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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과정

신     호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의 적용을 통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국내 스노보드의 도입 및 확산 과정

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스노보드 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문화 또는 

주요 행위자들 간에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스노보드 문화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

였다.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및 스

노보드와 관련한 문헌고찰, 미디어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미디어자료는 국내에 스노보드가 처음으로 도입된 90년대 초반부

터 2018년 10월까지의 온라인 기사 중 ‘스노보드’ 또는 ‘스노우보드’의 키

워드로 검색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담은 초기 스노보드 현장에

서 활동한 1세대 스노보더 또는 현재 활동중인 스노보더 중 초창기 스노보

드 현장을 경험한 스노보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노보드의 도입은 



당시 X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계층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남과 

다른 나’를 추구했던 이들의 경향은 여가 선용으로 나타났으며, 스노보드의 

자유로움과 같은 특성은 그들이 선호했던 취향과 맞아떨어졌다. 반면, 스키

장에서는 단정함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스키어들과 그 가치관이 상충되면서 

갈등을 일으켰으며 이로인해 기성세대에 반대되는 저항의 문화로서 인식되

었다. 둘째, 스노보드의 대중화는 자본과 결합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소

수에 의해 활동되던 스노보드는 TV매체의 발전과 서태지라는 스타에 의해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PC통신의 발달로 인해 동호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대중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기의 상승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샵들이 발전하고 프로스노보더가 등장하는 등 자본과 결합되었으며, 올림

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당시 흐름으로 인해 제도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셋째, 최근에는 스노보드가 대중들 사이에 흔한 활동이 되고 고비용 여가

활동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내 스노보드의 발전 양상이 정체되어있

다.

주요어: 스노보드,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학  번: 2016-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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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때 개인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은 외부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특징과 결합하여 생활양식에 반영되어 나

타나는데, 이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한다(Hawkins et al., 1980).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Max Weber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에 

미국 사회학자인 Thorstien Veblen에 의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새롭게 등장한 유한계급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쓰여졌다.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라이프스타일을 ‘관찰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삶의 방식’으

로 정의하고 문화적 취향, 가치관 사회적 역할과 관심, 가족관계, 소비패

턴, 하위문화 등과 같은 것으로 논의해왔다(이영자, 2010). 

그 후 1990년대 Giddens가 제시한 성찰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정체성

과 라이프스타일의 구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 소비를 설명하는 문화적 전

환이 시도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라이프스타일이 특징되어지기 시작했

다. Giddens가 추구하는 성찰적 근대성은 지금까지 서구 사회를 이끌어

왔던 모더니티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각각 

개인들이 자신의 성찰적 힘을 통해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이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Giddens, 1991).

이러한 맥락에서 Giddens(1991)는 라이프스타일을 안정된 전통문화의 

틀 밖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로서, 일상적인 실천들과 습

관들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설명했고, Slater(1997)은 전통적 신분질서나 

근대의 계급, 인종, 젠더 등의 구조적 분화와는 달리 순수하게 문화적 

패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근대적 형태의 불안정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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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Chaney(1996)은 공유된 규범, 의식, 정형화된 사회체제를 의미

하는 ‘생활방식(way of life)’과 다른 의미로서 ‘라이프스타일

(lifestyle)’은 소비자의 역량을 나타내는 창의적 기획으로서 표현한다. 

즉, ‘자아의 기획’으로서 자아 감각을 꾸며내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

성’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상징 수단이다.(이영자, 2010)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이란 사회생활의 동태적 성격에

서 기인하고 발전되는 것으로, 전체 사회나 일부분이 지닌 독특한 생활

방식을 뜻하며(Plumer, 1975),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게 된 특징의 복합체로서 생활양식

에 반영되어 나타난다(Hawkins et al., 1980). 

급속한 문화적 변화의 발전은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별 또는 집단별 라이프스타일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 건강에 대

한 중요성 인지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여가

선택은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관련한 활동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스포츠는 건강, 여가,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목적적 여

가활동으로 인식되었고(박수정, 윤채빈, 2009), 개인의 소비생활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제도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스포츠는 중요한 여가소

비의 한 부분으로 부상했다(임번장, 서희진, 2000). 

이와 같은 현상은 동계스포츠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키와 스

노보드로 대표되는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1975년 용평 스키장 개장 

당시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스노보드는 스케이트보드에 그 뿌

리를 두고 있는 스포츠로서, 스키에 비해 늦게 활성화 되었지만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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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저돌적이며 자유분방한 이미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노보드 문

화를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가 스포츠인 동시에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처럼, 그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스노보드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Heino, 2000).  

스노보드의 성장과 함께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나타났다. 스노보

드 도입 당시에는 교수법,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

타났다(Loland, 2007). 한편 현재까지 국내․외 스노보드 연구들은 대부분 

스노보드로 인한 상해, 부상 또는 이에 대한 예방과 관련한 연구

(Haverkamp et al., 2014; Audet et al., 2017, Hume et al., 2015; 서원영, 

2006; 남윤신, 2013 등)가 주를 이루며, 문화로서 스노보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스노보드를 서핑, 스케이트보드와 같이 라이프스타일로 인식했던 분위

기는 그 맥락으로 인해 시작부터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Fry, 

2006). 대표적으로 Thorpe(2011)는 스노보드를 타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

춰 스노보드 현상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Loland(2007)은 미국의 스

노보드 발전과정을 개괄하며 스노보드 문화를 현상학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스노

보드 문화를 하위문화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신나리, 

2013; 이창섭, 2012)하는 연구와, 이로 인해 나타난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황선진, 2006)가 대표적이다. 또한 스키 문화와 스노보드 문화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여가갈등(김철휘 외, 2008; 한우진 외, 2010)을 주제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노보드 문화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시간적 맥락은 생략되고 스노보드 

문화가 변화해 가는 과정 중 한 장면만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문화는 끊

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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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동시에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

서 역사사회학적 관점은 스노보드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

서를 제공한다.

역사사회학은 사회학과 역사학이라는 두 가지 학문의 흐름을 통해 이

해될 수 있다. 사회과학 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한 

사회학은 그만큼 이론과 방법론에서 다른 사회과학과는 구별되는 독특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다. 사회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

착되는 과정, 즉 ‘과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

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사회학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학 안에서도 영역분화

가 이루어졌다. ‘역사사회학’은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나타났다(김동

노, 2013).

또한 역사사회학의 기원은 역사학의 하위분야인 사회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사학의 주된 위치를 차지했던 정치사로부터 경제사가 분리되었고 

순차적으로 경제사로부터 사회사가 분리되었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연

구들이 경제주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으며, 한편으로 사회사는 정치사와 

경제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로 간주되기도 했다(Hobsbawm, 1974).

그 이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사 연구는 전환

점을 맞게 되었다. 당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관심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역사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러한 흐름에 따라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에 관한 역사연구(history of societies)’가 등장했

다(Hobsbawm, 1974). ‘사회에 관한 역사연구’의 등장은 역사학과 사회

학의 접합을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원하는 포괄적 법칙 모델을 역사

학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나타난 것이다.

역사학과 사회학의 접목은 두 학문의 간극이 생기며 무너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역사학이 개별 사건의 특이성에 초점을 두고 내러티브

(narrative)를 독특한 방법론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Mink, 1987).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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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역사연구와 이론을 접합하는 시도는 사회학의 임무가 되었다. 이러

한 흐름은 사회학의 새로운 하위분야로서 ‘역사사회학’이 개척되는 결

과로 이어졌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적 이론이 아니라 맥락 속

에서 구성된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사회학의 위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역사연구의 분석적 장

점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에서 도입된 설명변수가 역사적 

맥락과는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 사례의 독특성은 지워지며 모든 

사례들이 이론으로부터 추론된 논리에 따라 배치 또는 재구성 되었기 때

문이다(Somers, 1996). 

이러한 몰역사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써 1980년대 이후에는 사건사 연

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사건사 연구는  

각 사건이 가진 우연성(contingency)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사건’은 주로 구조적 조건이 만족되

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해야 됨을 의미한다. 우연성을 지닌 사건들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면 구조적 분석에서와 같이 각 사건을 독

립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따

라, 즉 먼저 일어난 사건이 연관관계를 갖고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사 연구와 함께 나타난 역사사회학 연구의 경향은 문화에 대한 관

심이다. 역사사회학의 이전 연구 중 문화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지만, 대체로 문화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지 못했고 행위자 없는 문화

연구가 주된 경향을 이루었다. 하지만 Biernacki(1999)에 의한 Geertz의 

재발견을 통해 문화를 사회적 사건이나 행위 또는 제도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되었다. 즉 문화가 형성되고 전파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산물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문화가 다른 무엇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

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김동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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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발전과정을 우리나라 사

회적 맥락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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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발전)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의 적용을 통하여 도

출하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도입 및 확산 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

났으며, 당시 사회적․문화적 배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의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스노보드 문

화 또는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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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이 타인과 차별화하는 행동 패턴이다. 현대 사

회학 및 문화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생

활의 형태에 대한 개념적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계급의식에 

기초한 세속적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며 개인의 선택이 중요시 된다.

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란 전통적 스포츠와 구분되어 나타나는 현대 스포

츠 활동에 대한 대안적 표현이다. 경쟁을 근본으로 하는 기존의 스포츠

와 달리 ‘참여’적인 스포츠를 의미한다. 

다. 스노보드 문화

스노보드 문화는 ‘스노보드’와 ‘문화’의 합성로써 스노보드 종목

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유한 문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노보드 문

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한 것으로 인정하며 행위자에 따라 다양

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9 -

Ⅱ. 문헌고찰

1. 역사사회학의 이해

가. 역사사회학의 제도화 과정

1) 역사사회학의 등장

역사사회학(historical sociology)은 사회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사회사’의 의미는 외국에서의 의미와는 다르

다. 외국에서의 사회사는 사회학의 하위분야이기 보다는 역사학의 하위

분야로 간주된다. 정치사가 역사학의 주된 위치를 차지했던 것에서부터 

경제사가 분리되었고 순차적으로 경제사에서부터 사회사가 분리되었다

(김동노, 2013; Burke, 1991).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연구들이 경제주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으며, 한편으로는 정치사와 경제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로 간주되기도 했다(Hobsbawm, 1974). 

사회사가 정치사와 경제사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아날 학파(Annales school)의 역할이 컸다. Febvre와 Bloch의 주도로 일

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정치보다는 사회, 개

인보다는 집단, 연대보다는 구조를 역사인식의 기본으로 삼고자 한 것이 

이 학파의 정신이 되었다. 특히 관습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면서 정치사

와 경제사로부터 구분되는 사회사의 연구영역이 구축되었다(김동노, 

2013).

그 이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사 연구는 전환

점을 맞게 되었다. 당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관심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역사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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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흐름에 따라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에 관한 역사연구(history of societies)’가 등장했

다(Hobsbawm, 1974). ‘사회에 관한 역사연구’의 등장은 역사학과 사회

학의 접합을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원하는 포괄적 법칙 모델을 역사

학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나타난 것이다. 마치 Hegel이나 Marx가 시도했

던 보편적 역사 연구를 재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학과 사회학의 접목은 두 학문의 간극이 생기며 무너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역사학이 보편적 법칙 발견의 시도로부터 벗어나 개별 사건의 

특이성에 초점을 두고 내러티브(narrative)를 독특한 방법론으로 채택하

였기 때문이다(김동노, 2013; Mink, 1987). 이에 따라 역사연구와 이론을 

접합하는 시도는 사회학의 임무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시 사회학 내

에서는 Parsons의 구조기능론이 고도로 추상적인 일반이론이라는 이유로 

몰역사성이라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고(김광기, 2007), 역사에 근거

한 이론 구축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사

회학의 새로운 하위분야로서 ‘역사사회학’이 개척되는 결과로 이어졌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적 이론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구성된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 역사사회학 연구의 변화

역사사회학은 실천적 성격과 이론적 성격이 결합된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사회학의 새로운 이론 구축을 시도하려는 학문적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Calhoun, 1996). 역사사회학자들은 Marx, Weber와 

같은 고전사회학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의 역사사회학은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구조 같은 고전적인 문제들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체로 1970년대 이후 사회학 이론 구축의 대부분은 역사사회학 분야

에서 이루어졌고, 대체로 거시이론들이었다. 이는 고전사회학의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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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한 것이며 거대 구조와 거시적 과정에 대한 비교에 근거한 것이었다

(Tilly, 1984). 대표적으로 계급론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한 연구

(Brenner, 1976), 시장경제론에 입각한 세계체제론(Wallerstein, 2011), 사

회혁명과 국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Skocpol, 1979)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에 더해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려는 방법론적 시

도가 이어졌다. 역사사회학은 실험을 통한 연구가 어렵고 대부분 질적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 속에서 주류 사회학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시도

였다. 특히 많지 않은 사례 수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비교’의 방법을 거시이론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사회학이 비교의 방법과 결합됨에 따라 역사

사회학은 흔히 비교․역사사회학으로 부르기도 했고, 실제로 미국사회학회

에서는 하위분과로서 역사사회학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김동노, 2003).

하지만 역사사회학의 위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역사연구의 분석적 장

점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에서 도입된 설명변수가 역사적 

맥락과는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 사례의 독특성은 지워지며 모든 

사례들이 이론으로부터 추론된 논리에 따라 배치 또는 재구성 되었기 때

문이다(Somers, 1996). 즉, 역사연구가 초역사적인 인과관계 수립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결국 몰역사적인 연구로 전락했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역

사학과 사회학을 접합하고자 했던, 역사사회학이 등장한 배경이 된 시기 

구조주의가 몰역사성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것처럼 초기 역사사회학 연구

도 비슷한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1980년대 이후에

는 역사연구의 몰역사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역사사회학의 연구 경향은 사건사 연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가지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건사 연구란 이전의 역

사연구에서 나타난 총체적 접근과 추상화된 간결성(parsimonious)의 접근

에서 벗어나 비환원론적 방식으로 역사를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McDonald, 1996). 물론 인과관계는 여전히 추구되지만 이전과 같이 예측

이나 일반화의 의미는 없으며, 오히려 각 사건이 가진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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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을 중심으로 인과관계가 정립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접

근에서는 인과관계가 곧 법칙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또한 개별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이 반드시 인과관계의 배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시도는 두 대조적 접근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의 의미구조를 

인과관계로 정립하려고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사건’은 주로 구조적 조건이 만족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흐름의 역사사회학 연구

의 접근 방식은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해야 됨을 의미한

다. 우연성을 지닌 사건들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면 

구조적 분석에서와 같이 각 사건을 독립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과관계

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따라, 즉 먼저 일어난 사건이 연관관

계를 갖고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역사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내러티

브(narrative)를 통한 서술이다. 대표적인 예로 1848년 6월 봉기와 관련하

여 노동자 계급의 참여에 대한 연구(Traugott, 1985)와 봉기를 일으킨 사

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Gould, 1995)가 있다.

사건사 연구와 함께 나타난 역사사회학 연구의 경향은 문화에 대한 관

심이다. 역사사회학의 이전 연구 중 문화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지만, 대체로 문화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종교개혁과 국가형성에 관한 연구(Wuthnow, 1989)는 이데올로기의 생산

과 선택 그리고 제도화의 과정을 다루었지만 개인의 의도가 어떻게 개입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즉, 행위자 없는 문화연구가 주된 경

향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Geertz를 재발견하여 활

용하는 시도를 통해 문화연구는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었다. Geertz가 말

하는 문화는 사회적 사건이나 행위 또는 제도를 이해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하나의 맥락이고 따라서 문화는 깊이있게 서술(thick description)되

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Biernacki, 1999). 즉 새로운 문화연구

에서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문화적 생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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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화가 곧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무엇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문화가 독립변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역사적 문맥을 강조하게 되면서 문화적 사건이나 사

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김동노, 2013).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문화로의 전환(cultural turn)’이 본격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Ragin, 2002).

연구자들은 이제 이론의 도움 없이도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사례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인식했고 이론에 대해 훨씬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각 사건이나 사례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생활이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론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역사사회학 연구에서는 각 사례들이 이론을 매개로 서로 연결된 

것에 비해, 최근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서는 각 사례가 이

론으로 매개되지도 않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국내 역사사회학 연구의 경향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의 사회사와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역사사회학은 

연구주제나 방법론의 차별성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으

나, 한국 학계에서 사회사는 역사사회학의 지향을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

기 때문에 둘 사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역사사회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이다. 

가령, 신용하(1982)는 한국사회사학회의 학회 창립 의미를 역사학과 사회

학 특히 사회학 이론과의 접합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학회의 

주도적 학자들은 실제로 그 이후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노력

을 기울인 탓에 사회사와 역사사회학을 단선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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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노(2013)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역사사회학 이론의 훈련을 받

은 사회학자들이 강한 이론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론 

지향성의 정도를 통해 두 분야를 구분하고자 했다.

국내 역사사회학 연구의 경향은 이 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김필동, 1990; 박명규, 2006; 채오병, 2011; 김동노, 2013). 

김필동(1990)은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1집~21집)을 분석하였고, 박명

규(2006)는 ‘사회와 역사’로 바뀐 이후 18편의 학술지를 분석하여 김

필동의 분석과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채오병(2011)은 역사적 사회

과학의 역할을 한국사회사학회가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24년간 게제된 

논문들을 이행과 번역의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동노

(2013)는 앞선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지

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추가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논문 총 수의 면에서 보면 매년 역사사회학의 논문은 3편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1990년대 후반과 2010년

대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사회학 분야 연구자

의 활동주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미국에서 역사사

회학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1990년대 박사학

위를 취득하며 논문을 생산해내기 시작했고, 이들로부터 지도받은 후속

세대들이 2010년대 들어 연구결과를 게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노, 2013).

두번째, 논문 주제에 따른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 관련 주제가 가

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역사사회학의 초기 정치/사회 분야의 연구가 활

발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 하나의 고전적 주제인 계급에 

관해서도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감소했으며, 대신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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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

시기

논문주제
전

체국가 계급 민족
경제
발전

세계
체제

근대성
문화/
이데올
로기

종교 조직

86~89 1 6 0 0 0 0 0 0 0 7

90~94 6 4 1 0 1 0 0 3 0 15

95~99 7 3 2 2 2 1 3 1 1 22

00~04 6 2 1 2 0 1 2 0 0 14

05~09 2 1 3 1 1 2 2 2 1 15

10~13 16 0 3 0 1 1 5 0 0 26

전체 38 16 10 5 5 5 12 6 2 99

<표 1> 논문주제에 따른 역사사회학 연구결과의 분류

나. 사건사의 인식론

1) 시간성(temporality)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매우 익숙한 개념이다. 통사적 서술은 시간

의 흐름과 관련되며, 사회과학적 설명에 있어서 시간적 전후관계는 실증

주의 인식론에서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하

지만 통사적 기술과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적 인식은 시간성과 설명의 

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통사적 기술은 시간적 맥락이 

중요시 되지만 이론적 설명과 통합되지 않는다. 반면 실증주의의 인식은 

시간적 맥락을 넘어서고자 한다. 즉, 실증주의의 이론적 관점은 경험의 

일반화이다. 경험의 일반화를 통하여 이론은 시간적 맥락을 초월한 보편

타당성을 추구한다.

사건사 인식론은 이와 같은 대립을 초월하고 시간적 맥락과 인과적 설

명과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역사사회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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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두드러졌다. 역사사회학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학문분

야가 아니라 과정과 구조화를 그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간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Abrams, 1982). 사건사에 있어서 시간성이 어

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역사연구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할 수도, 주

변적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Sewell(1996)은 역사사회학 연구에서 세 가지 시간성을 논의했으며 또

한 사건과 사건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목적론적 시간성, 실험적 시간성, 다사건적 시간성으로 구분하였다. 

목적론적 시간성(teleological temporality)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 원인을 

특정 행위나 그 행위를 야기한 사건이나 조건에서 찾지 않고 어떠한 미

래의 역사적 상태로 이어지는 역사를 초월하는 추상적인 차원의 과정에

서 찾는다. 이 경우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행위와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 Comte나 Marx, 그리고 Durkheim의 고전사

회학으로부터 Wallerstein과 Tilly 등의 비교적 최근 역사분석에 이르기까

지 목적론적 시간성은 흔히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Wallerstein의 세

계체제론에서는 특정 지역 공동체의 운명이 지역적 원인이 아닌 체계 수

준에서 작동하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Sewell, 1996).

두 번째 시간성은 Skocpol의 작업에 의해 대표되는 실험적 시간성

(experimental temporality)이다. Skocpol(1979)은 그의 저서『국가와 사회

혁명』에서 ‘거시인과분석’을 사용한다. 이는 통계학의 다변량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일치법과 차이법을 원용한다. 여기에서 구조적 변수들은 

시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보다는 독립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변수

로서 간주된다. 프랑스 혁명에서 중국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는 시간적 

격차와 함께 문화적 영향을 주는 학습효과도 존재(Burawoy, 1989)함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들은 서로 무관한 독립적 사례들로 다루어지며, 구조

적 여건이 충족되면 언제나 복제 가능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문제가 되

는 것이 이렇게 ‘동결된’시간성 속에서는 인간의 행위수행과 우연성, 

그리고 사건의 인과적 역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Burawo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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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간성은 Sewell이 제시하는 시간성으로, 다사건적 시간성

(eventful temporality)이다. 목적론적 시간성과 실험적 시간성의 역사분

석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상에 대한 사건과 사건사는 주변적 역할을 

맡게 될 뿐이다. 대신 목적론적 시간성에서는 초역사적 원인(또는 이론), 

실험적 시간성에서는 방법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따라서 Sewell(1996)이 

제시한 다사건적 무엇보다 구체적인 시간의 맥락에 앞뒤로 분포되어 서

로 연관된 사건들의 연계성을 인정한다. 이때 Sewell이 정의하는 사건이

란 수많은 일(happening) 중 상대적으로 드문 범주로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사건적 시간성은 사건들의 의존성과 개방성을 모두 

전제한다. 이후 발생하는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의존하고 있으

며, 인과성이라는 것인 시간적으로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이

다(Sewell, 1996).

2) 사건의 연쇄

Abbott(1992)는 통계적 방법 중심의 주류사회학에서의 분석과 설명 방

식에는 행위자(agency)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기대되

는 결과 또는 사건은 학력, 소득수준, 결혼 여부, 성별 등 변수들의 효과

로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현상이 인간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지극

히 상식적이며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구에서는 마치 인간이 아

닌 변수가 행위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주의적 과학

관에 기반을 둔 실험성 시간성의 역사사회적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가

령, 특정 혁명의 발생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계급구조, 국가의 재정상

태 등의 구조적 변수들이 마치 혁명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나타난다. 여

기에는 행위자가 누락되며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의 분석이 생략된다. 

사건의 연쇄는 단순히 변수들간의 상과관계를 연결해 주는 보조적인 역

할만을 맡을 뿐이다.

역사사회학에서 다사건적 시간성의 복원은 과정(process)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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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과정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의미와 행위, 그리고 행위가 

만들어내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설명

대상에 인과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은 분명 사건

과 사건사에 대한 서술적 접근과 구분되는 것이다. 차이점은 몇 가지 더 

존재한다. 첫째, 사건사 인식론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연구자

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론

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이다(Griffin, 1992). 사건은 이론적 관점이 관여하

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언어적 재현이다. 둘째, 사건사 인식론은 

사건연쇄의 인과성을 인식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로의존과 같은 

사건연쇄에 내재한 인과적 속성 내지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사

건사의 인식론은 구조와 사건의 긴밀한 관련성을 인지한다. 사건사의 인

식론은 역사 연구에서 구조로부터 거리둘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와 사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다. 구조와 사건은 구조주의와 구

성주의의 이원 대립물이 아니다. 사건은 구조를 내재화하고 있는 행위자

에 의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구조의 재현이다(Giddens, 1984). 따라서 

사건은 구조의 재생산의 한 측면이다. 또한 사건은 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 방식으로 다시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구조

의 변화는 구조적 재생산의 한 방식이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사건의 연

쇄가 매개되어 있다(Sewell, 1996).

3) 우연성

역사는 우연적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미 정립된 이론에 대한 반

증 사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우연성이란 불편한 현실이다. 

반대로 개성기술의 역사학에 있어서 우연적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사건이

야말로 학문이 발견하고 서술해야 할 의미있는 대상이다. 우연성과 독특

성의 세계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사회학이 다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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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thorpe, 1991). 역사학에게 있어 우연성과 독특성이란 법칙정립의 

과학적 제국주의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러나 역설적으로 이 두 입장은 ‘우연성’에 대해 동일한 인식론적 입장

을 취한다. 우연성은 인식론적 개념으로서, 특정 사건이 우연적인 이유

는 양자 모두에게 그것이 이론적 일반성으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채오병, 2009). 사건사의 인식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우연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인과적 설명의 틀 안으로 끌어안음

으로서 기존의 인식론적 대립과 그 공모관계를 넘어선다.

사건사의 인식론에서 우연성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현

상의 발생이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과학이 할 것은 아무것

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우연성과 독특성 때문에 

우리는 설명의 야망을 포기하는 대신 기술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

도 아니다. 우연성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실

증주의적 과학관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실증주의가 전제하는 것처럼 폐쇄된 체계가 아

닌 열린 체계이며 우연성에 의한 층화되어 존재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판 실재론(critical realism)의 입장과 부합한다(Bhaskar, 1978). 

이 입장에 따르면, 실재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과적 매커니즘은 실증주

의가 전제하는 것처럼 변수들 간의 항상적 연합(constant conjunction)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정 인과 매커니즘은 상황에 따라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작동되더라도 상쇄 매커니즘에 의해 예기된 결과가 현실의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사건은 통상적으로 단일 

매커니즘이 아닌 서로 다른 층위의 여러 인과 매커니즘들이 동시에 작용

한 결과로서 그 발생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건사의 인식론에서 인과성과 우연성은 상호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며, 일회적이며 우연적인 사건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연쇄의 경로

는 기술의 대상 혹은 잔여범주가 아닌 합당한 인과적 설명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법칙정립적-실증주의적-인식론에서 이론과 설명대상은 연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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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놓여 있으며, 설명이란 설명대상을 설명원리에 귀속시킴으로서 

완성된다(Hempel, 1965). 이론과 설명은 논리적으로 동어반복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반면 사건사의 인식론에서 설명과 이론의 역할은 분리된다

(Griffin, 1992; Steinmetz, 1998). 이론은 매커니즘에 대한 진술로서 구체

적 사건의 설명에 연역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다양한 이론적 진술들과 

사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인과적 해석이 우연적 사건을 설

명한다.

다. 사건사의 방법론

사건사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여러 사건사 분석

을 위한 방법들 또한 발전하였다. 이 방법은 크게 경로의존 분석, 내러

티브 방법론, 다사건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접근들은 상충

적이기보다는 상보적일 수 있으며, 또한 문제의식과 지향에 있어 많은 

공유점들을 갖고 있다(Griffin, 1993). 

1) 경로의존 분석(path dependence)

경로의존 분석에서 인과적 설명은 ‘역사적 설명’의 원리를 채택한다

(Stinchcombe, 1987). 역사적 설명이란 이전 시기에 특정 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효과로서의 사건이 뒤이어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방식이다. 따라서 경로의존 분석에서는 개별적 사건이 그 나

름의 인과성을 부여받게 됨과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우연적 성격

과 사건의 연쇄에 대한 과정이 인과적 설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경로의존성 개념이 역사적 설명 원리에 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시간의 선후관계에 따른 사건들의 인과적 배열 이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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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 분석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학적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로

의존성 개념은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서 정치사회학, 경제

사회학, 역사사회학, 사회운동 등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Aminzade, 1992; Mahoney, 2001; Pierson, 2003). 대표적인 

예로서 Mahoney(2001)는 경로의존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중부 아메리카 다섯 국가들의 

정치적 분기를 설명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경로의존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전 
조건들

→
주요 
기점

→
제도적 
지속

→
반동적 
연쇄

→ 결과

<그림 1> Mahoney의 경로의존 분석구조 

이 경로의존 분석구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이전 조건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역사적 배경의 개괄과 함께 이어

지는 ‘주요 기점(critical juncture)’에서 행위자에게 가용한 선택지들에 

대해 기술한다. Marx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되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전해진 상황 하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

로 ‘주요 기점’은 행위자가 선택하는 지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비

결정성’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차후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행위자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되돌리기 어려워 질 것이다. 

‘주요 기점’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 또는 ‘구조적 

패턴’이 창출되며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현저히 좁혀진다. 주요 기점에

서 행위자에 의한 선택은 비교적 지속되는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패턴의 

창출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창출된 제도 또는 패턴은 자체적인 재생산

의 논리를 갖추게 되고, 이 지속성은 이전 시기에 내려진 결정을 비가역

적으로 만든다. 구조적 지속은 ‘반동적 연쇄’를 낳게 된다. 구조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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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재생산적이라면 반동적 연쇄는 변형적이며 반발적 과정이다. 이 연

쇄 과정에서는 ‘사건들의 내적 논리’가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동은 반동적 사건의 연쇄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결과로 이

어지게 된다. 이 최종결과는 주요 기점에서 내려진 선택의 직접적 결과

도 아니며, 양자 사이에는 현저한 시간상의 격차가 존재한다(Pierson, 

2003). 그러나 주요 기점의 특정한 선택이 이후 사건의 연쇄를 촉발했다

는 점에서 최종 결과는 주요 기점의 ‘유산’이라 할 만하다(Mahoney, 

2001).

경로의존 분석은 과거로부터 전해진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면서도 행위

자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음으로서 구조주의와 자원론의 두 극단 사이에

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Mahoney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경로

분석을 통한 연구는 시간성을 복원시킴으로서 사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체계적 비교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Skocpol의 사회혁명 비교 연

구에서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시인과분석의 실험적 시간

성을 극복하고 있다(채오병, 2009).

반면 Mahoney의 모델은 시간성과 사건의 연쇄를 포함하며 우연성의 

개입여지를 열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연쇄 방식을 다소 무리

하게 폐쇄된 경로에 가두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우연성을 사건사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경로의존 분

석 모델은 조금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채오병, 2009).

2) 내러티브(narrative) 방법론

내러티브는 각 국면과 우연성을 포함하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종결점

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논리를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이다(Abbott, 1992; 

Griffin, 1992). 구체적으로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방법의 

질문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구자에 따

라 내러티브라는 표현방법에 있어 매 개방된 형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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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이나 사건사 분석과 같이 고도로 형식화된 통계방법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Abbott, 19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에 관

심있는 연구자들이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러티브를 통해 사건

들의 연쇄가 갖는 인과성과 우연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방법은 일관된 논리를 따라 이야기의 형식으로서 사건의 전

개를 인과적으로 추적한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이제 변수가 아

니라 사건을 구성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포착된다. 내

러티브 속에서 사건들의 행위와 사건들의 연쇄는 사례마다 다르며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전개된다(Griffin, 1992). 경로의존 방법에서 보이

는 것처럼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면서도 그 전개과정에서 가능한 결

말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건이 전개되면서 여전히 다양

한 결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건의 연쇄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건의 연쇄들은 반복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건의 연쇄방식은 사

례들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과거의 행위가 이어지는 행위와 사건을 모

양지우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이로부터 내러티브 분석의 방법론적 지향이 도출된다. 만약 사건의 연

쇄라는 것이 사례마다 독특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내러티

브 분석이 추구하는 것은 비교 내지 이를 통한 경험적 일반화라기 보다

는 각 특정 사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설명은 특

정 연쇄와 설명될 사건에 내적인 우연성에 크게 의존하는 논리를 사용하

게 된다(Griffin, 1992).

3) 다사건 분석

다사건 분석은 사건연쇄의 인과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개별적 사건과 

거시적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다. 다사건 분석은 보다 거시적이

며 문화적이다. 거시적인 이유는 사건분석을 구조 또는 체계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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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형과 연결 짓기 때문이며, 문화적인 이유는 사회적 행위를 문화적 

범주(cultural category) 또는 문화 도식(cultural schema)의 실행으로, 사

건을 그 결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회학 이론과 역사사회학 분야에서 구조화에 대한 시각은 구조주의와 

구성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되었다(Abrams, 

1982; Bourdieu, 1977; Giddens, 1984; Sewell, 1992). Sewell(1992)는 구조

화 이론, 특히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을 수정했다. 핵심개념인 ‘규칙

(rules)’을 ‘문화도식(cultural schema)’으로 바꾸어 부르며, ‘자원

(resource)’을 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Sewell, 1992).

이러한 다사건적 분석은 Sahlins와 Sewell의 연구로 대표된다. Sahlins에

게 구조는 문화적 범주의 체계를 의미하며, 소쉬르의 언어체계와 구조적

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ahlins, 1981). 그러나 구조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으로부터 언제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구조적 긴장은 국면의 구조(structure of the conjuncture)를 통해 

그 변화 가능성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상이한 집단 사이에 문화적 교류

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문화적 범주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로서 획

득되며 세계는 다시 그 변화된 문화적 범주에 따라 재조직화된다. 따라

서 구조는 사건이라는 구조의 재생산을 통해 변형된다(Sahlins, 1985). 

Sahlins의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서로 다른 구조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국면의 구조와 그 결과로서의 문화변용에 대한 분석

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조적
긴장

→
국면의
구조

→
사건의
연쇄

→
구조의

재생산/변화

<그림 2> Sahlins의 구조와 사건 분석 틀

그러나 Sahlins의 접근은 모든 국면의 구조에 적용될 수는 없다(채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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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그의 접근에서 행위자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구조

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Sewell은 구조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다 의식적 행위

자들에 의한 사건의 연쇄를 통한 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파열들이 기존의 구조적 네트워크를 탈구시키고, 

그 재생을 어렵게 하며, 새로운 재접합을 가능케 할 때, 사건들은 구조

적 변형을 야기함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Sewell, 

1996).

구조들의
연결망

→
구조적
긴장

→
사건의
연쇄

→
구조적
파열

→
새 구조의

접합

<그림 3> Sewell의 다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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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의 이해

가.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의 구성과 의미

라이프스타일은 사회계층과 분할이 경제적 계급의 범주만큼 지위를 기

반으로 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개념이며, 기존 계급의 관념에 도전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여진다. 특히 Weber에 의해 다루어지기도 한 개념이다. 

보다 현대의 사회학 및 문화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생산보다는 소비가 

사회 정체성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한 생활의 형태에 대한 개념적 이정표

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람이 선택한 소비활동은 정체성이나 사회 경

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다.

Tomlinson(1990)은 Consumption, identity and style 에서 상품의 분위기

(aura)가 대상이나 활동의 기능적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언급

하며, 현대사회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의 관념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

의 행동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즉, 라이프스타일은 타인과 자신을 구

분(차별화)하는 행동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Chaney(1996)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서 소비자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적인 차원

들, 즉 상징적 교환, 상징적 자본 및 상징적 과정의 우선순위를 정리하

였다. 이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은 1) 계급의식에 기초한 사회적 충돌을 

분명히 하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 2) 민족국가와 공동체로부터 파생된 

민족주의의 형태, 3) 공적영역의 중심성 이라는 근대성의 초기 세 가지 

특징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대체하여 1) 개인의 태도, 가

치관 및 취향을 반영하는 선택과 2) 이러한 선택에 대한 문화적, 소비 

또는 여가 3) 이러한 개인적인 선택을 특징짓는 패턴, 소속 또는 감성이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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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의 이해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년 이상의 기

간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Midol & Broyer, 1995; Rinehart, 

1998; Wheaton, 2000). 예를 들어 다양한 활동들을 ‘action’, ‘new’, 

‘whiz’, ‘extreme’ 그리고 ‘lifestyle’스포츠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

하였다. 이러한 범주화의 노력에는 서핑과 스노보드와 같은 기존에도 존

재했던 활동뿐만 아니라 웨이크보드, B.A.S.E. 점핑 등과 같이 새로운 활

동들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개인활동

(individualized activity)이다. 

종종 대안적 또는 반문화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지만,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는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차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노보드, 

윈드서핑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전통적인 성취 스포츠의 

한 부분으로서 속해있기도 하며 개인 위주의 활동들이 상업화의 과정을 

겪기도 한다. 특히 엑스게임(X-games)은 스케이트, BMX 등의 활동들을 

포함하며 청소년 시청자(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으로서 사용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를 뒷받침하는 근

본적인 특징은 ‘하는 것’에 관한, 즉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문화라는 

것이다. 참여는 규제나 통제가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스포츠

에 대한 참여는 즐거움, 쾌락, 자기실현, 몰입, 순간에 대한 집중, 내재적

인 보상을 얻기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반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은 제도화, 상업화에 반대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항하기까

지 하는 등 전통적인 경쟁의 형태와 모호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

부분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창조적이고 수행적 

표현을 강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환경과 뒤섞이는 미적 맥락을 확립하

는 과정이다(Booth, 2003; Howe, 2003; Humphreys, 2003; Wheat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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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노보드 문화의 이해

가. 스노보드 문화의 발전과정

1) 초기 미국 스노보드 : 개척자들과 스노보드 정신

스노보드가 처음 시작된 날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와 비슷한 형태의 스노보드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1960년 Sherman 

Poppen에 의해서이다. 미국의 서퍼인 Poppen은 ‘스너퍼(snufer)’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는 수상스키 양쪽을 접합한 다음, 앞쪽에 끈을 묶고 

중앙에는 트랙션 패드를 부착한 장비이다. 이 장비는 제어력이 거의 없

었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 후 스너퍼는 몇몇 열성적인 스

키어 또는 서퍼들에 의해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열성적인 스키어 및 

서퍼였다. Burton은 보다 나은 제어를 위하여 보드에 가죽으로 끈을 달

아 스너프 프레익(snurf freak)을 만들어 냈고 Vermont에서 회사를 차려 

나무로 된 보드를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다. Burton 이외에도 Dimitrije 

Milovick은 유타에서, Tom Sims와 Chuck Barefoot, Chris와 Bev Sanders

는 캘리포니아에서, Mike Olsen은 워싱턴에서 각각 Winterstick, Sims 

Snowboards, Avalanche Snowboards, GNU Snowboards를 설립하였다. 이

들은 초기 스노보드 제작자들로서, 스키와 관련된 엘리트 문화에 대한 

‘대안’을 원했지만, 스포츠와 참여방식에 대한 그들의 계획은 다양했

다(Howe, 1998). 따라서 1980년대는 보드의 모양이 매우 다양했고 스노

보드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는 시행착오의 시기였으며 제작자

들은 소속된 지역의 기후, 지형, 장비, 경험 배경(예를 들면, 스키, 스케

이트보드, 서핑 등)에 따라 그들만의 형태를 스노보드에 적용했다. 하지

만 이러한 초기 스노보드의 개척자들은 스키와 정반대되는 반문화적 이

상주의를 상징했다. 당시 스키가 엄격한 규칙으로 짜여진 부르주아적 스



- 29 -

포츠로 인식된 반면, 스노보드 개척자들은 스노보드를 자유롭고, 흥미를 

추구하는 “협조적인 개인활동”으로서 수용했다(Humphreys, 1996).

2) 스노보드의 내․외적 갈등 : 스키와의 갈등, 상업화에 대한 갈등

스노보드가 처음 시도되었을 당시, 스노보더들은 스키장으로 부터 추

방당했다. 스키장 슬로프에 골을 만들고 위험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심

지어 스키장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 고객들은 스노보더 집단을 스케이트

보드와 서핑을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13세에서 18세 사람으로 규정했다

(Hughes, 1988). 스케이트보드와 서핑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

식은 자연스럽게 스노보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최초로 스노보더들에게 피스트가 개방된 것은 1983년 Stratton 

Mountain 리조트에서 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수의 

스노보더들이 켐페인을 벌였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다시 스키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스노보드를 통해 청소년 시장을 확보하고 지속적

인 경제적 번영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Howe, 1998).

하지만 당시의 개방은 스키와 스노보더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상반되는 두 문화의 특성 차이 때문이었다. 스키어에게 스노보더들

은 그들의 공간에 침투한 낯선 문화였고, 스노보더들에게 스키어는 구식

의 문화였기 때문이다. 특히 스노보더 수의 증가에 따라 두 집단간의 갈

등도 심화되었다. 스노보드는 스키라는 지배문화와 반대되는 문화로서 

계속 성장해 나갔다. 스키는 대부분 백인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 즐기는 

값비싼 스포츠로, 스노보드는 다소 젊고, 교육을 덜 받은, 저소득층의 문

화로 인식되었다(Williams et al., 1994). 즉, 스키는 기술 훈련과 통제를 

상징한다면, 스노보드는 자유, 향락주의를 상징한다. 펑크(punk) 문화 또

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같은 청소년 대안 문화의 영감에서 알 수 있듯

이 초기 스노보더들은 반체제적, 자발적, 반문화적 철학에 동의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보드문화(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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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가자 수 상승에 기여했던 몇 가지 요인들의 수렴으로 인하여 주목

할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더 많은 스키장이 스노보더들에게 개방됨에 따

라, 주류 매체들의 스노보드 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가 시작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경쟁시장 확대로 인해 싸고 다양한 장비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경제적 성장과 제도화의 시도가 이어졌다. TV와 기업 스폰서

들 또한 익스트림 스포츠의 잠재성을 인식하였고, 주요 기업들이 스노보

드의 이미지를 그들 상품에 전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화 및 상업

화는 많은 스노보더들의 반감을 샀다. 예를 들어 당시 스노보드 세계 챔

피언 Craig Kelly는 ‘스노보드는 스스로의 방식을 행하는 것이다. 세계

대회에서의 경쟁은 처음 스노보드를 하면서 발견한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하며 정상의 위치에서 은퇴를 선언했다(Reed, 2005). 

스노보드 제도화에 대한 갈등은 1998년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졌다. 

1998년 동계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스노보드 종목 채택은 스노보드의 짧은 

역사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스노보드 종목을 국제스노보드연맹(ISF)가 아닌 국제스키연맹(FIS) 아

래에 포함시키기로한 IOC의 결정은 많은 스노보더들을 격분하게 했다. 

당시 세계 하프파이프 1인자였던 Terje Haakonsen은 대회에 출전을 포

기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올림픽 정식종목을 수용하는 선수들(예를 들어 

Jimmy Scott, Todd Richards)도 있었다. 스노보드의 제도화와 관련한 스

노보더들의 이러한 논쟁은 이 시기 스노보드 문화 내의 분열과 문화적 

파편화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3) 스노보드의 주류화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TV와 기업 스폰서들은 유스마켓과 주류시장 

모두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스노보드의 대안적이고 향락적이며 젊은 

이미지를 전용했다. 이 시기에 스노보드는 ESPN과 NBC 같은 초국적 대

중매체에 의해 정의되고 조정되었으며, 그러한 작업은 X-Games,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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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 동계올림픽과 같은 이벤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98년도 ESPN은 198개의 나라에 21개의 언어로 X-Games를 방송했

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구의 32퍼센트가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Ross Powers, Danny Kass, J. J. Thomas)이 남자 경기의 메달을 

휩쓸고 Kelly Clark가 여자 경기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시청했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스노보드의 노출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의 출시는 

주류 스포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노보드의 인기가 상승하고 주류 속으로 합류함에 따라 스폰서십, 상

금, 위계적인 스포츠 스타 시스템, 승리제일주의, 영웅 만들기 등 현대 

스포츠의 과시적 요소를 나타내게 되었다. 스노보드 초기 세대와 다르게 

최근의 많은 스노보더들은 상업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Gretchen Bleiler, Torah Bright, Kelly Clark, Shaun White와 같은 

프로 스노보더들은 상업화된 형태의 스노보드로 인해 편익을 얻었으며, 

문화 내에서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라섰다.

하지만 경쟁의 요소가 포함된, 상업화된 형태의 스노보드의 성행은 개

인주의와 자기중심적 형태의 극단을 보여줌으로서 걱정을 사기도 한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Gretchen Bleiler은 산업의 압박과 초고도의 스킬

의 추구는 극도로 경쟁적인 분위기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Sherowski, 

2003). 실제로 최근 전도유망한 어린 선수들은 코치의 지도 아래 고도로 

조직된 구조 속에서 훈련을 받는다. 이는 초기 스노보드 개척자들과 뒤

이어 나타난 스노보더들이 추구했던 자유로움, 향락주의적 모습이 사라

진 승리지상주의의 형태를 나타낸다.

4) 문화적 파편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새로운 참가자들의 유입은 내부자

(insiders), 새로운 사람들(newcomers) 그리고 다양한 하위 그룹들

(subgroups) 사이의 문화 내 갈등으로 나타났다. 내부자는 활동에 열정적



- 32 -

인 사람으로서, 스노보드 강사, 리프트 운영자, 공원 관리자, 저널리스트, 

사진작가, 경기 심판, 코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Wheaton et al., 1998). 

이와 반대로 남녀 초보자, 허식가(poseurs), 그리고 주말참가자들은 상대

적으로 낮은 문화적 지위를 나타낸다. 그들은 헌신적인 참여를 나타내기

보다는 유명한 브랜드의 옷과 장비를 과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진정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스노보더는 스타일만을 통해 과시하는 사

람이 아니라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존의 주류 

스노보더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다. 하지만 경제

적 성장의 측면에서 참여의 증가와 문화적 파편화(다양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핵심 그룹 내에는 다양한 아이덴티티와 선호 참여 스타일이 존재한다. 

프리라이더(free-rider)들은 하이킹하고, 스노모빌을 운전하는 활동을 선

호하고, 프리 스타일 보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접근성이 쉽지

만 전형적인 슬로프를 타는 것을 선호한다. 프리스타일은 많은 스케이트 

보드에 뿌리를 둔 스핀, 잡기, 또는 역전과 같은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대부분 스키 리조트는 

장비와 인력에 투자하여 스노보드 고객을 이끌기 위한 지형공원과 하프 

파이프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 유지한다. 일부 핵심 스노보더들은 나무, 

그루터기, 레일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프리스타일 스노보드의 일종인 

지빙(jibbing)을 즐기기도 한다. 알파인은 또 다른 스타일의 참가형태로서 

점프와 지빙보다는 속도와 카빙을 즐기는 형태이다.  

나.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 선행연구는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

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중 ‘스노보드’ 또는 ‘스노우보드’를 주제

로 한 논문이다. 논문의 수집은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를 이용하였으며, ‘스노보드’와 ‘스노우보드’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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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나온 201편의 논문 중 중복 또는 스노보드와 직접적 관련이 없

는 논문을 제외한 10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스노보드관련 선행연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5편

에 불과하던 연구논문은, 2005년부터 2007년에 각각 9편, 9편, 7편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 10편의 연구논문

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는 2014년 6편, 2015년 6편, 2016년 6편, 2017

년 1편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년도 ’98 ’99 ’00 ’01 ’02 ’03 ’04

논문 수 1 1 3 1 1 2 5

년도 ’05 ’06 ’07 ’08 ’09 ’10 ’11

논문 수 9 9 7 4 5 10 8

년도 ’12 ’13 ’14 ’15 ’16 ’17 합계

논문 수 10 10 6 6 6 1 103

<표 2> 연도별 국내 스노보드 논문 수

지난 20년간 스노보드 관련 논문 103편이 게재된 등재학술지의 종류는 

38개로서 매우 다양하다. 38개 학술지 중 스포츠, 체육, 여가 관련 학술

지는 18개이며 나머지는 의학, 생활과학, 디자인, 호텔경영, 게임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스노보드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스노보드 과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는 13편이 게재된 대한스

포츠의학회지와 한국체육과학회지, 그리고 12편이 게재된 한국사회체육

학회지이다. 다음으로 한국체육학회지에 8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지에 5편, 한국웰니스학회지에 5편이 게재되었다. 이외에도 1-3편 정도 

소수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대부분인데, 이는 스노보드가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주제로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 34 -

학술지명 논문 수

대한스포츠의학회지 13

대한외상학회지 3

대한응급의학회지 1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3

한국리듬운동학회지 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2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

한국스포츠리서치 3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

한국스포츠학회지 3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5

한국여성체육학회지 4

한국운동역학회지 1

한국웰니스학회지 5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

한국의류학회지 3

한국체육과학회지 13

한국체육학회지 8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

한국체육철학회지 1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

기타 14

합계 103

<표 3> 학술지별 국내 스노보드 논문 수

스노보드 관련 논문이 해당하는 학문분야는 게재된 학술지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표 3>

에 명시되어 있듯이 스노보드 관련 논문이 다수 게재된 학술지 중 한국

체육과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의 경우는 모두 다양한 체육분야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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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체육학회지나 한국스포츠학회지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선정한 103편의 논문을 학문분야별로 구별해보고자 한

다.

학문분야 역학 의학 생리학 특수체육 측정평가

논문 수(%) 12(11.7) 27(26.2) 8(7.8) 1(1.0) 1(1.0)

학문분야 심리학
산업/

매니지먼트
사회학 기타 합계

논문 수(%) 19(18.4) 20(19.4) 7(6.8) 8(7.8) 103(100.0)

<표 4> 학문분야별 국내 스노보드 논문 수

스노보드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27편(26.2%)의 논문이 포함된 

스포츠의학(Sports medicine) 영역이었다. 이는 스노보드 관련 연구들 중 

운동상해 관련 주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스노보

드 연구도 마찬가지로 스노보드 참가로 인한 부상과 재활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매니지먼트 영역(20편, 19.4%) 

이었다. 이 영역에서는 스노보드웨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

고 더불어 소비자 행동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반면 사회학과 관련한 연구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스노보드 문화

를 하위문화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며(신나리, 2013; 

이창섭, 2012), 이로 인해 나타난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황선진, 2006)가 

대표적이다. 또한 스키 문화와 스노보드 문화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여가

갈등(김철휘, 정예수, 장순용, 2008; 한우진, 이장희, 여인성, 2010)과 관

련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스노보드 관련 국내 연구, 특히 사회학 분야의 연구를 살

펴보면 대부분 하위문화로서 스노보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 이루어졌다. 이는 스노보드 문화의 현상적인 부분만을 드러내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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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스노보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시기로부터 겨울 스포츠를 대표하는 

한 종목으로서 발전하기까지의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발

전과정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스노

보드의 제도화 과정을 깊이있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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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접근

사건사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사건사 분석을 위한 

방법들 또한 발전하였다. 이 방법은 크게 경로의존 분석, 내러티브 방법론, 

다사건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접근들은 상충적이기보다는 상

보적일 수 있으며, 또한 문제의식과 지향에 있어 많은 공유점들을 갖고 있

다(Griffin, 1993).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방법론과 다사건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 스노보

드 문화의 변화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경로의존 분석은 시간성과 사건의 연쇄를 포함하며 우연성의 개입여지

를 열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연쇄 방식을 다소 무리하게 폐쇄

된 경로에 가두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우연성을 사건사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경로의존 분석 모델은 

조금 더 개방될 필요가 있으며(채오병, 2009),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러티브는 각 국면과 우연성을 포함하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종결점으

로 이어지는, 일관된 논리를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이다(Abbott, 1992; 

Griffin, 1992). 구체적으로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방법의 

질문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구자에 따라 

내러티브라는 표현방법에 있어 매 개방된 형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시계

열 분석이나 사건사 분석과 같이 고도로 형식화된 통계방법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Abbott, 19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러티브를 통해 사건들의 연쇄

가 갖는 인과성과 우연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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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방법은 일관된 논리를 따라 이야기의 형식으로서 사건의 전

개를 인과적으로 추적한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변수가 아니라 

사건을 구성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포착된다. 내러티

브 속에서 사건들의 행위와 사건들의 연쇄는 사례마다 변덕스러우며 종

종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Griffin, 1992). 그 이유는 과거의 행

위가 이어지는 행위와 사건을 모양지우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

인가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채오병, 2009).

다사건 분석은 사건연쇄의 인과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개별적 사건과 

거시적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함에 따라 내러티브 방법을 통해 설

명되지 못하는 사건의 인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사건 분석

은 보다 거시적이며 문화적이다. 거시적인 이유는 사건분석을 구조 또는 

체계의 재생산 및 변형과 연결 짓기 때문이며, 문화적인 이유는 사회적 행

위를 문화적 범주(cultural category) 또는 문화 도식(cultural schema)의 실

행으로, 사건을 그 결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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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확률 표집

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

집법은 연구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의도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현대의 신체 문화(physical culture)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사건과 과정이 뒤섞인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며, 스

노보드 문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찰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

상이다(Thorpe, 2011). 따라서 스노보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

(agency)를 연구 참여자로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스노보드 관련 

연구의 결과물, 학술지, 웹페이지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1세대 보

더, 기관관계자, 현재 활동 중인 스노보더 세 가지로 행위자를 구분하였

다. 이러한 구분은 각각 스노보드 문화의 도입, 제도화, 확산 과정을 대

표하는 행위자로서 구분하게 되었다. 예상되는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

다.

참여자 성별 경력 참여자특성

#1 남 30년 프로, 보드스쿨 대표

#2 남 28년 프로, 보드샵 운영

#3 남 25년 스노보드 국가대표

#4 남 26년 국제심판

#5 남 30년 프로, 스노보드 기어 관련 업체

#6 남 20년 한국프로스노보드협회 위원

#7 여 23년 1세대 여성 스노보더

#8 여 15년 아마추어 스노보더

#9 남 24년 前 대한스노보드협회 소속

#10 남 25년 前 프로, 일반인

<표 5>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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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

다.

가.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주로 스노보드 문화의 양상과 현재 우리나라의 스노보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의 결과물, 학술지 논문, 각종 기관

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보고서, 과거 진행되었던 인터뷰 자료들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스노보드 관련 주요 기관들의 성격과 연혁을 파

악하고 각종 대회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의 공식 홈

페이지와 스노보드 커뮤니티 웹사이트 ‘헝그리보더(www.hungryboarder.

com)’, ‘이상이 보드 스쿨(www.232boardschool.com)’을 참고하였다.

나.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스노보드와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 중 연구 참여자로 선정

된 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의 내용은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의 범위 및 

내용을 선별하였다. 면담의 질문은 스노보드 문화의 도입, 정착, 확장 과

정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하여 진행할 예

정이며, 또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유선 연락 또는 전자우편

을 통해 참여자에게 배경과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설명하여 1차 동의를 얻은 후, 약속시간 및 약속장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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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한 연구 참여자 마다 1회씩 실시하며,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 본 면담에 앞서 예비면담이 필요할 경우 예비면담을 실시한 뒤, 본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면담 과정에서 심리

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참여자와 상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2)이 제시하였던 질적 연구 자

료의 분석방법 6단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동시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정리

→
읽기 및
메모

→

코드 및 
주제별 
기술

→

코드 및 
주제별 
분류

→
자료
해석

→

자료제시
및

시각화

<그림 4>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 6단계

5. 연구의 타당성

질적 연구의 타당성은 진실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

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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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1. 스노보드의 도입과 선택

한국에서 스노보드는 1980년대 후반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스노보드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를 특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미국 스노보

드의 발생과 여느 액션스포츠(action sports)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스노보드가 유사한 형태의 활동이 변형되어 새로이 생겨나거

나 누군가의 번뜩임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외국(특히 미국이나 일

본)으로부터 유입된 활동인 것은 틀림없다. 한국에서 스노보드는 당시 

‘X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계층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졌다. 그

들이 추구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이 존재했으며, 스노보드의 자

유분방한 이미지와 스노보드 기술, 특히 프리스타일 스노보드에서 나타

나는 익스트림한 기술들이 그들의 성향에 부합하면서 도입되어진 것이

다. 따라서 스노보드의 도입과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문화

적 배경을 이해하고 특히 스노보드를 수용하고 향유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 : 세대담론과 X세대

‘세대’는 단순히 사람들을 나이와 출생 시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문제를 처음으로 사회학적 시각에서 체계화 한 

Mannheim(1952)은 집단 내 공유된 경험의 효과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연

대감을 갖고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 세력이라고 보았다. 이

로부터 시작된 세대담론은 사회운동 세력이라는 Mannheim의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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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에서 탈피하였고, 폭넓은 경험적 연구로 확대 되었다(박재흥, 2003).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대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세대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재흥, 2003). 또한 세대 명칭은 주로 대중

매체, 기업, 정치권에 의해 생산되며, 대중매체는 시대 풍속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 기업은 마케팅 대상의 구분과 차별적 판매 전략을 통한 이윤

의 증대, 정치권은 유권자의 분할 포섭이라는 각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

해 세대 생산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대명칭은 미디어에 

의해 유포‧확대되고 대중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박재흥, 2009). 

세대는, 어느 세대의 경험 공유가 사회적‧역사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내

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세대명칭은 생성과 수정, 사회‧문화적 배

경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세대담론의 주요 요소이다. 한

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명칭의 유형과 특성은 아래와 같다.

구성기준 세대명칭

역사적

경험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세대, 4.19세대, 유신세대, IMF세대, 

W세대, R세대, 광장세대

시대 특성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88만원세대

생애단계

10년 단위 2030세대, 5060세대, 1020세대

학교 급별 

연령 범위
1318세대, 1315세대, 1618세대, 1924세대

생애단계 청년세대, 노년세대, 실버세대

문화‧행태적

특성

문화‧행태적

특성

신세대, X세대, N세대, 디지털세대, IP세대, P세대, 

실크세대

소비 행태 P세대, WINE세대, MOSAIC세대

<표 6> 세대명칭의 유형별 특성

특히 1990년대 신세대의 등장 이래로 세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命

名)되었다. 이는 당시 전지구적 맥락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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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었다. 사회주의의 쇠퇴로 인해 냉전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었으

며, 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영향력이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급속도

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맥락과 함께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던 반공 이데올로기가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힘을 잃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실현되었다. 1980년대 정치적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민주화 

운동)이 축을 이루던 시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자본

과 문화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정치에 몰입되어 문화적 다양성

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서 세계화‧정보화 등 거대 경향의 영향을 받

게 되었다.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란 젊은이들은 정치적 쟁점이 실종

된 상황에서 관심과 욕구가 다원화 되었으며, 소비지향, 개인지향, 탈권

위지향적 특성을 보였다(박재흥, 1995). 이로 인해 문화폭발 현상을 경험

하면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신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기 시

작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초반 등장한 최초의 신세대가 바

로 ‘X세대’이다. 그들은 기존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나타

내고 있었고 이러한 단절은 이전까지의 세대의 구분과는 비교했을 때 명

확할 정도로 차별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태평양 화장품(現아모레퍼시픽)의 트윈엑스 광고로 인해 널리 사용되었

다.

<그림 5> 태평양 화장품‘트윈엑스’광고(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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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대’는 Coupland가 1991년 발표한 소설 『Generation 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서, Coupland에 의하

면 ‘X’는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 X세대의 문화 또

는 스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X세대는 대체로 1970년대 생들이 해당되며, 이들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하여 1980년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6.29 선언을 통한 민주화 분위

기를 경험하며 자유를 만끽했던 세대였다. 또한 그들은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 속에서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낸 반면 IMF를 겪으며 외환위기로 인

한 청년실업을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산업사회에서 정보

화 사회로 이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으며 문화개방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세대였다. 이와 같이 X세대가 겪은 사회‧문화

적 배경은 그들로 하여금 기존 기성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세대적 특성

을 갖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가치나 관습으로부터 자유를 추

구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특징을 나

타내는데, 이는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나타났다.

한국 스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시작했던 사람들 또한 X세대에 해

당된다. 문화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X

세대는 기존과 다른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직접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하는 문화(Do  It Yourself)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노보드문화는 새로운 것, 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던 X세대들에게 적절한 활동으로 다가왔

다. 이로 인해 초기 한국 스노보드는 프리스타일 종목을 위주로 발전하

게 되었다.

90년대 초반이라면, X세대? 그때는 그런 명칭으로 불렸으니까. 

언론에서도 그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일단 뭐 자유롭다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기존 관념이나 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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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런게 주된 정의였죠.

(참여자 1)

나.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스노보드 : 새로운 것의 추구

‘남과 다른 나’를 강조하는 경향은 여가의 선용으로 나타났으며, 당

시 2,30대 사람들은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그 중 스노보드는 그것이 가지고 있던 특성으로 인해 사람

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되어졌고, 소위 1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한국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

뉘어질 수 있다. 첫번째는 서울 대학로 등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사람들로서, 평소 형‧동생, 선‧후배 관계로 지내오던 20대 남성들이었다. 

두번째는 해외 유학을 통해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서핑을 경험한 사

람들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해외에 있는 지인

들을 통해 장비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세번째는 스키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스키를 타다가 스노보드 활동을 시작했거나 인근에서 거주

하며 스키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스노보드 타는 사람을 

보거나 스키샵에 새로 들어온 스노보드 장비를 통해 스노보드라는 종목

을 접했다.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스노보드에 입문한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방식

으로 스노보드 기술, 타는 법 등을 익혀 왔다. 당시에는 정립된 스노보

드 교본이나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매체가 전무했다. 또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 잡지 등에 나오

는 자료를 토대로 기술을 스스로 습득했으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

에 시작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며 기술을 공유해 나갔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경험의 전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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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보드를 강습 받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몸으로 

떼우는 거죠. 처음에 타는 법은 선배 형들한테 배웠어요. 1년정

도 일찍 시작했으니까. 하나하나 자세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말로

만. 그리고 저희들은 외국에서 수입된 비디오 같은게 있어요. 비

디오를 보거나 잡지를 수입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참여자 1)

초기 스노보드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스노

보드로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학로 인근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으며,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스케이트보드 잡지 한 

켠의 스노보드 모습이나 외국방송의 한 장면, 비디오를 통해 스노보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스노보드는 즐기던 스케이트보드와 유사

한 보드 종목으로서 익숙한 것이면서도 겨울에도 즐길 수 있으며, 앞이 

아닌 옆으로 간다는 또 다른 새로움이었다. 특히 스노보드 활동 이전에 

스케이트보드 크루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룹단위의 스노보드활동

으로의 이전 또는 병행이 수월했으며, 한국 스노보드의 초기 현장을 주

도해 나갈 수 있었다.

계기는 스케이트보드를 먼저 타다가 선배형들이 스노보드를 

타게 되면서 저도 따라 같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중략) 겨울에는 

스노보드 타기 되게 힘들잖아요. 눈도 오고, 그러다보니 이제 스

케이트보드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참여자 1)

1세대 스노보더들은 적극적인 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스노보드의 정

보를 획득하고 배우기 위해서 외국의 서적을 구매하기도 하고,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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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1)의 시행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 강습레벨을 획득해 오기

도 했다.

비디오 등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보았던 것 같구요, 몇몇은 기

초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기

도 하고, CASI2)라고 하는 캐나다 강습레벨을 따서 오기도 했어

요. 그 친구들 덕분에 강습문화와 체계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

요.

(참여자 5)

외국 스노보드 현장과 마찬가지로 초기 스노보드 문화는 2-30대, 남성

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작은 비율이지만 여성 스노보더들이 존재했으며, 

비슷한 계기를 통해 스노보드에 입문하였다. 종목의 특성 상, 그리고 초

기 스노보드가 프리스타일 스노보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점과 따라

서 점프, 공중회전 등 기술 구사 위주의 활동 양상으로 인해 분명 남성

에게 유리한 종목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실력을 평가

하는 기준의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는 문화적으로 

성에 대한 (특히 여성 스노보더들에 대한 남성 스노보더들의)차별 또는 

현장에서의 배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똑같이 스노보드를 좋

아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또한 향후 PC통신 발달

로 친목을 목적으로 한 스노보더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하위문화로 인식되었던 액션스포츠(스케이트보드) 문화에서 나타나는 사

례와는 다소 다른양상을 보인다. Beal(1996)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층의 

남성 스케이터보더들이 지배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케이트보드를 채

1) 198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기존에 여권은 공무원이나 기업인의 해외 출장목적이

나 유학생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되었으나 해외여행 자유화를 통해 관

광을 목적으로 한 출국이 가능해졌다. 한국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인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서울에서 개최된 1988년 올림픽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CASI(Canadian Association of Snowboard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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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 반면, 동시에 여성 참가자에 대해서는 배제(exclusion)를 통해 가

부장적 관계를 재현한다. 하지만 한국 스노보드 현장에서 때로는 스노보

드 문화를 주도하고 남성 스노보더들이 여성 스노보더들을 가르쳐 주는 

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인식적으로는 같은 ‘보더’로서 함께 활동하

는 존재로 인식했다. 이러한 이유는 각 스노보더들과의 관계는 스키어들

의 경계와 스키장의 스노보드 활동 금지 조치가 보편적이었던 스키장의 

차별을 함께 극복하는 의미였기 때문이며, 스노보드의 대중화 이후에는 

스노보드 자체의 목적보다는 친목의 목적이 강한 동호회 위주의 스노보

드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스케이트보드 씬에서 넘어온 형태가 주류적인 문

화를 형성했고 거기에도 여자들이 거의 없었기 떄문에 접근해서 

들어오기가 힘들었을 거에요. 또 당시에는 교통적인 여건, 지리

적 여건이 좋지 않았기 떄문에 스노보드 타러 간다, 스키장에 간

다는 의미 자체는 곧 1박을 해야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자가 

간다 스키장을 간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차별 그런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반기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잘 탄다, 그렇지 않다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적으로나 성적으로 차별하는 거

는 아니었던거 같아요. 안그래도 쪽수가 부족한데 굳이 편을 가

를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요?

(참여자 6)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 10에 여자 1정도 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력의 차이가 있기도 했구요. 그리고 수가 적어서 확

실히 눈에 띄긴 했겠지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주고 함께 탄 것 

같아요. 여자가 보드를 탄다고 얏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같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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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였어요,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참여자 7)

제가 스노보더로서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즐기는 모습이 전부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으려면 잘 타야 되는데, 어떤 운동

이든 남녀의 피지컬로 인해 생기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해요. 남녀에 상관없이 각자 개개인이 원하는 기술, 스타일을 추

구하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참여자 8)

다. 스키어와의 갈등 :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

초기 스노보드가 대한민국 스키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

는 현상은 스키어들과의 갈등이다. 한국 최초의 스키장은 일제강점기 일

본에 의해 건설된 경원선3)을 중심으로 개장되었다. 1926년 개장한 신풍

리 스키장 등 당시 스키장은 대부분 함경남도에 건설되었으며(하정희, 

2015), 스키장과 마찬가지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해수욕장으로의 

피서 여행은 일본인들만 즐길 수 있는 문화였다. 

광복 이후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한국에는 근대식 설비를 갖춘 리조트

형 스키장이 건설되었다. 1975년 용평리조트를 시작으로 80년대에는 용

인레저스키장(경기/現양지파인리조트)과 천마산스키장(경기/現스타힐리조

트), 베어스타운리조트(경기), 알프스리조트(강원/2016년 폐쇄) 등이 생겨

났다. 스노보드에 비해 먼저 시작된 스키는 비싼 장비와 스키장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대체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

3) 경원선은 서울(용산역)로부터 원산까지 이르는 철도선을 일컫는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강제 병합 이후 일본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경원철도의 건설은 북부지방의 물자를일본

과 서울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1910년 10월부터 1914년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완공

하였다. 길이는 223km에 달하며, 용산-의정부-철원-평강-삼방관-석왕사-원산으로 이

어지고 철령산맥을 횡단한다. 현재는 분단으로 용산과 신탄리 사이만 운행되고 있다.



- 51 -

는 여가스포츠로서 인식되었다. 단기간에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계급은 약화되었지만 과시적 소비를 통해 소비의 

계급화가 일어났다. 한국사회에서 스포츠는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문화와 결탁되어 계급현상의 한 형태로 나타났으며(정희준, 1998), 

골프와 마찬가지로 스키 또한 값비싼 용품, 고급 시설의 소비를 통해 계

급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용평 같은 경우에는 꼰대들이 너무 많아요. 스키같은 경우는 

70년대 리조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탔어요. 우리는 자유분방한 뭐 그런 느낌이라면 

그분들은 스스로 약간 점잖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죠.

(참여자 1)

스키 이외에는 다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슬로프에 등장한 

스노보드는 스키어들에게 생소하면서도 이는 단순히 구사하는 기술적 측

면과 다루는 장비의 차이의 차원뿐만 아니라 양 집단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추구했던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스키어들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기

술을 구사하고 ‘스키를 탄다’는 것에 있어서 엄격한 규칙과 정해진 틀

을 정확히 지키려고 했다. 반면 스노보더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유로움

과 자기만의 스타일,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였으며 특히 의복으로 표현되

는 각자에 대한 이미지와 서로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스노보드에 대한 스키어들의 인식이 매우 안좋았어요. 보드가 

눈을 더 밀어낸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끄러우니까요. 스키

보다는 보드가 시끄럽거든요. 그거에 되게 민감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뭔가를 빼앗기는 느낌이었나봐요. (중략) 

그 당시 스키어들은 다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탔는데, 보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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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기바지에 귀 뚫고 코 뚫고, 장갑은 이만한 것 끼고, 그러니

까 많이 달랐죠.

(참여자 2)

옛날에 용평같은 경우에는 슬로프 가운데를 펜스로 갈랐어요. 

갈라서 한 쪽은 스키 코스, 한 쪽은 보드 코스. 넘어오면 막 눈

을 던지는거야. 눈 던지고 폴로 찌르고 그렇게 까지 했었죠. (중

략) 엄청 싸웠어요. 리프트권도 저희들한테는 안팔았어요. 저희는 

걸어다녔죠.

(참여자 1)

기성세대들의 신문화에 대한 배척아니겠어요? 껄렁껄렁해 보이

고 패션도 이상하니까 경계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스타

일의 차이였던거 같아요. 스노보드 타던 사람들은 당시 인기 있

던 힙합 스타일을 추구한 반면에, 스키복은 되게 핏(fit)하고 양복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싀어들이 보기에 이

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여자 5)

이러한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중 90년대 초반 스노보더와 스키어 간의 

접촉사고는 전국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자유롭고 도전적인 이미지의 스노보드는 스키어들과 스키장 

관계자들에 의해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활동으로 탈바꿈 되면

서 스노보더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전국 스키장에서 다 타게 했어요. 

그러다가 천마산이라는 리조트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서, 보드쪽

이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운거죠. 그러면서 전 스키장에서 스노보

드 금지가 되고, 무주리조트 딱 한 곳에서만 스노보드를 타게 했



- 53 -

어요. 그것도 슬로프 하나에서만. (중략) 위험하다는 것과 스노보

드가 눈을 많이 깎아 먹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타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이쪽(스키장)에서 

타지 말라고 하면 못타는거죠 뭐.

(참여자 1)

큰 사고는 아니고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인사 제대로 안하고 

갔다고 스키장 사장님이 화가 나서 보더들 다 나가라 그랬던거

에요. 그게 협회로 퍼져서 보드를 막게 되었구요.

(참여자 2)

한편으로 스키어 및 스키장 관계자들의 노골적인 금지행위는 오히려 

스노보더들을 몇 군데의 스키장으로 집결시키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

는 결과로 이어졌다. 초기 한국 스노보드 문화는 헝그리 정신으로 표현

되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스노보드에만 몰입하고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스노보드의 진정한 가치, 정신으로 여겼으며 공유되어졌

다.

스노보드도 그렇고 스케이트보드도 그렇고 익스트림스포츠 라

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성취감이 되게 강해요. 저도 다른 운동들

을 많이 해봤지만, 기술을 딱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엄청 강하기 떄문에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참여자 1)

그 당시에 탈 수 있던 곳은 무주(리조트)에 슬로프 하나였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죠. 전국 스노보더들을 다 알 수 있었으니

까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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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키장에서 볼 수 있는, 스노보더들의 지배문화(스키)에 대한 저

항정신은 외국 스키장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며, 아직까지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의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스노보드가 대중화됨에 따라 

현재는 거의 모든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활동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스키 

전용 슬로프가 운영되는 스키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적 특징은 1세대 스노보더들이 처음 스노보드를 수용하면서 같

이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스노보드 활동을 하면

서 당시에 있던 스키어들과의 갈등관계를 통해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스키어들은 경제적 주류들이자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집단인 반면 스노보

더들은 기성세대의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신세대 집단이었기 때문

에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하위문화로서 인식되어졌다. 또한 한국 대중문

화의 주요 인물이자, 신세대를 대표하는 ‘서태지와 아이들’에 의해 스

노보드가 소비되면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부각되었다.

운동자체가 운동을 받아들일 때 먼저 시작된 문화에 흡수되기 

마련이잖아요. 만약에 스노보드라는 운동이 외국에서 정갈하게 

세팅되어있고, 제복입고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가 중심이었으면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아니, 그런 문화였다면 속박되기를 거부하

는 신세대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들어올 때부터 

자유로운 프리스타일을 대변하는 듯한 운동으로 이식되었기 때

문에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수용하기 좋았던거죠.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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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노보드의 대중화 : 자본과의 결합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블록의 붕괴로 인해 

냉전 대립은 서서히 소멸되어 갔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 오던 국내 군사정권 또한 자연스럽게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

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선거는 또 

하루의 휴일을 의미했다. 특히 30년간 지속되어오던 군사정권의 끝을 의

미했던 199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도 젊은이들은 당시 최고의 정치적 이

슈보다는 상업방송국과 오락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었다.

가. 새로운 문화 : TV와 대중문화, 그리고 서태지

TV매체는 1세대 스노보더들이 스노보드를 처음 접하는 창구로서의 역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스노보드를 알리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군

사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인해 강제적으로 합병 및 폐쇄되었던 방송

사들이 6.29선언4)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게 되면서 방송사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두 개의 주요 방송사가 

공존하던 방송계에 1992년 서울방송(SBS)이 첫 방송을 개시했고, 서울방

송은 후발주자로서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령층을 겨냥했다. 이

들에게 당시 부상한 신세대 계층은 적절한 대상이었고, 이들에 맞춘 프

로그램을 제작했다. 서울방송이 주력으로 삼은 오락프로그램이 큰 인기

를 얻으면서 다른 방송사들은 서울방송의 전략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

4)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시국 수습을 위해 6.29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전두환 대통령의 

1987년 4월 13일 호헌조치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의 경찰 고문에 의한 사

망 사건이 밝혀지면서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지속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발표되었

다. 주요 내용 중 제 8항에는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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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당시에는 MBC 같은데서 이벤트성 대회도 중계해 줬었어요. 

외국선수들도 초청되고 했었죠. 그러다 SBS 방송국이 생기면서, 

SBS가 신생 방송국으로서 스포츠 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

해서 새로운 이벤성 대회를 중계했던게 의미가 있었죠.

(참여자 4)

시청률을 의식한 서울방송의 신세대 취향 전략과 오락프로그램의 번

성, 그리고 파격적인 음악과 스타일이 방송됨에 따라 수많은 신세대 스

타들이 등장했다. 특히 1992년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국 음악계

는 서태지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듯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발라드

나 트로트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던 기존 음악계가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로 랩 음악이 가미된 댄스 음악에 의해 장악되었다. 실제 서태지와 아이

들은 데뷔 첫 해부터 방송 3사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석권하고, 각종 

가수 상을 독식하였으며, 1집 180만장, 2집 220만장, 3집 160만장, 4집 

240만장이라는 판매기록을 세웠다. 또한 아이돌 시장, 팬덤(fandom) 문화

의 시초가 되었으며, 휴식기와 활동기의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한국어 랩

을 처음 시도한 것도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양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활동과 음악의 색깔을 통

해 사회적인 반향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선보였던 새로운 리듬과 현란한 춤에 청소년들이 열광했으며, 

무엇보다 사회비판적인 가사들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치적 민주

화가 진전되고 있었지만 입시 경쟁의 틀 속에 고립되어 있던 청소년들에

게는 ‘문화 대통령’으로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아가는 공간을 제공했

다.

서태지는 매 앨범마다 끊임없이 실험적인 곡들과 사회비판적인 가사

들, 그리고 다양한 패션문화를 선도하였는데, 특히 4집 앨범에서는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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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필승」과 「프리스타일」뮤직비디오의 소재로서 스노보드를 사용했

다. 특히 스노보드 패션이 서태지와 아이들에 의해 유행이 되면서 스노

보드라는 종목이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하면서 붐으로 이어졌다. 방송국에 의

해 스키장의 이미지가 송출이 되고, 스키장에서 다양한 방송 행사들이 

진행되며, 특히 실제로 연예인들이 즐기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스노보드는 대중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림 6> 서태지와 아이들 4집「필승」(좌) 및 「프리스타일」(우) 뮤직비디오

대중화의 계기는 90년대 중반 서태지와 아이들이구요, 그때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도 신기했으니까 많이 시도했어요. 종서형(가

수 김종서) 바로 따라오고, 그 분들끼리 같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뮤직비디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

한거죠.

(참여자 2)

우리나라에 스노보드가 유행을 했던게 95년도에 서태지와 아

이들의 필승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스노보드 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김종서씨와 서태지가 같이 찍은 프리스타일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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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 나오면서 연예인들이 급격하게 스노보드를 타게 된거죠. 

9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연예인 스노보드가 열리기도 했

어요 무주리조트에서.

(참여자 9)

이러한 흐름에 따라 스노보드 활동을 금지했던 스키장도 스노보드의 

붐, 대중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참여자 2>, <참여자 4>의 당시 스

노보드 붐 이후 리조트의 태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인원이 많아지니까 스키장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 열어줘야

지. 무주에서만 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성우리조트, 지금의 

웰리힐리파크, 휘닉스파크 열고 용평에서 조금씩 열어주면서 늘

어난거죠.

(참여자 2)

리조트가 생로 생기면서 광고나 홍보 때문에 스노보드들에 대

한 개방이 확대되었어요. 패키지나 리프트권 같은 상품도 일반인 

스노보드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죠.

(참여자 4)

90년도 중반부터 스키장에 붐이 엄청 일었어요. 성우리조트(現

웰리힐리파크)랑 보광휘닉스파크(現휘닉스파크)가 오픈을 하기도 

했구요. 성우리조트는 회장님 자제분들이 스노보드를 엄청 좋아

했어요. 그러다보니 스노보드를 전격적으로 다 지원해줬어요. 그

래서 거의 스노보드의 메카가 된거죠.

(참여자 10)

1997년 12월 3일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과 이

에 따른 경제위기는 스키장 사업의 축소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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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객을 확보하려는 스키장의 새로운 이용자 유치전략을 야기하는 결과

를 낳았다. 각 스키장들은 경직된 소비심리를 가격할인을 통해서 돌파하

고자 했으며,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스노보드에 대한 개방은 더욱 확

대 되었다. 특히 IMF와 비슷한 시기 개장한 강원도의 보광휘닉스파크(現

휘닉스평창)와 현대성우리조트(現웰리힐리파크)는 스키 리조트의 후발주

자로서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공사

를 실시한 영동고속도로5) 라인 바로 옆이라는 이점을 살리고자 노력하

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종 할인권이 배포되기 시작했으며, 여행사

를 통해 스키장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IMF와 이로인한 경

기침체로 인해 스노보드가 다수의 스키장에서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목적

에 의해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다.

IMF 이전에는 스키장이라고 하면 무주리조트, 서울 근교에 있

는 리조트, 강릉에 있는 용평, 알프스리조트 몇개 밖에 없었거든

요.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라인에 성우, 휘팍(휘닉스파크)리조트가 

생기게 되면서, 그리고 당시에 고속도로를 따라서 셔틀버스가 생

기다 보니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도 스키장에 접근을 할 수

가 있었어요. 그리고 휘닉스파크나 성우리조트가 이후에 만들어

지면서 다른 스키장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그러다보니 금지를 없애고 마음껏 타게 해주

면서 젊은 세대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죠. 이런 것

들이 맞아 떨어져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죠.

(참여자 10)

5) 영동고속도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횡단 고속도로로서 

1975년 10월 14일 준공되었다. 이후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1994년 신갈~원주구간, 

1997년 원주~새말구간, 마지막 구간인 횡계~강릉구간이 2001년 개통되었으며, 이로 인

해 서울~강릉 간의 주행시간이 2시간 30분 가량으로 1시간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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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장(場) : PC통신과 동호회

언론통폐합 조치의 철회와 방송사들에 의해 스노보드라는 이미지가 대

중들에게 확산되었다면, PC통신의 활성화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시켰

다. 1987년 한국경제신문사의 통신망 KETEL의 개설을 시작으로, (주)데

이콤의 천리안매직콜, 한국PC통신의 하이텔, 나우컴의 나우누리, 삼성의 

유니텔 등 PC통신의 상용화가 이루어 졌다. 실제로 1987년 226명에 불과

했던 가입자 수는 4년만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매출 및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과 상호작용적인 매체라는 

PC통신 특성과 대부분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라는 구성원들의 특징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PC통신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동호회

들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 간의 

친목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쌍뱡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에서 일방적인 수용자의 역할보다는 정보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

자로서 능동적인 참여를 수행했다.

스노보드 동호회 또한 이러한 흐름속에서 젊은 연령층을 스노보드 현

장으로 이끌었다. 장비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PC 통신 내 스노보드 동호회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서던 신세대에게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었다. 동호회 내에서는 장비, 

스키장 개장시기 및 시설, 기술 등의 정보가 공유되었고, 회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졌다. 

90년대 초반에는 동호회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하이텔이나 천

리안 같은. 인터넷 채팅이 활성화되면서 생긴거죠. 그러면서 스

노보드, 대부분 프리스타일 동호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무료로 가르쳐주고, 돈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직접 장비를 구매하고 샵 소개로 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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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교육을 하게 되었던거죠.

(참여자 1)

하이텔 보드 동호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보드를 많이 퍼트린데

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파생된 곳이 천리안, 

유니텔 동호회이거든요. 그런데 하이텔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여기

(맥스모션 업체) 사장이에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생각

해서 만들었던 곳이구요. (중략) 그래서 거기가 시작이었고, 공동

구매 개념이 생겨나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제가 기억하는 시즌

권 가격이 1993년쯤에 110만원이 넘었어요. 지금은 30-40만원 하

니까 절반 이상 떨어진거죠. 그게 동호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떨어진거에요.

(참여자 1)

스노보드 커뮤니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시대가 등장하며 더욱 확대

되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출범하게 된 김대중 정부는 IT 산업의 진흥을 경제발전정책

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9년 정보 인프라 기본 계획인

‘사이버코리아21’를 발표했다. ‘사이버코리아21’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국가를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

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보화정책이며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쇠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망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

자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지식기반산업의 국내총생

산(GDP)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10위권의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

으로는 2002년까지 100배 빠른 인터넷구현,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통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

기 위해 전국민 대상 정보화교육 활성화와 1인 1PC 환경 구현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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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두루넷

의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이 각각 1999

년 4월과 6월 ADSL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전국적인 초

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4년간 민간자본 17조 3000억 

원을 포함한 28조 원을 투입되어 학교와 공공기관에 컴퓨터가 도입되었

고 한 가정 당 기본 PC 1대 구비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의 인

터넷 사용자 수는 1998년 310만명에서 2002년 2,627만명으로 증가했다.

밀레니엄 시대의 등장과 느린 PC통신을 대체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 출범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특

히 야후, 라이코스, 파란 등 포털 사이트 들이 개성과 기능을 앞세우며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 사이트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유저들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카페와 블로그는 운영하는 사람의 입

장에서 만들기 쉬워지고 관리가 수월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하

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졌다. 대형 포털 사이트 이

외에도 헝그리보더(www.hungryboarder.com)와 같은 스노보드 전문 웹페

이지, 그리고 인터넷 샵의 등장 또한 대중들이 스노보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포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 야후 같은 대

형 포털이 생기면서 카페라는 개념의 활동이 생기기 시작했죠. 

인터넷 세대가 되다보니 접근성이 뛰어나졌죠. 피시방의 발달도 

있었고요. PC통신 시대에는 전화선을 사용하다보니 많은 사람들

이 접하지는 못했거든요. IMF 이후에 광랜선이 들어오면서 동호

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참여자 4)

하지만 스노보드 대중화의 기반인 동호회 중심 문화의 내부적으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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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로서 지칭되었던 매니아 계층에 비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견

고한 집단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PC통

신 및 인터넷 동호회의 특성과, 실제 스노보드 활동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졌던 점, 그리고 새로움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목

적으로 가입했던 동호회 구성원들의 성격은 단체의 약한 결속력의 원인

이 되었다. 즉, 1‧2세대들에게 스노보드를 타는 목적이 순수하게 도전하

고 위험을 극복하는 것 그 자체였다면, 일반인들에게 스노보드는 수단에 

불과했고 사회적 인간관계의 확장이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초기 스노

보드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공유된 가치관과 정신이 대중화로 인해 단절

되었다.

예전 사람들의 정신, 문화 그런게 사실 의미가 없어졌죠. 그 

사람들이 보는 스노보드와 저희가 보는 스노보드가 다른 느낌? 

스노보드를 알게된 계기는 학교수업, TV, 인터넷 많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모이는 것인데, 잘못하면 그 문화에 휩

쓸리고, 또 멀어지고 하는거거든요. 그 안에서 없어지는 거죠. 예

전 같은 모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2)

사실 동호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붐이 일

어난 것은 맞는데, 동호회라는게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또 한국사람들이 자

리욕심, 뭐 하나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서열

을 만들고, 그거에 지쳐서 또 와해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

요.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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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스노보더의 등장

스노보드가 대중화되고 관련산업이 발달하면서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

들 또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 중 제일 확실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프로선수를 통해 스폰서를 지원하는 것이다.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잘 타는 친구들이 필요

했어요. 스노보드 씬(scene)에서 입소문을 타거나 매스컴, 비디오

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죠.

(참여자 5)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장님의 판단에 의해

서 결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시합 성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미래일 수도 있는거죠.

(참여자 3)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잡지사 편집장님의 역할

이 아주 컸어요. 그분을 통해 소수인원들이 업체에 소개되었고 

스폰을 받게 되었지요. 스카웃이네요.

(참여자 7)

프로스노보더의 등장은 곧 스노보드의 선수화, 자본과의 직접적인 결

합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초기 스노보드의 문화와는 상충되는 것이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하기보다는 수용

하고,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운 존재로 인식했다. 즉, 프

로라는 자격의 부여는 실력을 인증 받는 것이었으며, 하고 싶은 것을 마

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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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가 된다는게 한편으로는 당시 사람들보다 더 잘탄다는 뜻

이었기 때문에... (중략) 또 프로라면 돈을 받고 홍보해야하는 것

이 상식인 것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업체에서 스폰을 하는 이

유가 아닐까요. 돈 많은 친구들은 상관없겠지만, 헝그리한 친구

들에게 당시 협찬을 받고 탄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였지 않을

을까요?

(참여자 5)

아무래도 스폰이 있는 보더들에 대한 부러움이 컸던 것 같아

요. 그때 다시 그들에게는 현금이 지급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

도 했지만 장비, 의류, 숙박, 시즌권이 지급됐었고, 해외 투어도 

가능했었으니까 그만큼 최고 부러움이 어디있겠어요.

(참여자 7)

‘프로’가 된다는 것은 업체의 대표 선수로서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

과 추구, 대회 출전과 입상에 대한 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프로’들은 스노보드를 처음 탔을 당시의 가

치관 보다는 소속된 업체와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대회를 출전하고 성적

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

의 입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대표들 또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폰서가 생기게 되고, 그 브랜드를 대표하다보니 타인의 모범

이 되어야 했고, 기술 연마를 위해 해외 전지훈련도 마다하지 않

게 되었어요.

(참여자 7)

처음 보드 탔던 사람들, 1세대들이 선수를 하려고 탔던게 아니

라 보드가 좋아서 탔다면 서서히 선수가 되려고 보드를 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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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생겼고, 스스로 ‘나는 선수야’라고 하니까 책임감도 생

기고 사회적 규범들,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중략) 환경에 맞

게 변한거 같아요. 예전에는 스노보드로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

체가 불가능했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책임감이 없었던거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면서 밑에 애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선수

들이 느끼는 것도 있고, 다른 종목 대표팀이랑 친구가 되면서 그

런 문화나 마인드를 배우면서 노는 물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죠.

(참여자 7)

하지만 초기 한국의 프로 개념은 다소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였다. 프

로의 선정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것이라기보다는 스노보드 업체 

관련자에 의해 스카웃이 되었기 때문이다. 

‘프로’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프로, 우리나라에서 프로가 조

금 달라요. 일본의 경우에는 프로 테스트가 있어요. 합격을 해야

지 프로 자격을 줘요.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스폰을 받으면 

프로라고 하는거야.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짜 프로는 자기 

이름으로 장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스폰서로부터 연봉을 받는 사

람. 그런 사람들을 프로라고 해요. 그런데 연봉을 받고 타는 친

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여자 1)

‘프로’라는 개념도 아직 정립이 안 된 것이,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잖아요. 그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돈을 받고 외

국의 프로들처럼 스폰서십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장비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상품의 수입회사에서 장비의 지원, 풀세트가 아니고 일부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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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해주면 그것 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프로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참여자 4)

라. 스노보드의 제도화와 올림픽

스노보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매니아 층이 증가하고, 대중화가 일어

나면서 습득한 라이딩 또는 프리스타일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대회가 자

연스럽게 일어났다. 초기 대회에는 문화를 주도하던 1세대 스노보더 위

주의 자유로운 대회가 생겼다. 하지만 규모와 종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대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필요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1994년 대한스노

보드협회(KSBA)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대한스노보드협회은 동호인들을 

위주로 만들어 졌으며, 세계 스노보드의 두 축 중 하나인 ISF6)

(Interantional Snowboard Federation) 한국 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ISF가 비리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였고,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국제스키연

맹 FIS(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Ski)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스폰서와 재정을 잃게 되면서 2002년 6월 22일 부로 활동을 중단했

다. ISF의 공백은 그 이후 WSF가 2002년 11월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메

워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BA를 이어받아 한국스노보드연맹(KOSF)

이 WSF의 회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 스노보드가 채택되면서 FIS

의 지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스키협회(KSA)는 스노보드 분과를 설

6) ISF(Interantional Snowboard Federation)은 NAPS(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nowboarders)의 1990년 해체 이후 5개국 120명의 보더들에 의해 설립

된 보더 중심의 기관이다. 국제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세계 최고

의 경쟁자들을 불러모으고 경쟁력을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즐겁게 논다’는 신념

하에 기관이 운영되었다. 한 때 Terje Haakonsen, Daniel Frack, Danny Kass이 소

속되기도 했었으며, 1998년 동계 올림픽의 스노보드 종목 표준화를 진행했고, 이로서 

스노보드 종목의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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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했다. 초기 스노보드 문화는 스키문화와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문화임

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로 들어가는 조치는 보더들의 많은 반발을 야기

했으며 국제적으로 IOC가 스노보드를 ISF가 아닌 FIS의 소관으로 결정함

에 따라 다수의 보더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Thorpe, 2011). 특히 한국에서는 대표선발을 둘러싸고 동호인협회와 대

한스키협회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선수들에게 큰 혼란을 빚기도 했다.

대한스키협회가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현재까지 스노

보드대표선수 선발은 물론 관련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동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략) 관계자는 현재 스노보드 관

련 두 단체인 서울시스키협회 산하 스노보드 분과위원회와 대한

스노보드동호인협회가 정통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선

수 선발 등 현안에 손을 높고 있으며 선수들까지도 양측으로 나

뉘어 반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997)

대한스키협회가 국내 스노보드 유사단체들에 대해 전쟁을 선

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략) 스키협회는 국

내 스노보드 70여명의 선수에게 공문을 발송, 앞으로 대한스노보

드협회 등 유사단체들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자격박탈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그러나 협회의 이번 

결정은 스노보드가 나가노 올림픽을 통해 국내를 비롯, 전세계적

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밥그

릇 싸움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1998)

올림픽에 나가려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야지만 가능했기 떄

문에 분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만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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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었어요. 저도 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윗사람들의 횡

포가 장난이 아닌거야. 초창기에는 ‘이거 해, 마음에 안들면 나

가, 우리대회만 나가야지 다른데는 못나가’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세부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가 들어가 

있는것, 예전에 대한수상스키협회에 웨이크보드가 들어가 있었던 

것 다 마찬가지에요.

(참여자 1)

연맹은 발로 뛰고 스노보드를 실제 타던 사람들이 만든 단체

인 반면에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분과는 예전에 스키를 타던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이 올림픽 종목이 되니 우리도 있어야 한

다는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거에요. (중략) 그러다가 스키협회 

스노보드분과에서 강사커리큘럼을 만들고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부여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참여자 9)

이러한 갈등양상은 협회에서 활동하는 보더들의 노력과 스키협회로 영

향력이 점차 이전되면서 경계선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PSA(한국프

로스노보드협회)와 한국스키장경영협회(SBAK)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

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갔지만, 자본의 논

리에 의해 점차 연맹이 쇠퇴하고 대한스키협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사실상 협회 활동하는 사람이나 연맹활동 하는 사람중에 실질

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친구이거나 선후배 관계가 많았어

요. 그렇기 때문에 속해있는 단체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화합할 

수 있게 어필하고 노력했죠.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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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연맹의 힘이 없어지고 대

회조차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그 틀이라는 것을 협회(대한스키협

회)쪽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중략) 체육인의 목표가 결국 올림픽 

출전이다보니까 스키협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협

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니 점점 규모가 커졌죠. 또 요즘에 3

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엘리트로 넘어가는 성향이 강하다 보

니까...

(참여자 9)

2018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확정한 이후로 한국 스노보드 관련 기관에

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심판 육성이었다. 초기 1세대 위주의 자유

로운 판정이 대세를 이루었던 대한스노보드연맹 중심의 대회에서 올림픽 

유치에 따른 국제 심판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대한스키협회의 방침에 따

라 국제 교육이 진행되었다.

협회에서 하는 대회보다 연맹에서 하는 대회가 많았던 것도 

있구요, 이벤트 대회도 연맹 1세대 프로보더들이 심판을 많이 봤

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2003년도부터 

시도하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국제 교육

에 참가시키기 시작한거죠. 올림픽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드

컵을 유치하려고 했고, 2005년 월드컵, 2009년 챔피언십을 유치

하면서 국제심판을 양성해왔죠.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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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노보드의 안정기

정확한 시기나 특정한 사건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스노보드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스키장 방문객 

수 자체의 감소추세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 

<그림 7> 연도별 스키장 이용객(한국스키장경영협회, 2014)

위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9시즌(1998.11.~1999.4.) 244만여 명이

었던 스키장 이용객 수는 9년간 연평균 약 12%가 증가 하였다. 하지만 

08시즌(2007.11.~2008.4.)부터 12시즌(2011.11.~2012.4.)까지 정체상태를 보

이던 이용객 수는 12시즌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전문가, 협

회관계자, 스키장 운영 관련 담당자들은 불경기, 혹한, 이상기후현상(지

구온난화)을 원인으로 분석했지만, 현상의 지속에 따라 스키장 방문인구

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노보드 문화가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스노보더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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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감소하고 있기 떄문이다. X세대라고 불렸던 당시 젊은 세대에게 

그랬던 것과는 달리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는 스노보드가 주었던 신선함

과 그 외의 특징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청년세대

의 특징으로 인해 스노보드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줄어들었

다. 또한 여가활동이 컴퓨터와 TV, 스마트폰 등 테크놀로지에 빠져들면

서 야외활동이 감소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가. 신선함의 상실

스키장 방문인구의 감소는 액션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성, 새로

움을 추구하고 남들과 다름을 추구하는 성향을 스노보드라는 종목이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고 오락거리가 산재되어 비싼 비용과 시간을 치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시 근교의 대형 놀이공원, 

쇼핑몰, 실내 운동종목이 활성화 되면서 고비용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한 스키 또는 스노보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갔다.

스노보드는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하고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

었는데, 이제는 새로움이 아닌거죠. 지금은 누구나 다 탈 수 있

는 스포츠가 되어버리니까 열기가 다 식어버린거죠. 다시 새로운 

활동을 찾아나서게 되고, 그런 흐름에서 요즘 서핑이 인기 있어

지는거 같아요.

(참여자 3)

요즘 젊은층이 스키장에 가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스키장을 

가려면 장비 대여, 숙소 예약, 이동수단 예약을 해야되요.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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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권에, 밥 먹고 하다보면 50만원이 깨져버리는 거죠. 1박 2

일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 돈을 쓸까요? 안써요. 차라리 돈

을 조금 더 모아서 외국여행을 가는거죠. 그러니까 리조트에서도 

패키지로 돌리는 거지. 무료 셔틀 돌리고, 리프트, 강습, 콘도까

지 묶어서 네 명 기준 얼마. 그렇게 해야 그때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거 아니면 안오고. 젊은 층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가 

없어요.

(참여자 1)

또한 스노보드의 위험성은 스노보드를 즐기던 사람도 그 다음 단계의 

기술로 넘어가지 않고 활동을 중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술이 어느 정

도 도달이 되고 그 이상의 실력을 쌓기에는 일반인으로서 부담해야할 위

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는 인구의 고령화로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동아일보, 2014). 노인층이 즐기기에

는 위험한 스포츠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옛날에 비해 대회가 많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스노보드 시

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자

본이 있어야하는데, 그 자본은 보통 큰 기업들 아니면 관련 브랜

드, 스폰서 업체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시장이 작아

지고 대회 이후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피드백, 이익 자체가 작

아지니까 점점 줄어서 지금은 큰 대회 몇 개밖에 없어요.

(참여자 8)

실제로 단체 손님들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보통 학교에서 단

체강습을 하러 오거나 하는데, 1년 내도록 탈 수 있는 것이 아니

니까 겨울시즌에 사람들이 붐비고, 그러다보면 엉켜서 다치고...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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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노보드는 국가대표, 프로 위주의 활동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노보드를 타러 방문하지만 일시적이고 일회성의 활동이

며 예전과 같이 동호회 위주의 활동이 상실됨에 따라 하나의 문화이기 

보다는 단편적인 개인 여가에 불과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아직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에게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해당사

항이 있는거 같아요. 하지만 종목 자체가 주는 새로움이라기 보

다는 스노보드 안에서 계속 추구하는거죠. 기술적으로.

(참여자 4)

스노보드 말고 재미있는게 많잖아요. 급변하는 세상속에서 스

노보드가 늙어버린거죠. 또 스노보드는 컬쳐(culture)인데 스포츠

화 된거죠. 체조같아요. 기술이 발전되어가는 걸 보면 멋있기는 

한데 기계화 되어가고, 스포츠화 되어가는 모습이 웃겨요. 기술

의 발전은 한계가 있고, 결국 스타일로 갈 수 밖에 없을텐데 말

이죠.

(참여자 9)

나. 또 다른 세대의 등장 : 생존주의와 청년세대

IMF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화과정에서 한국에는 

생존주의는 청년 세대의 주요 레짐(regime)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한국 

청년세대의 생존주의의 형성은 ‘서바이벌’이라는 특권적 기표를 통해 

현실이 재구성되었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년세대의 실천적 목표

가 되었다(김홍중, 2016). X세대의 20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

는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열망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억압이 충돌하

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이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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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과제들이었다(이희영, 2006).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구

조변동은 청년들에게 다른 문제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

과 취업문제, 등록금과 대출, 주택자금의 문제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오늘날 청년세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고, 연애‧결혼

‧육아의 영역이 리스크로 전환되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변환되

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

했다. 우석훈과 박권일(2007)은 저서 「88만원 세대」를 통해 IMF 경제

위기 이후 격화되고 있는 세대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비정규직에 몰

리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궁핍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삼포세대7)’, ‘이

케아세대8)’라는 명칭속에서 생존문제가 이들 삶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쟁’이라는 용어는 시장과 스포츠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

던 용어이지만, 사회의 다른 영역들로 침투했으며(김홍중, 2016). 이와같

은 서바이벌 패러다임은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청년세대는 

이를 깊이 내면화 하였다(서상철, 2011).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잠재적 역량을 가시적 자원(자본)으로 전환하는 

자기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김홍중, 2016). 이러한 자기인식 속에서 

여가는 활동성을 상실해 갔고, 그마저도 ‘할 일’의 증가로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실제 여가활동의 유형도 TV시청, 인터넷(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7)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며, 청년세대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포세대, 칠포세대, N포세대까지로 확장되었다.

8) 교육 수준이 높고 스펙이 뛰어나지만, 불안정한 고용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힘든 78년생 

전후의 세대.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가구 상표인 '이케아(IKEA)'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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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 국민들의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변화(좌)와 활동형태(우)

일단 사람들이 좀 빡빡하게 살게 되었다는게 크구요. 계기도 

없고 자극이 없다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스노보드가 다

시 살아나는 것이.

(참여자 10)

요즘 스노보드가 어린 친구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는 조짐이 

있긴 해요. 스노보드를 탔던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같은 어린 학

생들을 데리고 오는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딱 초등학교 때 까

지만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이어지면 참 좋은데, 아무

래도 공부에 집중을 해야하다 보니까, 선수를 하는게 아닌이상 

시간내서 오기가 힘들죠. 또 스키장이나 렌탈샵에게는 도움도 안

되요. 어린친구들은 개인장비를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고, 간혹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잘 안바꾸잖아요.

(참여자 1)

다. 스노보드 내부의 변화 및 다른 활동으로의 전향

경기침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여가소비 경향의 변화는 스

노보드가 더 이상 일반인들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현상

으로 나타났다. 스노보드 1세대 및 현재까지 스노보드를 라이프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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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스노보드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활동으로의 전향을 통해 외부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프리스타일이 완전 대세였어요. 프리스타일을 안하면 

안되는 거였죠. 다들 뛰고 돌려야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은 라이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라이딩 자체만으로도 프로들

이 많아지고 그런 분위기로 변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시장도 변

했죠. 예전에는 값싼 스노보드를 많이 파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비싼 제품을 조금 파는 느낌? 동호회도 많이 바뀌었고, 협회들도 

성격이 변했고, 지금도 바뀌는 시기에요. 처음에 프리스타일, 라

이딩, 지금은 또 올라운드로 퍼지는 중이에요. 장비 자체도 예전

에는 라운드를 많이 타다가 지금은 해머 많이 타구요, 다시 라운

드로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겨우니까 새로운 것을 하고 싶

으니까 장비를 만드는 것에요. 계속 도는거죠.

(참여자 2)

제 생각에는 지빙문화가 발전할 것 같아요. 스트릿문화와 보드

문화가 결합한 형태를 지빙이라고 합니다. 또 일정한 슬로프에서 

벗어나 산악 스노보딩이 가능해 진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라 믿습니다.

(참여자 5)

우리나에 스키장에서도 프리스타일 파크라던지 점프, 파이프, 

지빙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사람도 줄고, 위험하다는 

인식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슬로프에서 라이딩 형태로의 접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상호(국가대표 이상

호)가 은메달을 따면서 타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구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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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도 스노보드에서 많이 넘어간 형태이구요, 지금 스노보드  

문화처럼 해외파가 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송정에서, 

중문에서 시작하고 점점 커지게 되는거죠.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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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발전)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의 적용을 통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1)국내 스노보드의 도입 

및 확산 과정은 어떠하며,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관계는? 2)스노보드 

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문화 또는 주요 행위자들 간에 관계

는? 3)스노보드 문화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다. 본 연구를 위해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및 스노보드와 관련

한 문헌고찰, 미디어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디

어자료는 국내에 스노보드가 처음으로 도입된 90년대 초반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기사들이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심층면담은 스노보드 도입 당시 

활동한 1세대 스노보더 또는 현재 활동중인 스노보더 중 당시 현장을 경험

한 스노보드 관련 종사자 중 10명을 연구 참여자로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스노보드

는 당시 젊은 계층(X세대)의 성향이 스노보드의 자유분방한 특성과 부합되

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단정함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스키어들과 그 

가치관이 상충되면서 기성세대에 반대되는 저항의 문화로서 인식되었다.

둘째, 스노보드는 TV매체의 발전과 서태지라는 스타에 의해 이미지가 확산

되었고, PC통신의 발달, 특히 동호회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

스럽게 샵들이 발전하였고 프로스노보더가 생겨나는 등 자본과 결합되었으

며,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세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제도

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최근에는 초기 스노보드가 가지고 있던 이미

지가 변화하면서 그 발전양상이 정체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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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스노보드 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와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 스포츠가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 및 연구가 갖는 제한

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노보드와 1세대 스노보더를 중심으로 스노보드 문화

의 변화과정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스노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종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스노보드 내에서 또한 관련 산업종사자, 국가대표,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외국의 스노보드 문화와 우리나라의 스노보드 문화에 대한 비교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노보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

목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종목이다. 따라서 도입간에 받아들인 특

성과 한국의 맥락에 맞게 변화한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셋째, 라이프스타일 스포츠가 국가 스포츠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에 대한 개념과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특히 ‘참여’가 중요시되는 청소년 스포츠 정책

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 형태의 스

포츠만으로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참여 수준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포츠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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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South Korean Snowboarding Culture

Sh in , H ojin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 l N ationa l U n ivers 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hanges(development) 

in domestic snowboarding culture and to derive the sociocultural meanings 

inherent in the proces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1) 

How did the processes of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domestic snowboard 

appear, and how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es an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at that time appear? 2) How do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agents and the culture or between key agents 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snowboard culture? 3) What is the significance of 

socioculturally explaining the changes in snowboard cultur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8 to December 2018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lifestyle sports and snowboarding, 

media material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The media materials were 

articles that were searched with the keyword 'snowboard' or 'snowboarding' 

out of online articles from the early' 90s, when snowboarding was first 

introduced into South Korea, to October 2018.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first generation 

snowboarders who were active in the field of snowboarding in the early stage  

or snowboard related workers who experienced the field of snowboarding in 

the early stage among the snowboarders currently active. The number of 

those study participants was 10.

  The following study findings were derived through the foregoing. First, the 

introduction of snowboarding was actively accepted by the young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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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X generation at that time. The tendencies of those who pursued "I, 

different from others" appeared as good use of leis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nowboarding such as being unrestricted met their tastes. On the other 

hand, they created conflicts in ski slopes as their views collided with those of 

skiers who regard neatness and rules as important and as a result, their 

culture was recognized to be the culture of resistance opposite to older 

generations. Second, the popularization of snowboarding is explained as the 

process of combining with capital. The image of snowboarding, which was 

enjoyed by a few people, was spread by the development of TV media and 

the star named Seo Tae-ji, and the popularization was resulted from the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lubs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PC 

communication. Due to the rise in popularity, relevant shops were naturally 

developed, snowboarding was combined with capitals as indicated by the 

appearance of professional snowboarders, and snowboarding became to 

undergo a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due to the stream at that time when 

snowboarding was adopted as an event in the Olympic Games. Third, recently,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nowboarding has been stagnant as snowboarding 

became a common activity among the public and the perception that 

snowboarding is a high-cost leisure activity has been spread.

key words: snowboard, lifestyle sports,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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