지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지도자와 선배

의 지시를 거스르기보다는 수용하며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offman, 1967; Turner, 2002; 장현미, 2014).

또한 맹목적 수용을 야기하는 위계적 구조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과도 맞닿아 있다. 맹목적 수용을 야기하는 위계적 구조

의 선후배 관계는 운동부의 전형적인 측면 중 하나이다. 이는 운동

부 안에서의 반복과 되물림에 의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우리나라의 한국적 문화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

으로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사덕과 오륜의 실천을 언급

하며 사람 간의 갈등보다는 친애와 인화를 강조한다(한덕웅, 1994). 

이는 집단을 서열화 하고 윗사람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권위주의와 결부되어 집단의 질서와 인간관계 유지의 명목 하에 집

단의 질서를 당연시하고 개인의 의견이나 갈등을 외면하는 분위기

를 조장하며 기존의 질서의 변화를 거부한다(정수복, 2008).

이런 특징은 운동부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한국 고유의 유교 

문화 가치의 존재는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더욱 암묵적

으로 순응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어 내고(Park, Lim, & Bretherton, 

2012; 박재우, 김동학. 2016), 아랫사람의 예의만 강조하는 집합적 정

체감이나 집단성 강화로 이어졌다(성창훈, 홍성철, 성한기, 2001). 이

는 선수들이 선수로서 자신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운동부 내의 서

열 및 권위주의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결과로(권세영, 임수원, 2010; 이학준, 2013), 운동부 내에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요구 및 행위에 대

한 수용과 승인이 집단의 일반적인 윤리이자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즉, 이미 이렇게 하



- 216 -

는 것이 ‘의례적’으로 되어버린 운동부 문화에서는 수용과 순응

이 옳은 것이며 권위적 질서에 반발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린 것

이다. 때문에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집단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그러리라고 인식되는 그 상징적‘무엇’만이 의례적 관념을 깨어버

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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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사회 결속과 유지 해체를 설명하는 상호작용 의례 이론

을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를 탐색함으로써 위계적이고 부정적

인 문화로 대표되는 운동부의 형성과 유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운동부의 상

호작용 의례의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

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 셋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학생선수들에게 어떻게 내재

되는가? 넷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학생

선수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례 간의 공

통적 요소를 추출하고자 했으며 고등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연구절차에 기준하여 도

출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의 유형은 유대와 순응의 의례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대의례는 공유, 시합, 구별의례를 통해 드러나

고 있었다. 공유의례란 운동장이나 숙소와 같은 공간 그리고 그 안

에서 보내는 절대적 시간의 신체적 공유와 함께 운동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관심사, 훈련 및 시합과정에서 경험하는 기쁨, 환희, 불

안, 두려움 등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합의례란 

시합에 출전하고 시합에 몰입하고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 소속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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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성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하며 구별의례란 유니폼을 입거나 운

동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다른 집단과 우리를 구별

하는 시각적이고 행위적인 의례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의 의례를 

통해 운동부는 유대 의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순응의 

의례는 통제와 권력의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선수들은 학교 안

에서 엄격한 스케쥴에 따른 제도적 통제, 권위 있는 지도자 아래 권

위적 통제, 운동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수단적 통제의 세 

가지 유형에 따른 통제의례를 보여주었으며, 권위적 관계를 따라 흐

르는 선배의 눈치 보기, 집단 배제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권력

의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운동의 상징

성,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집단의 도덕성,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따라 

흐르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운동의 상징

성은 구성원들에게 운동선수로서의 본분을 요구하였고 운동장을 공

적공간으로 생산하고, 지도자를 상징적 의미로 재생산하였다. 이런 

상징성은 집단의 주관적 도덕성을 형성시켰다. 즉, 선수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공적공간에서 상징적 행위를 경시하고 여기에 

외부 침입자에 대한 존재 그리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상징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집단 내에서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

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운동의 상징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

수들이 기쁨과 환의의 유대정서를 경험하지만 비도덕적 행위에 대

해서는 분노, 불쾌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저하

된 정서를 회복하려는 상호작용 의례의 원리에 따라 선수들은 위반

자에 대한 처벌 행위로서 집단의 유대정서와 상징성을 회복하려는 

정서적 흐름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집

단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작용 의례의 메커니즘으로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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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집단이 공유하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긍

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었다.

셋째, 운동부의 지배적 질서는 선수들에게 눈치를 통해 내재화되

고 있었다. 이런 눈치의 과정은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의 특징이 

반영되어 운동부 안에서 작동되는 현실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선

수들에게 암묵적으로 체화되어 가는 눈치의 의례는 눈치껏 학습하

기, 눈치껏 행동하기, 눈치껏 따라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은 지도자와 선배가 요구하는 바를 눈치껏 학습

하고 있었으며 존대와 처신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눈치껏 행동하고 있었다. 또한 눈치가 없다는 것은 집단 상호작용 

의례에서 배제됨을 의미했기에 두려움과 소외감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선수들은 집단이 요구하는 바를 눈치껏 따라하

며 이에 순응하고자 하였다. 즉, 선수들이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을 

눈치를 통해 내면화 하는 것은 운동선수로서 집단 성원으로 인정받

고자 하는 노력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배는 운동부의 지배자로 역할하며 집단의 성스러움을 이행하고 

상대적 약자인 선수와 후배들에게 그들의 지시를 수용하고 용인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었던 반면, 동료는 이들의 감시체제에서 벗어나

는 후면의 장소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들이 가진 솔직한 감정

을 쏟아내고 공유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동부에게 상호작용 의례가 갖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운동부에게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사회

성을 길러주고 운동부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긍

정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지만 이와 동시에 지나친 운동 상징성의 

강조나 이로 인한 맹목적 수용의 자세를 요구하는 부정적 의미 역

시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운동부의 문화가 선수들에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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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들여다

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구성원과의 상호 조

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긍정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

러 상호작용 의례는 선수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또 하

나의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상호작용 의례는 운동부에서 집단

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사회성을 키우고 선수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반

면, 집단의 상징인 운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부정적 측면들을 낳

기도 했다. 운동의 상징성은 선수로서의 본분을 깨우치게도 했지만 

이는 운동부 안에서 행해지는 부정적 문화를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운동으로 수렴되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

는 예컨대, 학생선수로서 해야 할 본분과 같이 운동 이외의 것을 소

홀하게 여기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상호작용 의례를 통

해 운동부 문화를 반복적 습득하는 것은 선수들의 맹목적 수용을 

야기했다. 이는 계층화된 서열 아래 순응의 의례적 특징을 지닌 운

동부의 문화와 윗사람을 따르고 예를 중시하는 한국적 문화가 결합

하여 나타난 결과로 부당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집단의 

일반적 통념으로 되는 부정적 의미가 있었다.

2. 제언

1)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그동안 학교운동부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수 연구자들(권순용 등, 2011; 김영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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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주명덕, 2000; 박상식, 2001; 박원길, 임수원, 2003; 서대진, 

1996; 송우엽, 2003; 여명도, 이순천, 김장환, 2000; 이윤영, 2007; 정

경희, 1998; 정승재, 2012; 조용찬, 김현정, 2012)은 학원 엘리트 스포

츠 선수들의 과도한 훈련, 학교생활실태, 학습권, 학생선수 인권, 체

육특기자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실태, 그리고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

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을 해왔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미시적 관점에서 운동부

의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상호작용 의례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징, 도덕성, 정서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상호

작용 의례의 과정을 통해 유대와 순응의 지배적 질서가 생성되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눈치껏 이를 내면화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상호작용 의례는 선수들에게 사회성을 키우고 선수로

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운동’

을 향한 상징 체계아래 형성되고 합리화된 운동부의 다소 부당한 

혹은 위계적 질서들이 선수들에게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젖어버린 인식과 문화, 특

히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본 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상호작용 의례에서 발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일무이한 ‘운동’ 상징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생선수

들의 학습권 보장이 뜨거운 논제로 다뤄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

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선수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수업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오전수업만 참석하고 있었으며 시합

이 다가오면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학교

수업 결손은 학교운동부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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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임현주, 2013; 박원길, 임수원, 2003; 이양구, 홍희정, 2017; 이

연묵, 2013; 이용식, 2015; 이혁기, 2011; 임수원, 2011),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병행해야할 학업을 경시하고 대학에 가기 위한 실적 쌓기

를 위한 목적으로 운동에 더욱 중심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더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있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

게 운동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운동부 내부 문화에서 ‘운동’이 가진 심오

한 상징성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학습권을 이야기 한 것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학생선수로써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

들이 무시되고 운동이 중심이 되어가는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문제

를 꼬집기 위한 하나의 예시라고 봄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서 ‘운동’이 가진 의미는 선수들에게 

선수생활의 큰 기둥이자 버팀목 이었다. 운동이 가진 상징성을 따라 

운동에 몰입해가는 긍정적 규범들이 강조되긴 했지만 ‘운동’에 

대한 상징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처벌과 같은 강압적 행위와 

권위적인 명령 등이 정당화, 합리화되고 있었다. 이것에 반하는 행

위는 비도덕적이고 운동부에 맞지 않는 행위였기에 선수들은 큰 비

판의식 없이 이를 수용했고 혹은 잘못됨을 인지하더라도 집단의 지

배적 정서 즉, 이것이 도덕적 행위라는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런 체계 아래서 운동 외의 ‘것’들은 사

소해 지고 경시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운동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합리화된 위계적 구조와 체벌문제를 비롯해 수업 경시 풍토들이 포

함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의 상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방법일까. 

‘운동’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선수들을 보다 노력하게 만들고, 운

동에 몰입하게 하기도 했기에 단순히 이것이 나쁘다고 부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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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문제라면 이 ‘운동’의 상징성을 빌미로 분명히 잘못

된 것들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 선수들의 위계적인 문화, 인권 그리고 학습권을 올바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상호작용 의례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동부가 표상하는 또 하나의 ‘상징’, 가령 학업도 중요하게 여기

는 상징이나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징 등, 이런 또 

하나의 ‘상징’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신체적 처벌이나 언어적 모욕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

을 인식하게 하는 새로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운

동부의 지배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상징적 존재의 ‘지도자’로부터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과정에서 지도자(코치와 감독)는 상징을 전

달하고 수행하는 자로써 선수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지도자의 명

령과 행위를 따르는 것이 집단의 규범이었고 그들이 내리는 지시들

은 선수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인식

되며 응당 올바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또한 

의례의 과정에서 지도자는 선수들이 가장 눈치 보는 존재였고, 지도

자의 분위기와 기분을 살피며 그가 지휘하는 질서에 맞추어 따르고 

있었다. 아울러 지도자는 운동부의 분위기와 규칙을 형성하며 내부

의 문화를 결정짓거나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기도 하는 존재로서 역

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면담 중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

러난 운동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운동부는 같은 지역의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에 올라가

서라도 이전에 함께 운동했던 동료, 선배, 후배의 변화가 적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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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원들로 재구성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선수들은 고등학

교에 올라오며 자신들이 문화가 변화했음을 이야기 했는데 그 중심

에는 지도자가 있었다. 즉, 지도자가 바뀌니 우리도 바뀌었다는 것

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김00은 고등학교 생활 중에도 감독님이 

바뀌면서 자신들에게 요구된 행위가 변화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지도자’라는 존재가 운동부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뒷받침

하고 있다. 

운동부 문화는 선수들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

에서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다. 아울러 3학년 

중심으로 행해지는 운동부 문화 속에서도 선배들 역시 눈치를 통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서 이

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화로 재생산함으로써 운동부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즉, 운동부의 규범과 문화를 형성하고 결정짓는 데에는 선수들 간

의 상호작용 과정에 감독과 코치가 가진 생각들이 녹아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운동부 문화 그 중 위계적인 선후배 구조

를 변화시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지도자’이며, 그들이 가진 인식

과 신념에 운동부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키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제언은 선수들에게 있어 지도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주장한 김홍석, 류태호, 최진숙(2009)의 연구와 지도자는 스포

츠의 권력의 핵심이자 그의 변화가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 운동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박재우, 김동학(2016)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실제 본 연구 사례를 통해 보다 수평적이고 합리적

인 선후배 관계를 구성하려는 지도자 신념이 선수들에게 큰 거부 

없이 반영되고 이에 따라 운동부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변화함을 확

인한 바 있으며 이 역시 지도자를 통해 운동부가 변화하리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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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을 보충한다.

따라서 감독과 코치를 포함한 지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인성 함양과 지도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지도자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문제를 변화시키려는 논의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지

만, 대부분 학교운동부의 부정적 측면이 지도자 처우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초점이 맞

춰져 왔다(김대광, 2007; 김동현, 윤양진, 2011; 류태호, 2006). 그렇

기에 보다 지도자의 ‘인식’, ‘가치관’변화에 중심을 둔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이 지도자를 통해 

선수들에게 스며들어가며 운동부의 부정적이고 지배적 질서들을 변

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앞으로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

례에 대한 논의는 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운동부를 들여다본 첫 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집단을 통해 그 의

미를 더욱 심도 있게 찾아가 볼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2) 상호작용 의례 이론의 한계 및 탐색을 위한 제언

상호작용 의례는 그 동안 집단과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구조적 측

면에서 접근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미시적 상황에서 사람

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되는 정서와 같은 비합리적 감정으로 

사회의 결속과 유지를 설명한다는 새로운 측면에서 논리적 타당성

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일상을 통해 집단

과 나아가 사회를 설명하려는 상호작용 의례 이론의 장점이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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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fman과 Collins가 제안한 상호작용 의례 이론을 적용해 운동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해석적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에 추

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부분과 이론적 확장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작용 의례 이론이 상황에 관한 이론임을 견지하고 있지

만, 상황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이것이 상호작용 

의례에 주는 영향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운동부는 감독과 코치와 같은 주요 타자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연구결과에 제시한 것처럼 감독과 코치 같은 지도자는 운동부

의 의례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자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의례 이론을 통해 이러한 주요 타자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이론적 프레임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진 구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주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

호작용 과정에서 지배적 대상에 대해 공경하도록 강요받는 의식구

조가 생겨난다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결정

적 ‘역할’에 대한 논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상호작용 의례 이론의 

일부분인 계층화된 상호작용 의례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아쉬움

이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규칙을 바꾸기도, 새롭게 형성시

키기도 하는 상호작용 의례 질서의 결정하고 조율하는 자로서의 지

도자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점은 단순히 성스러운 대상

으로서 지도자 명령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집단의 

상호작용 의례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자로서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상호작용 의례 이론이 대면적 상호작용에

서 일어나는 의례인 만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시시

각각 변화하는 행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상호작용 의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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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상호작용 의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상호작용 의례 이론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폭 넓게 적용되

기 위해선 그 나라와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깊은 탐색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운동부를 논하는데 있어 한국의 유교문화, 집

단주의, 갈등회피주의와 같은 문화적 특징을 논외로 할 수 없다. 하

지만 이런 한국적 문화와 상호작용 의례가 함께 결부되어 논의된 

적이 미비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논의의 차원

에서 다루고 있을 뿐 문화적 배경 안에서 상호작용 의례의 작동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이에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

려하여 상호작용 의례가 한국의 특징적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탐색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운동부 문화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찰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호작용 의례 이론을 준거로 운

동부 안에서 지배적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당연시 되어 가는지

에 주목했다. 그러나 현재 운동부에서 무엇이 기존에 있었던 의례인

지, 무엇이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변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 기간으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몇 년간의 걸친 

장기적 관찰은 운동부의 의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아가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변화되는 역동

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상호

작용 의례 이론은 사회의 생성 유지 해체의 사회 변화의 과정을 설

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에 당연시 되었던 운동부의 

지배적 문화들이 변해가는 구체적 경계와 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운동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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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상호작용 

의례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의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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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관한 연구로 운

동선수들이 운동부 안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당연한 행위, 관습 그리고 

규범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의례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가 

영향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

정이며, 운동부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선수들의 의례 행위와 내용을 관

찰할 것입니다. 이 후 면담이 몇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될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운동부의 훈련 

및 시합 일정에  따라 충분한 협의 하에 주 1회 귀하의 운동부 훈련현

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자 합니다. 관찰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최소 10

회 이상의 관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의 훈련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운동부 훈련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평소처럼 훈련

하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면담은 현찰관찰이 끝난 직후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여러분 중 1~2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는 각 1~2회 정도의 면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혹은 법정 대리인께서 이 연구에 참

여하기를 동의해주시면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를 관찰할 것이며 

이후 연구 참여를 희망한 여러분에게 개별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및 훈련 현장에서 진행될 것

입니다. 

 또한 운동부를 관찰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

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관찰된 내용과 인터

뷰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가 진행

되는 과정 중 관찰이 불편하시거나 기타상의 이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

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연구」 
연구 동의서 (선수용)

부록 1. 연구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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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는 운동선수들의 생활환

경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수생활뿐만 행복한 선수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생연구원 

전재희입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기타 간행물에 공개될 때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

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

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자(전

재희, 010-9100-8676)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소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연구자 및 책임자 : 전재희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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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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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 관한 연구로 운

동선수들이 운동부 안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당연한 행위, 관습 그리고 

규범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의례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가 

영향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

정이며, 운동부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선수들의 의례 행위와 내용을 관

찰할 것입니다. 이 후 면담이 몇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될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운동부의 훈련 

및 시합 일정에  따라 충분한 협의 하에 주 1회 귀하의 운동부 훈련현

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자 합니다. 관찰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최소 10

회 이상의 관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항상 운동부의 훈련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운동부 훈련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는 평소처럼 선수들

과의 훈련하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현장관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면담은 현찰관찰이 끝난 직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선수 1~2명을 대

상으로 약 1시간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

구 참여자는 각 1~2회 정도의 면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주시면 귀하가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를 관찰

할 것이며 이후 소속 선수들에게 개별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 및 훈련 현장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운동부를 관찰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

도 지도자와 선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관찰된 내용

과 인터뷰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

가 진행되는 과정 중 관찰이 불편하시거나 기타상의 이유로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

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운동부의 상호작용 의례에 관한 연구」 
연구 동의서 (지도자용)

부록 2. 연구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지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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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는 운동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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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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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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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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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

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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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action Ritual of Athletic

Teams

JaeHee Je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chool athletic 

team’s culture by exploring the 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 

through the theory of interaction ritual explaining the social 

solidarity, maintenance and dissolutio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thletic 

team’s interaction ritual? Second, how is the 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s justified through interaction ritual? Third, how is the 

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 embedded to the student athlete? 

Fourth, what does the 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 through 

interaction ritual mean to student athletes? As a research method, 

multiple case study method was applied based on paradigm of 

social constructivism. A total of four high school athletic teams and 

17 student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dat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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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non-participant observations 

and research not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interaction ritual in an 

athletic teams are shown as solidarity and conformity rituals. 

Specifically, solidarity rituals were revealed as a ritual sharing 

concern and emotion together through time, space, and training. 

Distinction ritual was shown as a visual behavioral to distinguish 

between a other group and athletic team, and  game ritual to 

participate and be absorbed in the game. Also, conformity ritual 

appeared as a control ritual including institutional, authoritarian, 

and instrumental control under the pretext of performance 

improvement, and power ritual that was obliged to follow in front 

of the coaches and seniors under a hierarchical structure.

  Secondly, the 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 has become 

justified through sports as a symbol, emotion, and morality that 

was component of interaction ritual. Specifically, the symbol of 

sports represented three subordinate symbolic concepts such as 

duty as an athlete, publicization of training space, and coach as a 

symbolic leader. This symbolization formed the morality of the 

group such as sense of duty as an athlete, etiquette in the field, 

and following the coach’s command and conduct. In other words, 

the act of strengthening the symbol was moral, and acting against 

it was immoral. Moral act emphasized positive emotions, and 

immoral act induces negative emotions and restored the damaged 

emotions through rejection and punishment.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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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 was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group symbol, to emphasize morality shared by the team, and to 

experience positive emotion as a mechanism of interaction ritual to 

protect group solidarity.

  Third, the dominant order of the athletic team is internalized to 

the player through ‘Nunchi’. Nunchi means understanding other 

peoples' feelings and the atmosphere of his or her situation and 

taking appropriate action accordingly. Specially, this embodied 

processes has been revealed through learning as Nunchi, acting as 

Nunchi, and following as Nunchi. The athletes were learning as 

much as they could about the behavior that the group regards as 

shared and moral, and they acted cautiously to match the mood of 

the relative superior as deference and demeanor. Also, they were 

accepting the dominant order of athletic team as they followed  

the team’s demands in order to avoid emotional damage such as 

fear and alienation from being excluded from group.

  Finally, the interaction ritual of athletic team has two meanings 

of positive and negative to the students athletes. While it has a 

positive meaning to cultivate sociality and confirm identity as an 

athlete, it had a negative meaning to cause blind acceptance of 

players and neglecting the thing except sport by excessive 

emphasizing on symbolism of sport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considering the theoretical frame of 

interaction ritual and cultural peculiarities of Korea.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in terms of field-oriented and theoretical expansion 

aspects in order to understand and change the athletic cult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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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criticized. 

-------------------------------------------------------------------

Keywords: interaction ritual, athletic team, emotion, symbol,

morality, Durkheim, Goffman, 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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