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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형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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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국 문 초 록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생활체육 스포츠 종목 중에서 최근에 참여인구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스포츠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을 탐색해보고, 조직

변화를 통해서 발생한 조직변화의 결과, 그리고 조직분화의 원인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동호

회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동호회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소속감, 경쟁, 정체

성, 즐거움 등의 다양한 욕구의 발현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갈등관계와 이

러한 갈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을 연구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조직변화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Bourdieu의 장이론 등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단계, 조

직변화 결과, 그리고 조직분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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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OO지역 호반리그에 참가하고 있으며, 조직변화를

통해서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한 동호회에 소속된 17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radley(1980)의 발전식 연구절

차법(DRS: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의 모형에 따라서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등의 세 단계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참여관찰, 심층면

담, 그리고 현지문헌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참여관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간 호반리그 야구시합

및 동호회원들과의 소모임 등에 참석하여 수행하였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참여관찰 일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은 비구조

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현지문헌은 야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일간지 등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의 검토, 삼각검정, 그리고 동료 간의

협의 등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과 분석절차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단계는 집단형성, 성장발달, 조직팽창,

조직갈등, 그리고 조직분화의 5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먼저 집단형성

단계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지연, 학연, 혈연,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야구 동호인들이 결집하는 단계이다. 이어서 성장발달 단계는 동호회의 조

직화가 진행되는 단계로써, 감독, 코치, 총무 등의 운영진이 구성되고 세부

적인 동호회 규범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조직팽창 단계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치루고,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입 동호인들의 충

원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이다. 그 뒤를 이어, 조직갈등 단계는 운영진이

이기는 야구 또는 즐기는 야구 등을 추구하며 다른 팀들과 시합을 하는 단

계로써, 동호회원들의 시합출전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마지막

으로 조직분화 단계는 동호회의 인원 증가에 의한 동호인들의 시합출전 갈

등 등으로 인해서 하나의 동호회가 두 개의 동호회 분화되는 단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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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조직변화 결과에 의한 조직분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먼저, 동호회의 내부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했

던 동호회원들은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으로 결집하고 두 개의 야구 동호

회로 분화되어 야구리그에 참가한다. 이때 분화된 두개의 동호회들은 신입

동호인 충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최초 형성된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조직

분화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연쇄적으로 조직이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 연쇄분화 현상

은 사회인 야구 동호인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전체 동호인 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원인은 개인적 요인, 동호회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동호인들의

다양성과 정서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갈등과 동호인들 간의 야구

운동기능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력갈등 등이 있다. 다음은 동호회 차

원의 요인으로써, 동호회의 회원이 증가하고 시합출전에서 배제되는 동호

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진은 이기는 야구, 또는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시합출전 원

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합출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

합출전에 소외되는 동호인들이 발생되며, 시합에서 배제된 동호인들은 세

력화되어 동호회의 운영진과 시합에 주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갈등을 표

출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은 동호회 결성이 용이하고 동호인 충원이

수월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결성을 위한 제도적 규

제가 강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지 않으며, 야구 동호회 활동에 참여

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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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자발적 스포츠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

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증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직분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분화된 동호회들은 신

입 동호인들을 급속하게 충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은 일반인들의 생활

체육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사회화를 촉

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요 어: 조직변화, 조직분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이기는 야구, 즐기는 야구

학 번: 2007-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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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

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운동 친화적인 사

회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폭넓고 다양한 체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0). 이러한 정부의 생활체육 증진정책에 힘입어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경제적 풍요로움과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참여의

식의 확대 등을 통해서 관람형태의 스포츠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사람들이 자

발적 결사체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운동종목을 선

택하여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스포츠 관람에 만

족하던 의식을 넘어서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의식을 확

립하게 된 것이다(김성용, 백승헌, 2012).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타인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있

다. 생활체육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오늘날 생활체육 활동에 참

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활체육 참

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체육 동호회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

체육 동호회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

하고 활동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써(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2008), 정형화된

제도적 틀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공공․법인 단체와 달리 다양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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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활체육 동호회는 동일한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

게 집단을 조직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

체육 동호회는 조직의 특성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조

직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어 동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고, 동호

회 조직 내부의 구조나 역할, 조직의 규범, 그리고 동호인들 간의 갈등, 동

호인들의 만족감 상실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경숙, 김선희, 허현미, 2006).

다양한 생활체육 단체 스포츠 종목 중에서 사회인 야구는 최근에 참여인

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 중에 하나이다. 사회인 야구 동

호회는 2006년에 2,114개, 2009년에 2,965개, 그리고 2012년에는 3,236개로

증가하였고, 사회인 야구 동호인 수도 2006년에 48,025명, 2009년엔 65,133

명, 그리고 2012년에는 95,044명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화체

육관광부, 2010; 국민생활체육회, 2012).

또한 사회인 야구 인터넷 커뮤니티인 게임원1)에 따르면, 2011년에

11,639개의 동호회가 활동하였고, 2012년에는 13,934개의 동호회가 사회인

야구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2013년 11월 현재 16,305개의 동호회가 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최근 3년 사이에

대략 5,000개 정도가 결성되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

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생활체육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실제적인 연구로써 의미가 있

을 것이다.

한편, 야구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회계층이 선호하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사회인 야구 동

호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소비되는 비용의 부담 보다는 스포츠 활동 참여하

는 행위 자체에 커다란 가치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1) 게임원: 인터넷 사회인 야구 커뮤니티(http://www.club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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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조광익, 도경록, 2010).

본 연구자는 연구 초기에 단체 스포츠 종목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와 야

구 동호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학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인 야구가 활성화된 원인으로 첫째, 메이저 리

그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둔 박찬호 선수와 김병현 선수, 그리고 최근에 호

평을 받고 있는 추신수 선수 등이 야구의 붐을 일으키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우리나라 야구선수들이 국제 야구대회2)에서 훌

륭한 성과를 달성한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2010년 초 KBS에서 방영된 사회인 야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3)도 사회인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로, 한국 프로

야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측면도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정치

계4)와 종교계5)까지도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결성하여 사회인 야구를 즐기

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증가는 스포츠의 관람문화가

스포츠 참여문화로 변화한 여가 행위자들의 인식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참여관찰 초기에 동호인들이 왜, 사회인 야구 동호

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 동호

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동호인들의 활동에 따라 동

호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였다.

그러나 참여관찰 도중에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현상을 관찰하

게 되었고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즉 여가를 즐기기 위해

2) 우리나라는 2006년 제1회 WBC(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룩하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 그리고 2010년 제 2회 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3)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인 최강 야구팀에 도전하는 연예인들의 야구 연습

과 시합을 방송했다.

4) KBS News, 2010. 6. 8: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야구 동호회인 “이구동성”팀이 창단되었다.

5) 연합뉴스, 2009.12. 9: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는 강릉과 평창지역에 거주

하는 월정사 불자 23명으로 구성된 월정사 사회인 야구팀인 '만월(滿月) 야구단'을 창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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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운영되는 비공식 조직인 사회인 야구 동

호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직화 단계를 거쳐 공식적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며 조직이 분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조직변화 과정에

주목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야구 애호가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

된 집단으로써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

회는 동호인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학력, 경제력, 종교, 성별,

지역 등의 차별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야구를 즐기려는 성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그러므로 야구 동호회는 외부세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호인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동호회의 방향을 결정한

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공식조직6)이 아닌 비공식조직7)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동호회는 합리적인 특성에 기반을 둔 능률성과 효율성의

논리 보다는 정서적 만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키

며 내재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서 동호회의 구성원들은 공통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심화시키고 귀속감과

만족감을 배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단체종목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개인종목 스포츠 동호회

와 상이한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호회 내부에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그러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동호인들은 세력화되어 간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화가 강화

됨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공식적인 조직에서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며 사회

인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 증가에 대해서 조직학적으로 설명을 가능하게 해

6) 공식조직은 합리성과 능률의 논리가 적용되며 외재적 질서에 의해서 유지된다(이재규, 1988; 

282-283). 

7) 비공식조직은 비합리성 및 감정의 논리가 지배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되고, 조직을 파악하기

가 힘들고 내재적 질서에 의해서 유지된다(이재규, 1988;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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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이므

로 가입 및 운영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

입 및 운영이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갈등, 경쟁, 그리고 타협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조직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변화 단계에

대한 연구(March, 1981; Weick & Quinn, 1999), 조직변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Bauer & Bender, 2004; Greenwood & Hinings, 1996; Janod &

Saint-Martin, 2004; Nikolowa, 2010; Tsoukas & Chia, 2002), 조직변화와

구성원들의 건강과 감정에 관한 연구(Dahl, 2011; Klarner & By &

Diefenbach, 2011), 그리고 조직변화와 저항에 관한 연구(Battilana &

Casciaro, 2013; Chiang, 2010; Furst & Cable, 2008; Henry, 1997;

Okumus & Hemmington, 1998; Peachey & Bruening, 2012; Piderit, 2000;

Tavakoli, 2010)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여가행위와 관련된 연구(강지현, 양걸, 2011; 강현욱, 2011; 구수용, 윤양진,

2012; 박형길, 이연주, 2012; 양종훈, 2008; 임기태, 전찬수, 김세웅, 2012;

임범규, 조광민, 석부길, 2011; 장세환, 김지태, 강현욱, 2012; 전용배, 구강

본, 2009)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여가만족, 운동몰입, 여가제약,

운동지속,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로, 야구장

비의 소비행위 및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연구(김성용, 백승헌, 2012; 박상

용, 오현택, 김영구, 2011; 정호원, 2011) 등이 수행되었다. 셋째로, 야구 동

호인들이 야구를 하며 경험하는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들에

관한 연구(강유원, 남승우, 김태현, 2010; 구수용, 윤양진, 2011; 조규청, 박

충진, 2010)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장소와 공간의 부족을 밝힌 연구(김현석, 김경

민, 2009)가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응집력 및 팀 성과에

관한 연구(안지혁, 권민혁, 2013)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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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조직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기업, 정부 등

의 공식 조직들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공식 조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체운동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와

관련된 연구들은 야구 동호인들의 여가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으며,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공식 조직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과정과

원인,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을 해석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연구함으로써 첫째, 사

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의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둘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셋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

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조직변화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

론, 그리고 Bourdieu의 장이론 등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

화와 조직분화 현상을 분석하고 조직변화 과정에 따른 이론적 근거와 경험

적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관리 방법과 우리나라 생활체육 동호

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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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과 조직분화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및 분화된 조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발적 결

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

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단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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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사회인 야구 동호회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성인들이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결성한 자발적 결

사체이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에 의해서

최초 결성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신입 동호인들을 모집하고 동호회의 인

원을 증가시켜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유형은

순수하게 동호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팀과 동일한 직장인들로 구성된 직장

인 팀, 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동문회 팀, 같은 고향출신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향우회 팀, 동일한 업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동류직업인 팀 등이 있

다.

나. 조직변화

조직변화는 조직이 외부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자원할당, 힘의 분배, 그리고 구조의 변경 등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높여 조직을 현재 상태보다 더 발전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다(장해미, 장재윤, 김민수, 2006).

다. 조직분화

조직분화는 조직 내부에 전문 지식, 기술, 필수 과업, 직무 수준, 조직 인

력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며, 직무의 전문화와 부분화가 증가하여

조직화가 강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조직이 분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조

직분화의 유형에는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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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인 야구 동호회

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개념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최초 창단 동호인들에 의해서 결성되며 이들은 지

속적으로 신입 동호인들을 모집하여 야구 동호회를 유지하게 된다.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는 신입 동호인들은 야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

부분이며, 과거에 야구 학생선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했던 사람

들을 선수출신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은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야구 학생선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선수출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유형에는 순수하게 동호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팀

과 동일한 직장인들로 구성된 직장인 팀, 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동문회

팀, 같은 고향출신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향우회 팀, 동일한 업종의 사람들

로 구성된 동류직업인 팀 등과 같이 다양한 연결망에 의해 결성된다. 그리

고 신입 동호인의 모집은 주로 개인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온

라인 커뮤니티, 지역 정보지 등의 홍보 수단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사

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광

범위하게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핵심 연

령층은 대략 35세에서 45세 정도의 동호인들로 야구 동호회 내부에서 적극

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입 동호인들의 영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형길 외, 2012).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는 신입 동호인들은 가입비와 연회비

를 지불하게 되는데, 가입비는 각 동호회 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간 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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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장비

구입을 위해서 대략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된다. 결국, 사회

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된

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출전하게 되는 경기는 야구 운동기능의 수준

에 따라서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로 구분된다. 이러한 야구의 운동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부 경기는 동

호인들 대부분이 선수출신들로 구성되지만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비선수

출신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2

부 경기는 선수출신이 2명에서 3명까지 출전 가능하다. 그리고 3부와 4부

의 경기에는 선수출신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경기는 토요일

과 일요일에 거행되며, 주중 야간에도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야구 종목의 특성

야구는 단체운동 종목이며 투구, 타격, 주루, 수비 등의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으로써 수많은 규칙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종목이다. 야구 경

기를 하게 되는 팀의 인원은 지명타자를 포함한 10명 또는 지명타자를 제

외한 9명이며, 경기를 하는 두 팀 중에 한 팀이 상대팀보다 많은 득점을

올려 승부를 가리는 종목이다. 또한 야구는 각 선수들이 개인과 개인을 상

대하면서 경기를 하게 된다. 즉, 투수가 던진 볼을 타격하는 타자, 타자가

타격한 볼을 잡아야 하는 야수 등의 운동수행과 같이, 단체 운동이지만 시

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인 운동종목의

특성이 강한 종목이기도 하다.

야구 경기를 하게 되는 야구장은 4개의 베이스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설치되며, 투수가 볼을 던져 타자가 타격이 이루어지는 지점인 홈 플레이

트를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며, 1루, 2루, 3루 베이스가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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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자는 3개의 베이스를 차례로 밟고 홈 플레이트로 돌아오면 1득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야구는 9이닝 동안 진행되는데, 사회인 야구에서는 통상

7회 동안 시합을 실시하며, 2시간 정도의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각

팀은 1이닝 당, 한 번의 공격과 한 번의 수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각 팀의

선수들은 수비위치에 자리를 잡고, 상대 팀의 선수들은 한 명씩 타석에 나

와 타격을 하게 된다. 이때 타자는 타격을 위해서 상대팀 투수가 던진 볼

을 치려고 하며, 투수는 타자가 볼을 치지 못하도록 투구를 한다. 타자는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하면 아웃이 되며, 1이닝에 아웃이 3번 반복될 경우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은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게 된다(Formosa &

Hamburger, 2011).

그리고 다른 운동 종목과 구별되는 야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첫째, 야구는 매우 복잡한 운동기능들과 경기규칙으로 이루어진 종목이

다.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행위는 던지고, 치고, 달리고, 잡는 동작이

다. 하지만 던지는 동작만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하

다. 먼저 투수의 투구형태에 따라서 오버 드로우, 사이드 드로우, 언더 드

로우가 가장 일반적인 분류이고, 이러한 투구형태도 더욱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투수가 투구하는 구질도 직구, 변화구, 체인지업 등의 분류를 시

작으로 이로부터 파생되는 구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외에도 타격,

주루, 포구 형태도 다양한 기술적 기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동작을 단기

간에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경기규칙도 다른 종목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식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심판과 기록원이 필요한 종목이다(강유원 외,

2010). 즉, 야구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시합 전에 기본적인 운동기능을 충

분히 숙지해야 하고 기초적인 야구 경기규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

면 선수 및 감독 등이 해박한 경기규칙을 알고 있을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어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시합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기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기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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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퇴장 당하거나 시합에서 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야구는 복잡한 운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운동종목이며 다양한 경기규칙을 이해하며 즐기는

지능 지향형 운동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야구는 단체운동이지만 개인 운동의 특성이 많은 종목이다. 각 선

수들의 기록은 개인 별로 기록되고 이러한 기록은 통계를 통해서 더욱 세

밀히 분석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록을 통해서 감독은 전략을 짜고 시합

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수를 구성한다. 물론 감독은 상대팀 선수들의 기록

을 분석하고 경기에 임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선수 개개인들의 개

인기록은 그 선수의 시합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

므로 평소 연습에서 좋은 운동기량을 나타내는 선수일지라도 시합에서 좋

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선수출전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고 자신의 팀 내부

의 선수들과 동일한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결국 동일한 포지션의

선수들은 시합출전을 위해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야구 종목의 특성상 선수교체가 용이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수 개인

들 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감독은 각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9개의 수비 위치와 9명의 타순을 조

합하여 선수명단을 작성한다.

한편, 대부분의 단체 스포츠 종목에서 조직력과 응집력이 경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야구 종목에서도 다른 단체 스포

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직력과 응집력이 팀의 승리에 중요한 사항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야구를 즐기기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팀플레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팀원들과 협력해야 한다(강유원 외,

2010).

셋째, 야구는 운동기능 향상을 위해서 장기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종목이다. 야구는 다른 운동 종목과 달리 경기에 출전할 경우, 경기 내내

매우 격렬한 행위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신체동작을



- 13 -

순발력 있게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종목이다(강유원 외, 2010). 그러

므로 야구의 기본동작, 즉 타격, 투구, 포구, 그리고 베이스 러닝 등을 하는

운동기능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기본적인 운동준비 사항이다. 이와 더불

어 고급야구의 운동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동작들을 익히면

서, 경기 상황에 적합한 판단력, 순발력, 집중력 등을 갖춰야 한다(임범규

외, 2011).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에 입문을 시도하는 초보자는 먼저 야구의 기본적

인 운동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운동기

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연습과 훈련에 임해야 하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야구의 고급 운동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야구에 적극적으로 몰입해야 한다. 따라서 초보자가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야구 운동기능 습득을 위

해서 노력해야 한다.

넷째, 야구는 경기를 위해서 운동시설이 요구되며, 비교적 고가의 운동장

비를 구비해야 한다(임기태 외, 2012).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치루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정식 시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

물 등이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즉, 마운드, 펜스, 라이트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리고 야구장은

축구장과 같이 경기 장소를 변형시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

약이 많이 따르는 종목이다.

또한 야구는 부상의 위험이 많은 운동종목이기 때문에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보호장비 및 팀장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팀에서

는 포수장비, 헬멧, 배트, 유니폼, 미트 등의 공동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이

러한 종류의 장비들은 동호인들이 회비를 모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개

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글러브, 야구화, 타격용 야구장갑 등의 개인장비

마련을 위해서 금전적 지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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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년도 제 목

임기태 등 2012
사회인야구리그 참여 동호인들의 여가경험이 여가만족과 일상생활만족의 연관

성에 관한 연구

김성용 등 2012 야구동호인의 야구용품 브랜드 이미지와 선택속성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세환 등 2012 사회인 야구 활동의 재미요인과 참여 동기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구수용 등 2012 야구동호인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운동몰입, 운동만족의 관계모형 검증

박형길 등 2012 야구 동호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스포츠몰입 및 팀몰입에 미치는 영향

강지현 등 2011 야구 동호회 참여에 따른 몰입경험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범규 등 2011
야구 동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몰입, 여가만족, 생활만족과 심

리적 행복감의 경로분석

강현욱 2011 생활체육 야구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여가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호원 2011 소비자에게 야구 글러브란 어떤 의미인가?: 소유와 처분을 중심으로

박상용 등 2011 사회인 야구동호인의 하위 문화적 특성: 야구용품 구입을 중심으로

구수용 등 2011 생활체육 야구동호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극복방안

조규청 등 2010 야구 동호인들의 사회적지지, 정신건강의 관계

강유원 등 2010 사회인야구의 맛과 멋, 그리고 매력

김현석 등 2009
사회인야구에 있어서 서비스품질요인이 동호인들의 야구경기장 시설만족도와

재사용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용배 등 2009 야구동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참여동기, 팀 몰입도 및 생활만족의 관계

양종훈 2008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제약과 여가유능감의 관계

다. 사회인 야구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 야구와 관련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여가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가만족, 운동몰입, 여가제

약, 운동지속,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로, 야구장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야구장비의 소비행위 및 야구장비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사회 환경적 측면에 관한 연구 등도 수행되었다.

표 1. 야구 동호회 및 동호인 관련 국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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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가행위에 관련된 연구로써, 임기태(2012) 등은 사회인 야구 동호

인들이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가에 대한 만족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에 대한 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리고 장세환(2012) 등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동

호인들의 재미와 참여 동기, 그리고 운동을 지속하는 의도 등의 관계를 확

인하였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에 몰입하여 활동하는 가운데

야구에 대한 목표, 관리, 몰입, 만족 등의 특성을 밝히고, 이와 같은 요인들

이 어떻게 형성되지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다(구수용 외, 2012). 아울러 사

회인 야구 동호들에 대한 스포츠몰입과 팀몰입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있었다(박형길 외, 2012).

또한 강지현(2011) 등은 사회인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의 여가몰입과 관

련하여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사

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통해서 여가생활과 생활의 만족을 경험함으

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과 관계된 연구도 있었다(임범규 외, 2011).

또한 강현욱(2011)은 야구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여가몰입 등이 어떻게

사회인 야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였

다. 그리고 야구 동호인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경험이 생활의 만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전용배 외, 2009).

그밖에 양종훈(2008)은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여가제약과 유능감 등의 관

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야구장비 및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용

(2012) 등이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증가와 관련하여 야구용품의

소비행위를 증대시키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선택속성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와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하여 스포츠 용품 산업이 발전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야구용품 구매기준, 구매경로, 그리고 구매성향 등에 관한 심층

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박상용 외, 2011). 또한 정호원(2011)은 야구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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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는 동호인들이 글러브의 구매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의미들을 분석

한 해석학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적 측면들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구수용(2011) 등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 내부의 어려

움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유원(2010)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참여하여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야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내면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야구 동호인들의 참여 동기 및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 등을 알

아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규청(2010) 등은 야구 동호인

들이 야구시합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주전선수와 후보선수의 관계

를 비교하고 야구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끝으로 현재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소와 공간의 부족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김현석(2009) 등은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야구 경기장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구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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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결사체

가.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과 특성

1)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

사람들이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원하는 ‘결사의 욕구’는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

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집단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한다. 자

발적 결사체는 동일한 관심이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참여자들은 경제적 보상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에 제한이 없고 취미나 일정한 직업, 그리고 사회적 의식을 공유

하며, 위계서열에 의한 권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이다

(Newton, 1999; Putnam, 1993).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사회인 야구 동호

회는 스포츠 애호가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참여하는 자발적 결

사체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상호작용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를 도출하여 규범을 설정하고 이러한 행위들

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의 긍정적인 측면

이 부각되면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발전과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한다

는 장점 때문에 학자들은 결사체의 특성과 양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

울여 왔다(유홍준, 홍훈식, 2009).

먼저, 시민 결사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한 Tocqueville(1968)은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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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김명숙,

2010). 즉, 결사체가 시민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단합할 수 있는 문화를 배

양시키고, 이를 통해서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함양시

킨다는 것이다. 또한 Tocqueville은 자발적 결사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실

현시킨 위대한 학교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토대로써 자발적 결사체를 강

조하였다(유재원, 2000). 즉 인생의 각 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방임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

된 부도덕한 사회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

람들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해서 호혜성과 상호의무 등을 학습

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이것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반이

될 수 있다(김인영, 2004; Putnam, 2000).

그리고 1990년대 Putnam은 자발적 결사체를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자본

의 맥락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정치적 측면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배유일, 2004; Ostrom, 1990).

Putnam(2000)은 연구를 통해서 영국 시민들이 결사체에 가입하여 역동적

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개인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자본이 증대되는 경

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 시민들은 혼자 볼링을 즐기거나 TV를 시청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사회적 현상은 사회자본

의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시민들의

결사체 활동이 면대면 접촉에 의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타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Putnam은

자발적으로 결사체에 가입하는 그 자체가 신뢰의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신뢰가 더욱 증대된다고 생각하였으며(Newton, 1997), 사람들이 자

발적 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정부를 민

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밖에 다른 학자들을 살펴보면, Miller(1974)는 자발적 결사체를 시민들

의 정신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Ostrom(1993)은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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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 활동으로 형성된 신뢰와 사회자본은 시민들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

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가

치들이 융합되어 호혜규범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였다(유재원, 2000).

이와 더불어 Almond & Verba(1963)는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

들은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민주적인 소양

이 있으며 가치 있는 시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

하면 자발적 결사체의 회원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자발적 결사체와 바람직한 사회는 양립돼야 하

며(Edwards, 2004), 이러한 조건이 성립된 사회는 민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 결사체가 폭넓게 형성된 사회는 민주적으로 발

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발적 결사체는 구조적으로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며 이들의 관계를 조율하고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자발

적 결사체의 수가 많은 사회는 발전된 사회의 척도로 활용되고 다원주의적

이며 민주적인 사회로 여겨질 수 있다(강대현, 2001).

이와 같이 민주적으로 발전된 사회의 지표가 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

한 특성 중에 하나는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반신뢰를 형

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신뢰란 사람들을 보편적으

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며 면대면 접촉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고

광범위한 신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특정신뢰란 면대면 접촉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적인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를 말한다(장수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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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결사체의 특성 특정신뢰 대 일반신뢰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일반신뢰 유리

수직적 관계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을 가진 조직이 일반신뢰

유리동종 교배적

공식적
공식적인 조직이 일반신뢰 유리

비공식적

공동 이익 중심
공공 이익 중심이 일반신뢰 유리

회원 이익 중심

높은 자율성
자율성이 높은 조직이 일반신뢰 유리

낮은 자율성

한편 Granovetter(1973)는 사람들의 면대면 접촉에 의한 결속이 보편적

신뢰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

이 지속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내부집단으로 생각하

고 대면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집단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특정신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는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통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Pye, 1999). 그러므로 사회

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신뢰를 뛰어넘는 일반신뢰를 통해

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표 2>에서는 특정신뢰보다 일반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 결사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

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로, 자발적 결사체는 동종 교배적 조직인 아

닌 다양한 사회성원이 포함된 조직이어야 한다. 셋째로,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적 관계가 아닌 공식적 관계의 성격을 기반으로 결성돼야 한다. 넷

째로,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이 회원들의 이익실현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결사체는 외부세력 등

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표 2.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

<출처: 장수찬(2004)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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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반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에 대해서 연

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집단이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하게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시민사회 형성에 바람직하며, 다원화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반

드시 필요한 사회의 구성요소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의 긍정적 작용에 의문을 가지

고 있으며,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먼저 서현

진(2010)은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이 측면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판적 관

점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주된 요지는 자발적 결

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회에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에 불신감을 가지고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하여

대안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은

정치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Ostrom(1990)과 Putnam(1995) 등도 사회에서 기능하는 모든 자발

적 결사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형성시키고 사회자본을 발생시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민주적

이고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

온세력을 배양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유재원,

2000).

그리고 Newton(1999)은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부정적인 자발적 결사체

조직은 강력한 결속력과 내부 응집력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가치관을 만연

시켜 사회의 불안, 분노, 갈등, 그리고 분열을 초래하여 사회를 적대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을 살펴

보면, 테러리스트 집단, 폭력집단, 극단주의자 집단, 광신 종교집단 등이 해



- 22 -

당된다(유재원, 2000).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뢰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자본 축적에 이로운 자발적 결사체가 증가해야 하며, 비민주

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의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감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일반신뢰를 배양시킬 수 있도록 수평적 관계를 지

향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갖춘 조직들이 결성돼야 하며, 회원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증가해야 한

다.

나.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 및 가치

1)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토대로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결속관계가 근본적인 교제형태로 인식되어 왔다(장수찬, 2004). 이렇게 우

리생활 속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혈연 집단이나 교우 집단과 같은

결속체계들은 1차 결사체에 속하며, 결속요인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넘

어선 스포츠 동호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은 2차적 결사체에 속한다. 이

러한 2차 결사체 중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익 집단이나 전문 직업

인 집단들이 있는데(김명숙, 2010; Warren, 2001), 이러한 단체나 집단들이

사적인 이익추구를 과도하게 수행될 경우, 사회의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은 <표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참여

자들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을 전제로 하며 친목단체, 이익단체, 그

리고 공익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태환 외, 2008).



- 23 -

구분 친목단체 이익단체 공익단체

유형

스포츠 동호회

취미 동호회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친목회

노동조합

의사회

변호사회

약사회

경제인 연합회

지역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NGO

표 3.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

<출처: 장수찬(2004)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먼저 친목단체는 스포츠 동호회, 취미 동호회,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친목회, 그리고 각종 친교모임 등이 포함되며 공통된 취미나 기호를 공유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목단체의 참여자들은

다른 단체의 참여자들보다 관용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

에 대한 관심보다는 참여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

다음으로 이익단체는 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경제인 연합회

등으로 동종 직업인들 또는 동일계열 종사자들이 이익추구를 위해서 결성

한 조직이다. 이익단체의 참여자들은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권리

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

끝으로 공익단체는 지역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 사

회복지단체,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 NGO 등과 같이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공익단체는 공공

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부나 각종 경제단체, 사회단체의 부정한 행

태 등을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므로 공익단체

는 압력행사, 의사결정 보조, 그리고 조직적 의사 제공 등을 통해서 공공사

회 이익에 도움을 제공한다(Warr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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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결사체의 가치

Fukuyama(1996)는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신뢰가 높은 사

회라고 주장하며 사회자본 형성에 기반이 되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으며, 사회 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결여된 사회는 신뢰가 없는 사

회라고 표현하며 사회 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높은 사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사회자본이란, 사회 공동체 내부의 구성

원들 사이에 협력과 배려 등이 기반이 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

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 등을 말한다(장수찬, 2004; Putnam, 1993,

1995; Serageldin & Grootaert, 2000).

한편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

라, 두 가지 이상 혹은 더 많은 차원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사회구조의 다양한 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구조

에서 행위자들의 특수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자

본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즉 사회 구성원들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제도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공유역할을 하고 신뢰

를 보완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단체나 조직의 의사결정 사항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상묵, 박희봉, 강제상, 2001; Segageldin &

Grootaert, 2000).

이와 함께 Jacobs(2003)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

은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사회는 신

뢰가 조성되어 공동의 문제들을 사회적 욕구로 승화시켜 중앙정부의 취약

한 공공서비스 부분이 개선되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배유일, 2004).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인간교류의 긍정적 가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협

의와 공통된 규범과 가치관 등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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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년도 제 목

안승국 2012 아시아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신뢰와 결사체민주주의

김명숙 2010
결사체의 민주주의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사체의 내·외적 관계 특성

을 중심으로

최종혁 등 2010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형성 탐색: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시대의 과제

유홍준 등 2009 집단참여가 사적․공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박종민 등 2008 한국에서 단체는 민주주의의 학교인가?: 단체참여의 내부효과

김인영 2008 한국 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안승국 2007 아시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을 공동의 목적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공동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된다. 더욱이 신뢰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사회전체로 영향력이 확대되어 협력체계와 사회 통합체

계를 공고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신뢰

감을 획득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시민의식의 함양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양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변화는 사

회통합의 기반이 되고 민주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서현

진, 2010).

다. 자발적 결사체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적인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와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

되었다.

표 4. 자발적 결사체의 국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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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 2006 신뢰의 생성과 정부의 역할

김의영 2005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장수찬 2004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이중적 신뢰구조가 갖는 민주

주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장수찬 2002 한국 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박희봉 등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

한 시도

유재원 2000 사회적 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안승국 1997 결사체민주주의와 정치공동체: 국가-시민사회관계의 대전환 모색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을 분류한 유재원(2000)은 각 유형의 자발적 결사

체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즉 자

발적 결사체는 이익단체, 사회운동단체, 봉사단체, 친목단체로 구분되며 지

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소통역량을 확대시킨다는 점에 커다란 장점이 있다(안승국,

1997).

서구사회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는 혈연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뢰를 구

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연구가 있었다(안승국, 2007). 김인영(2008)은

Fukuyama와 Putnam의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

사체 참여는 사회의 일반적 신뢰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시민참여를 증진시켜 사

회적 연결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서 일반적 신뢰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편 최종혁, 유영주, 김효정(2010)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

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분석을 통해서 신뢰의 형성과정과 자발적 결사체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가 최초에 초기 신뢰

형성구조를 거쳐, 상호 신뢰발전구조를 통해서 안정화된 신뢰구조를 형성

한다는 신뢰형성구조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각 과정은 시간과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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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내부 환경인 역할, 갈등, 태도, 수행, 성과와 자

발적 결사체의 외부환경 등이 속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속성들이 자발

적 결사체의 유지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유홍준, 홍훈식(2009)은 사회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신뢰형성과 공

정성의 인지 등을 통해서 사회의 공적신뢰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사회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우리사회의 사적

연결망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장수찬(2004)은 우리나라의 결사체의 참여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수준과 신뢰구조를 고찰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붕당구조를 발견하고

자발적 결사체 등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여 민주적인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유교문화와

붕당구조와 같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이를 토대로 이룩되

어야 할 시민 민주주의의 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왕식(2006)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 등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

반적인 사회적 신뢰형성 및 확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가 정치적 신뢰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는 견해로 파악된다.

한편 김의영(2005)은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구현하

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사항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

정은 자발적 결사체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폭넓게 연구하여 자발적 결

사체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

여하는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박종민, 배

정현(2008)은 단체참여와 민주주의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단체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사회봉

사 활동이나 민주적인 시민활동이 더욱 왕성하다는 것이며, 다양한 결사체

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다 민주적 시민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

이다. 그리고 김명숙(2010)은 시민들의 결사체 참여가 민주주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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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결사체의 관계적 특성을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특

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결사체의 특성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

여하는 가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박회봉, 김명환(2000)은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는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전체로 신뢰를 확산시킨다고 분석했다. 자유로운 결

사체는 회원들 간의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시키며, 이러한 신뢰적 자산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승국(2012)은 결사체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신뢰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결사체가 시민사회의 정치적 신뢰와 사회

적 신뢰형성에 기여하고 발전시키는 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조직

이나 소집단 내부의 신뢰성을 전체사회로 확산시켜 일반적인 신뢰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전체 사회로의 신뢰성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수가 증가해야 하며,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많아야 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

에 임할 경우에는 사회자본 형성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민주주의

의 발전이 가속화 된다(Paxton, 2002; Warren, 2001). 그러므로 자발적 결

사체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어 수준

높은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Kwak & Shah &

Holbe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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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변화

가. 조직과 조직갈등의 유형

1) 조직의 개념

조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Parsons(1956)는 조직을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회체계라고 설명하였고, Spenser(1996)는 조직이 목표달성

을 위해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Greenberg &

Baron(1997)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이 특정한 목표에 동의하면서 함

께 행동하는 구조화된 사회시스템을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Hackman(1987)은 조직이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구성원들이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체계로써, 하나 이상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

위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재규(1997)는 조직이

란 생물체의 구성체계와 관련된 용어로써 사람들이 공통의 과업을 위해서

구성된 하나의 인간집단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이나 생물학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이라고 정의한다.

위와 같이 2차 집단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며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

로 구성한 사회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조직은 구

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조와 목표를 체계화하고 외부환경에 적응하

며 존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이창원, 최창현, 2005). 그러므로 조직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와 경계가 분명하며, 조직 내부에 구성

원들의 지위, 역할, 규범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조직에 포함되는 단체는 기업, 정당, 학교, 군대, 종교단체, 정부기관

등이며,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조직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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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유형에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 있다.

먼저 공식적 조직은 동일한 목적과 합리성과 능률의 논리를 기반으로 형성

된 조직으로써 제도에 따라서 행위와 규범이 설정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 조직의 특징은 정서적인 유대감 보다는 효율성과 합리성

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구조화된 조직이며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며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조직이 이와 같은 공식적 조직이다. 이

에 반하여 비공식적 조직은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발적 참여 그 차제가 목

적이며 취미, 관심, 기호의 공유 등과 같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시되며 자연

발생적인 조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조직은 내재적 질서

로 유지되며 동호회, 향우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이재규, 1997).

2) 조직갈등의 유형

조직은 다양한 성향과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

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부의 지위, 역할, 규범들 사이에서 이익의 분배, 권한의 강화, 혹은 정서

적 불일치 등의 차원에서 인식의 편차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이성이

갈등으로 확대된다(민경호, 김성수, 2004). 따라서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

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되며,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Amason & Sapienza, 1997).

이렇게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불일치,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 정의된다. 한편, 갈등이란 용어는 학문분야

에 따라서 폭넓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념화

되었다. 먼저 Pondy(1967)는 갈등을 갈등행위의 발생 이전 상태와 연계되

어 있는 개인들의 정서적 상태와 인지적 상태, 그리고 갈등행위 등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Hampton(1987)은 갈등이란 경쟁과 혼동되는 개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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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충돌, 투쟁, 대립, 싸움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Wagner & Hollenbeck(2010)는 갈등에 대해서 개인 간의 혹은 집

단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갈등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 대상들의 견해, 주장, 의지, 욕구 등의 충돌로부터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된다(성양경, 김명언, 2006; Fink, 1968; Wall &

Callister, 1995).

가) 갈등요인에 따른 유형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에 관하여, 이성록(2007)은 목표요인, 정서요인, 역

할요인, 인지요인, 의사소통요인, 그리고 태도요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목표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목표갈등은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구성

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즉, 목표갈등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며, 이때 개인

적인 불만이 즉시 표출되지는 않지만 억압된 욕구가 내재화되어 언제든 표

출될 수 있고, 대립과 충돌 등의 형태로 조직의 존속에 위해를 가할 수 있

다.

두 번째, 정서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서갈등은 각각 구성원들의 상

이한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며, 구성원의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

세 번째로 역할갈등은 역할요인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Kahn(1966)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조직에 속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역할갈등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역할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조

직의 구성원이 책임, 지위, 임무 등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구성원 자신이 역할에 대해 상세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

태에서 역할에 따른 기대와 역할행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역할모호성

에 의해서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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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사람들 상호간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역할다중성으

로 인한 갈등 등이 있다. 그리고 역할 수행자의 업무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역량무능력에 의한 갈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정된 역할을 획

득하기 위한 경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역할경쟁에 의한 갈등이 있다.

네 번째로, 인지요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인지갈등은 각 구성원들의

견해나 의견의 차이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조직의 방향이나 조직이 직면

한 문제 등에 관하여 수단적 가치의 편차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다.

그리고 인지갈등은 구성원들의 인지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문제의 해결방법

이나 과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부터 발생

하게 되는 의사소통 갈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태도갈등은 상

대방의 언어나 행동, 그리고 주장 등에 대한 상이한 관점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도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갈등주체에 따른 유형

주체에 따른 갈등의 유형은 크게 개인갈등과 집단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개인갈등은 다시 개인 내 갈등과 개인 간 갈등으로 분류되며, 집단갈등

은 집단갈등과 집단 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성록, 2007). 먼저 개인

갈등에서 개인 내 갈등은 내면적 갈등의 형태로써, 개인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간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협업을 하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집단갈등에서 집단 내 갈등은 개인수준의 갈등 차원에 따라서

관계갈등과 직무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Jehn, 1995). 집단과 조직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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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관계갈등과 직무갈등은 구성원들의 교류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관계갈등은 구성원들의 취향이나,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을 말하며, 직무갈등은 집단 및 조직 목표에 따

른 행위 불일치가 원인이 되며 업무방식의 상이성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성양경, 김명언, 2006).

우선 관계갈등에 대해서 Jehn(1995)와 Pinkley(1990) 등은 조직 및 집단

의 구성원 간의 감정적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관계

갈등은 집단 및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발생은 집단 내부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

의 긴장감과 적대의식을 조성해 분열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관계갈등은 구성원들의 정서적 측면의 차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대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집단 및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직무갈등은 집단 및 조직의 직무수행, 과업방법, 그리고 과업내용

등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의 상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이성록,

2007). 그러므로 직무갈등이 증폭될 경우에 구성원 간의 긴장과 적대적 관

계가 형성되어 공동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직무갈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

혹 집단 및 조직에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Johnson & Miller, 2010). 한편,

Amason(1996)과 Jehn(1995) 등은 직무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갈등원인을 찾아내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결방안 자체가 직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

한다.

결국 갈등이 집단이나 조직에서 발생할 경우에 구성원들과 집단 및 조직

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어려움과 문제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이상

현, 김민수, 권성우, 2008; Amason, 1996; Jeh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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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형태에 따른 유형

형태에 따른 갈등유형을 구분한 학자로는 Robey & Farrow(1982)가 있

는데, 이들은 갈등을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

직적 갈등은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경력자와 신입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Renwick(1975)은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수직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하급자라고 설명한다.

우선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로,

상황에 따른 상급자와 하급자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

다. 즉, 상급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업무에 대응 하지만, 하급

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

하게 된다. 둘째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력 및 직위, 그리고 정보 및

지식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다. 셋째로, 상급자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갈등이 있다(민경호, 김성수,

2004).

또한 수평적 갈등은 집단 및 조직 등의 동일 위계선상에 있는 구성원들

및 집단 간의 갈등으로 다양한 차별적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성록, 2007). 즉, 이러한 갈등은 구성원 간의 역할 및 권한의 불균형 등

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집단 및 조직의 부서 간의 갈등, 사업의 실

행자와 담당자 간의 갈등,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이질성에 의한 갈등 등이

있다. 여기에서 구성원의 이질성이란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갈등

등이 포함된다(민경호 외, 2004; Kah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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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변화의 개념 및 이론

1) 조직변화의 개념

사회조직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속, 성장, 그리

고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형

태, 구조, 그리고 특성으로 변화해야 한다(장용선, 2011; Ford & Slocum,

1977). 만약 조직이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조직변화의 기회

를 잃게 된다면 조직은 쇠퇴하거나 와해될 수 있다. 또한 조직변화는 조직

의 내부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동 및

태도의 변화, 새로운 목표와 전략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이재규,

1997).

결국, 조직변화란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의 적절한 자원

할당, 힘의 분배, 그리고 조직 내부구조의 변경 등을 통하여 조직 효과성을

높여 조직을 현재 상태보다 더욱 발전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장해미 외, 2006). 이러한 조직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폭넓은 관점과 다양한 사례를 통

해서 조직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2) 조직변화이론

조직변화이론을 살펴보면, 우선 Lewin(1947)은 고전적인 조직변화이론인

체계변화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Miller & Friesen(1984)은 점증이론

(incremental theory)을 주장하였고, Romanelli & Tushman(1986)은 조직변

화를 단속 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Beer(1992)는 변화공식이론을 통하여 조직변화를 설명하였고, Stacy(1992)

는 혼돈이론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론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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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atley(1999)는 과학이론으로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였고, Eisenhardt &

Brown(1999)은 패칭이론(patching theory)으로 조직변화를 이론화하였다.

먼저 Lewin(1947)의 체계변화이론은 조직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3단계

로 구분하여 설명한 조직변화이론이다. 이 이론은 조직발전모델이라고도

하며 변화하는 단계의 이전 단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변

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iller & Friesen(1984)은 조직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발생한

다는 점을 강조하며 점증이론을 주장하였다. 점증이론은 조직변화에 대해

서 조직 하부체계들의 독립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써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

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점증이론은 조직의 하부체계가 점진적

인 조직의 목적, 환경의 대응 등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조직의 변화를 추

진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단속 평형이론은 Romanelli & Tushman(1994)이 주장하였는데,

조직의 변화가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장기간의 안정 상태

를 유지하며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즉, 조직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조직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조직변화체계가 장기간

에 걸쳐 조직 내부에 고착화되어 안정적인 조직발전을 이룬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급진적이고 폭발적인 변화는 조직에 만연된 매너리즘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조직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eer(1992)는 변화공식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의 불만상태에 대한 인식과 조직변화에

대한 비전, 그리고 조직변화를 위한 각 단계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것

들이 조직변화 비용을 초과해야만 조직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변화의 성공은 불만, 비전, 과정이 변화비용 보다 클 때 달성된다는 될

수 있다.

조직변화= (불만 X 비전 X 과정) > 변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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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변화를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불만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써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가

지고 있는 의식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활동을 하며 겪게 되는 각종

부당한 경험들이 불만의식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불만은 변화의 핵

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요소인 비전은

조직의 변화가 달성되었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누리게 될 조직의 긍정

적인 체제이다. 그러므로 비전은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

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조직의 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셋째 요인인 과정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훈련 및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며, 새로운 조직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손실이며, 이러한 손실은 힘,

경쟁력, 관계, 보상, 그리고 동질감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힘은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지위나 권한의 상실을 말하며, 경

쟁력은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지 않아서 발생

되는 차원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는 조직 내부의 일상적인 관계가 변경됨

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편함을 의미하며, 동질감은 조직의 변화가 조직 구

성원들의 역할을 이동시킴에 따라서 동류의식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2012, 지은구).

이와 더불어 Stacy(1992)는 조직이 인과적인 패턴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과 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혼돈이론

을 통해서 조직변화를 설명하였다. 즉, 조직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조직

내부특성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하여 명확한 인식과정으로 판단할 수 없

는 불규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Pascale(1990)은 조직의 불안정성이 새로움

과 혁신을 표출시키고 조직변화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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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직변화이론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달성되는 과정이라고

받아드려지고 있으나 혼돈이론은 이러한 인과적 변화이론을 받아드리지 않

고 조직의 불규칙성과 복잡성을 조직변화의 주요한 특징으로 받아드리고

조직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장, 갈등, 혼동

등은 새로운 조직문화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3) 조직변화모델

조직변화모델들은 조직의 성장 및 발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공통점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연구는 생명주

기모델, 진화모델, 성장단계모델, 그리고 변용모델 등으로 분류되어 진행되

어 왔다(구자원, 이윤철, 2007). 이와 같은 4가지 조직변화모델 중에서 성장

단계모델은 조직의 초기 단계부터 말기 단계까지 경쟁우의 요소를 통합하

여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Chen & Kuo, 2004).

한편, 조직 성장단계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초기 성장단계 이론을 연구한 학자는 Davis(1951)와 Chandler(1962)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성장단계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연구들이다. 그 뒤를 이어 Greiner(1972)는 성장단계를 5단계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Greiner의 연구는 성장단계 연구에 기반을 다

지는 계기가 되었다(구자원 외, 2007; 김영배, 하성욱, 1999). 이러한 조직의

성장단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성장단계의 과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하

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단계 분석과 4단계 분석, 그리고 5단계 분석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조직의 성장단계는 각 단계마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이러한 단계별 과정

은 조직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다(박종수, 1997). 그러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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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조직은 시간이 경과하고 사회환경이 변동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조직의 결성 및 생성 단계는 지속적으로 조직이 유

지되기 위한 첫 단계이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색

의 시간이기도 하다(오석홍, 2006). 이러한 조직성장단계에 관한 기존의 모

델들은 유사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복잡한 사회현상과 조직내부

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현상들을 나타내기도 한다(곽선화, 2002).

먼저 Lewin(1947)은 조직변화모델을 해빙기(unfreezing), 이동기

(moving), 그리고 재결빙(refreezing)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된 변화모델

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해빙기는 조직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데, 조직의 구성원들은 현재의 조직이 불완전하다고 인식

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갖는 시기이다. 즉,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

직의 변화를 수용하고 현재 조직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로 이동기는 조직이 변화되는 단계이며 조직을 변화시키

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조직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수정하

며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단계로써, 조직 내부의 불만, 비난, 갈등,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변화의 명확한 가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결빙 단계는 이동기 조직변화 체계가 조직 내부에서 수용되

어 고착화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조직의 변화체계가 조직 내부에 고착화되

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화된 조직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지원 받아야 한다(장해미 외, 2006).

이와 함께 Lippit & Schmidt(1967)도 조직변화모델을 3단계로 나누어 설

명하였는데, 생성기와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최초 단

계인 생성기는 조직이 출현하여 결성되는 시기로써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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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성장기에서는 조직이 조직화를 통해 안정화되고 조직의 성장

을 위해서 수행력이 향상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성숙기는 조직이 사회

의 외부환경에 적응하여 성과를 달성하는 단계로써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

여 주변사회와 조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로 불 수 있다(이수도,

정기억, 2001).

그리고 Greiner(1972)는 조직변화가 창조기, 지시기, 위임기, 조정기, 그리

고 협력기 등의 5단계를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reiner는 조

직의 구성원 중에서 역할과 지위 등의 권한이 적은 구성원들도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에서 권한이 많은 구성원들에

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변화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Brager & Holloway(1978)도 5단계를 통해서 조직변화모델을 나타

내었는데, 초기 사정단계, 변화의 장소설정 단계, 변화시도 단계, 변화실행

단계, 그리고 변화고착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변화에 성

공하기 위해서는 연합세력을 조직화하고 반대세력을 중립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지은구, 2012).

그리고 Churchill & Lewis(1983)는 조직의 성장단계를 존재, 생존, 성공,

도약, 성숙 등의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Miller & Friesen(1984)은

16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 회복기, 그리고 쇠퇴기의 5단계로 기업의 성장단계

를 분류하였다.

한편 Cameron & Quinn(1983)과 Kazanlian(1988) 등의 학자들은 조직성

장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 먼저 Kazanjian(1988)은 조직성장단계가 개

발기로부터 시작되어 상업화기를 거쳐, 성장기와 안정기로 마무리되는 4단

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Cameron & Quinn(1983)은 기존의 학

자들이 제시한 조직생애주기 모형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창업자 중심단계, 조직화단계, 형식화 및 안정화단계, 그리고 조직

의 정교화단계 등의 4단계모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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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업자 중심 단계는 조직의 내부 자원을 획득하고 리더십과 창의

성 등을 발현시켜 조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이다. 둘째로, 조직화 단

계는 조직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시기이

다. 셋째로, 형식화 및 안정화 단계는 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규범과 규칙을

세밀히 적용하여 조직을 통제하고 구성원들의 역할행위를 철저히 규정하여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조직의 정교화 단계

는 조직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적절

히 배치하는 단계이다(김인수, 2007).

그리고 Patti & Resnick(1985)는 조직변화에 있어서 변화단계와 지도력

에 따른 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획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

등의 3단계로 조직변화모델을 나타내었다. 먼저 기획단계는 조직변화를 위

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단

계이다. 두 번째인 실행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획한 사항들을 실

행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는 변화를 추구했던 행동들에 대

한 수정, 보완, 유지, 폐기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또한, Kettner, Daley & Nichols(1985)는 조직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직변화모델을 9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변화기회

확인단계, 변화기회 분석단계, 목표 설정단계, 구조화단계, 자원 계획단계,

실행단계, 검토단계, 평가단계, 그리고 안정화 및 재평가단계 등으로 구분

하였다. 이와 같은 각 단계들은 독립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원형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Beckard & Harris(1987)의 조직변화모델을 5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하였는데, 변화욕구 결정단계, 미래상태 규정단계, 현상태 확인단계, 미래

의 관점으로 현상태 평가단계, 그리고 전환기 상태 조정단계 등으로 분류

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은 조직변화의 주요 맥락으로 현재, 미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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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는 조직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래 상태는 조직의 변화되어 갈 방향을 설정하

는 단계이다. 그리고 전환기 상태는 조직이 현재 상태에서 미래 상태로 발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행동과 관련 사항들을 말한다(지은구, 2012).

또한, Prochaska, Norcross & Diclemente(1995)는 인간의 변화를 위한 6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행동의 단계별 변화는 인간의 인식

전 단계, 인식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그리고 종결단계로 분류

되어 변화된다고 설명한다. 이 단계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단

계가 다음단계로 나아가는데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인간변화단계를 조직변화의 단계로 해석한다면 결국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

직도 사전 숙고, 숙고, 준비, 행동, 유지 그리고 종결의 단계를 거쳐 변화한

다고 생각할 수 있다(장해미 외, 2006).

4) 조직변화에 따른 저항

일반적으로 조직변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의

식을 표출하게 된다(이재규, 1997). 왜냐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변화

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직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조직의 문화에 적응하고 있던 구성원들도 새롭게

변화될 조직의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

들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수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

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조직변화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조직변화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변화

에 대해서 반발하고 조직변화에 저항한다.

우선 Gaber & Oster(1998)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변화에 직면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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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타내는 부정의 반응을 부정, 저항과 분노, 절망에 의한 탈출 시도, 동

화, 그리고 수용 등의 5단계로 분류하였다. 첫째, 부정 단계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변화가 그들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시기이다. 둘째, 저

항과 분노의 단계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변화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을 인지하고 저항감과 불쾌감을 표현하는 단계이다. 셋째, 절망에 의한 탈

출시도 단계는 구성원 자신들의 입지가 조직내부에서 위태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조직 내부에서 부여된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단

계이다. 넷째, 동화 단계는 구성원들이 조직변화의 타당성을 수용하고 변화

된 조직 환경에 적응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수용 시기는 구성원들이 조직변화의 긍정적 측면

을 받아드리고 변화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단계이며, 조

직변화 초기에 가지고 있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닫

는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은 조직변화에 대해서 초기에는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저항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의 변화를 긍정적

으로 받아드리고 변화된 조직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지은구, 2012).

한편, Lewin(1947)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

확히 설정한 다음, 목표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방해가 되는 요인을 확인하

여 어떤 요인을 강화시키고 어떤 요인을 약화시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역장

분석기법을 최초로 고안하였다. 그리고 Lewin은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확대하는 것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라고 설명한다. 또한 조직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의 변

화를 추구하며 개선시키기를 원하는 추진세력(drivers)과 조직의 변화에 반

대하는 저항세력(resisters)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추진

세력과 저항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조직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

고, 조직은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지은구, 2012; Lewin,

1951; Proeh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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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조직변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진정한

조직변화의 필요성 깨닫고 적극적으로 조직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현창혁 외, 2012; Klein & Sorra, 1996). 따라서 조직변화의 주도자는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조직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

직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다양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준

비의 일환으로 조직변화를 시도하는 변화의 주도자는 조직의 변화에 대한

계획과 조직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시

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

변화의 전 과정에 걸쳐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구성

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또한 저항 가능성이 있는 구

성원들과 사전에 협상함으로써 갈등과 저항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야하고, 조직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5)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

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환경, 전략, 기술, 구성원, 규모 등의 운영체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조직의 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결정된다(이창길, 최성락, 2012;

Weber, 1974). 이러한 조직의 구조는 구조적 차원과 구조화 차원으로 구분

되는데 구조적 차원은 규모, 계층범위 등을 의미하며, 구조화 차원은 복잡

성, 공식화, 집권화를 의미한다(Mintzberg, 1987; Zaltman, 1973).

먼저 조직구조의 구조화 차원에 대해서 Robbins(1983)는 우선 복잡성을

통해서 조직의 분화정도를 나타내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그리고 공

간적 분화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공식화는 규정, 업무절차, 명령,

그리고 정책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식화의 정

도가 높은 조직에서는 직무활동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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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화는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며 집권화가 강할수록

획일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높다(민진, 1998; 양창삼, 1992; 정우열, 박

은미, 2006).

그리고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 그리고 공간적 분화에 대해서 살펴

보면, 수평적 분화는 조직단위 간의 수평적 분화정도를 의미하며,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계층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간적 분화는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가 확대된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Robbins, 1983).

수평적 분화에 대해서 Blau(1973)과 Robbins(1983) 등은 조직 구성원들

의 지향성과 과업의 성질,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단위부서들 사이의 분화정도라고 설명한다. 즉,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화 정

도가 업무구조에 따라서 분화되는 것이 수평적 분화이다. 이와 같은 분화

는 조직 내부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필요한 과업, 직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의 전문화와 부분화가 증가하여 조직화

가 강화될수록 수평적으로 분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평적 분화는 하나의 조직이 업무의 유사성 또는 연계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영선, 2010).

그리고 조직의 복잡성이 강화 될수록 조직의 수직적 분화도 증가하게 되

는데, Robbins(1983)는 수직적 분화를 조직구조의 상․하 수직적 계층의

깊이로 설명하였다. 또한 Hall(1982)도 조직 내부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

면 조직의 계층적 분화가 심해지고 조직 내부의 권력층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는 연계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며 조직의 업무가 세분화되고 업무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분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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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변화 관련 선행연구

최근 조직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조직변화 단계에 대한 연구, 조

직변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 조직변화와 리더십에 관한 연구, 조직변화와

구성원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 구성원들의 감정을 연구한 조직변화 연구,

그리고 조직변화와 저항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조직변화 단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Weick & Quinn(1999)은

조직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행위의 특정한 패턴, 리듬, 그리고 비율 등

을 이해하기 위한 변화의 속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조직의 일시적인 변화가 해동기(unfreeze), 이동기(transition), 재결빙기

(refreeze) 등의 연속성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연속적인 변화는 결빙기

(freeze), 재조정(rebalance), 해동기(unfreeze)의 순서를 따른다고 보고하였

다.

그리고 March(1981)는 다섯 가지의 사항을 통해서 조직변화를 설명한다.

우선, 조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변화는 단일 유형

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조직의 변화는 다소 안정적인 과정에 따

라서 발생하며 변화이론은 과정들의 안정성 또는 그것들이 생산하는 변화

를 강조한다. 셋째로, 조직변화 이론은 조직행동이론과 이론적으로 다른 것

이 아니라, 단지 기술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조직변화는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한다.

넷째로, 비록 환경적 상황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지라도 대응은 혼란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은 합리성과 불합리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조직의 비합리성은 의식적인 전략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

경영 인센티브, 상징적 행동, 모호성, 그리고 느슨한 결합과 같은 조직의

특이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직변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Tsouk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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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2002)는 변화를 조직생활의 일반적인 환경으로 간주하고 조직변화를

설명한다. 즉, 조직이 변화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야 하며, 이때 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경험을 수

용 할 수 있는 신념과 행동의 습관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는

인간행동에 있어서 고유한 영역이며, 조직은 인간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화

시키는 장소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조직에서 인식적 표현을 특별하게 제도

화하고 발현시키는 인간행동의 본질적인 행위가 나타나며, 조직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 구성되며, 변화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직들이 직면하는 정치, 규제, 그리고 기술적 변화들에

의한 복잡성이 근본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사항이 조직

변화의 중점적인 연구 과제였다. Greenwood & Hinings(1996)는 이론의 초

점을 조직의 상황과 조직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여기며, 새로운 제도이론의

관점을 통해서 조직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각 조직들이 조직의 제도적 특성을 통하여 수용하는 보유, 채

택, 그리고 폐기 등의 사항으로 조직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Bauer & Bender(2004)는 독일의 고용주-고용인들을 대상

으로 노동자의 유동성에 대한 총작업의 조직적 효과와 기술적 효과를 연구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직변화는 숙련 편향적인 방향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 즉, 숙련 노동자는 고용패턴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중간 단계의 노동자의 고용패턴은 일자리 소멸 및 분리 비율

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Nikolowa(2010)는 기업을 위한 선택변수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

라서 조직의 구조가 발전하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에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할 때, 기업들은 조직을 보다 적은 위계수준

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조직변화는 숙련된 구

성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임금 프리미엄 등의

증가를 통해서 직업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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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Janod & Saint-Martin(2004)는 선별적 짝짓기(selective

matching) 방법을 적용하여 고용, 주식, 부가가치, 요소생산성 등의 인과적

영향력을 통해서 조직변화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1997년에 프랑스의

2,404개의 제조업체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생산요소를 증

가시키지 않더라도, 노동 및 자본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개편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ahl(2011)는 조직변화와 직원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변화가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보고하

고 있으며, 조직변화에 대해서 직원들이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논점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덴마크의 1,517개 조직에

서 근무하는 92,860 명의 직원이었으며, 스트레스 관련 의학처방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화가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조직변화를 경험한 직원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약물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은 직원의 경우에

는 이러한 사례가 증대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변화

가 직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감정을 연구한 대부분의 조직변화 연구들은 단편적인

사건으로써 구성원들의 변화와 감정을 분석하였는데, Klarner & By &

Diefenbach(2011)는 조직변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감정적 측면을 연구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전체의 조직변화가 전개되는 과

정에서 구성원들의 감정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공했다.

그리고 조직변화와 저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Furst & Cable(2008)

은 조직변화의 상황에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전술과 직원의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귀인이론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계들이 리

더-구성원 교환관계(Leader Member Exchange: LMX)에 의해서 적절히

조절되는 방법들과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전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에 관한 가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경로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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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관리자가 사용하는 영향력의 유형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장

점을 제안했다.

또한 Piderit(2000)의 연구도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연구로

써, 다차원적인 태도에 따라서 변화에 개별적인 대응을 개념화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잠재적인 쇠약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적인 요구와 변화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에 의한 조직요구 사이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상향식, 또는 평등주의 등

을 통한 제안이 변화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변경에 대한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직원대응의 전개사항을 검

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Chiang(2010)은 호텔의 조직변화에 변화도식을 적용하고 조직변화

의 결과와 선행조건을 조사하여 직원변화에 따른 저항의 잠재요인을 연구

하였다(Okumus & Hemmington, 1998). 이 연구는 대만의 246개 호텔의

프런트라인 직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직변화 도식은 돌출, 충격, 의미, 의의, 그리고 제어 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및 훈련을 시키지 않고 단지 의사소통

만으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조직변화

자체의 본질은 조직변화와 조직몰입 두 방향으로 직원의 태도에 크게 기여

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호텔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걱

정하고 있었으며, 호텔의 관리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해야

하며 매우 신중하게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Battilana & Casciaro(2013)은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실시한 조직변화 계획의 68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의 주도자가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연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인

관계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변화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영향력 있는 기회주의적 성향의 구성원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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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인해야 하며, 이러한 유인활동이 조직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거부

하는 영향력 있는 저항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조금 벗어

나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Tavakoli(2010)는 조직변화가 저항과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이

두 가지 현상은 조직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조직변화와 변화에 대한 저항 사이에 중간 매개가 스트레스라는 관

점으로 조직변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저항은

조직변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반응이며 변화의 수행 중에 사람들이 경

험하게 되는 일로써, 구성원들의 저항을 허용하거나 조직변화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이 모델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저항을

감소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건강한 상

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직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 조직변화가 그들 자신

의 행동을 수정하고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은 변화

에 대한 이유가 의식적이고 강제적으로 받아드려지기 이전까지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사람들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상태를 인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며 지속적인 조

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확성, 시간, 지원,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

다(Hen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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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변화와 관련된 이론적 자원

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하는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은 인간이 타인과 사회

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부의 자극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피동적인 존

재가 아니라, 타인 또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부객체의 의미를 파

악하고, 그러한 외부의 객체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해석하여 행위하는

존재로써 인간을 파악한다(양해림, 2011).

이와 같이 실용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의

의식과 행위가 사회구조를 통해서 형성되며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소로써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에서 생존하는 개인들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변화의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이러한 인간행위에 대한 해석은 결정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의 재생산의 주체로서 인간을 인식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손장권, 1994).

1) 상징적 상호작용의 개념

사회학의 거시적 관점에 대비되는 개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

회와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학자로

는 Georg Simmel(1858-1918), Max Weber(1864-1920) 등이 있으며, 이들

은 미시 사회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강수택, 1996). 그리고 이러한 미시

적 관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반을 마련한 학자로는

William James(1842-1910), John Dewey(1859-1952), Charles Horton

Cooley(1864-1929), George Herbert Mead(1863-1931) 등이 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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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해석하였

고,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과 집단,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

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먼저 Mead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켜 이해하고자 했던 기존 사회학의

학문적 조류를 탈피하고 개인과 사회를 결합시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

론화한 대표적이 학자이다. 이와 같이 Mead가 상징적 상호작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학문적인 영향을 미친 학자로는 James, Dewey, 그리고

Cooley 등이 있다.

먼저, 자아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심리학자였던 James는 인간이 타인

과 사회에 자신의 상징을 나타내고 대상들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확대해

나가며 대상으로 부터의 반응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자아(self)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Cooley(1909)는 타인과 사회가 자신

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가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평가

와 유사한 존재로써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울자아(the looking glass

self)의 개념을 제시하였다(권민혁, 2010).

그리고 Dewey는 실용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인간의 적응 과

정을 강조하였다. Dewey(1922)는 경험하는 것과 경험을 하며 겪게 되는

것(doing and undergoing)을 규정하며 인간이 이와 같은 환경과 상호작용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능동적 작용과 수동적 작용을 명확히 한다. 즉 이것

은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환경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험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징

으로 발휘되는 추측(inference)을 강화시킬 수 있다. Dewey는 추측이 축적

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겪게 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성적 지성의

주된 요소로써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장원석, 2011).

결국, James, Colley, 그리고 Dewey 등의 사상은 Mead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사회와 인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미시적인 학문적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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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은 상징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형성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Mead는 변증법, 정신과학이론, 자아의 대한 연구, 그리고 몸짓의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이론과 학문의 경험적 접근방법, 그리고 실용주의 사상을 통

합하여 자신의 사회 심리학을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통합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중요한 개념인 인간 자아의 행위가 곧

상징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자아는 타인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서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Mead는 인간정신의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인간이 자아를 통해서 다른 행위자들 또는 객체

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객체화하여 상징

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유영옥, 2008). 그리고 Mead는 상징

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Coser, 1971).

그러므로 사회심리학자이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체계화한 Mead(1934)

는 사회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체제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사고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행동하는 개인을

설명하였다. 결국 Mead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상징들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개인은 타인 또는

사회집단과 상호작용할 때, 적절한 행동유형을 모색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

게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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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의 의미

상징(symbol)의 어원은 고대 희랍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을 때, 먼 훗날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건, 또는 물체를 둘로 나누어 갖고 미래에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물체의 짝을 맞추어 본다’는 희랍어 동사

‘symbolism’으로부터 상징(symbol)이란 단어가 유래되었다. 이렇게 나누어

진 두 물체는 두 사람이 그들 자신임을 나타내는 인식의 증거로써 정체성

(identity)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된다(유영옥, 1990). 그리고 이러한 상

징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의미로써 해석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

이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표현된다(Turner, 1978).

상징에 대한 개념적인 도출은 기호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호학 연

구의 토대를 확립한 학자로는 Ferdinand De Saussure(1857-1913)와

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등이 있다. 먼저, Saussure는 언어학

을 통해서 기호학을 발전시켰는데, 기호(sign)가 인간의 사고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

사소통의 수단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Saussure는 기호학이 기표

(signifier)과 기의(signified)의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기표와 기

의가 결합하여 기호학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기표는 실체적인 형

식으로써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기의는 기호를 표현

하는 관념적 표현을 의미한다. 결국 Saussure는 언어를 기초로 한 기호학

을 통해서 사회, 문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백정민, 허범팔, 2011).

반면에 Peirce는 언어를 통해서 기호학을 발전시킨 Saussure의 기호학을

넘어서, 기호학의 범주를 확장시켜 나갔다. 즉 새로운 차원의 기호학에 대

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학문적 노력을 인하여 기호학의 대가로서 자

리매김하게 된다. Peirce는 경험을 기호학의 주된 요소로 받아드리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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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기호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하고, 기호가 없는 사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Peirce의 기호학은 현상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식론을 발전시켜 나간다(김성도, 2006).

기호학의 구조에 관하여, Saussure는 기표와 기의의 이중적인 구조로 설

명하였으나, Peirce는 기호가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그리

고 해석체(interpretant)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상징(simbol)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지표(index), 신호(signal), 유상

(icon) 등을 개념화했다.

먼저 표상체는 기호 그 차제를 의미하며, 기호가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

현형태를 말한다. 두 번째로 대상체는 표상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로써, 다

른 객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해석체는

기호를 인지하였을 때 그 기호를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호에 대

한 해석이며, 따라서 해석체에서는 객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

질수 있다(Cobely, 2001). 그리고 Peirce는 범주에 관여하는 관점에 따라서

기호를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적인 교류와 협의에

의해서 생성된 기호로써 자의적인 특성을 지닌 상징은 대상체 속하며 삼차

성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백정민, 허범팔, 2011).

한편, 상징에 대해서 Whitehead(1928)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써 언어, 기호, 그리고 과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기호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미지를 기억하고,

객체를 지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상징

작용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상징은 직접적인 사물 또는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객체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개념작용에 의해서

표현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인간에게 욕구와 감

정, 그리고 정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행동을 발현

시키게 된다. 결국 상징은 표면에 나타나는 대상 자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주관적이고 경험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써 인간이 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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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환경적 맥락을 기반으로 해석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로 표현될 수

있고 욕구, 감정, 정서를 일으켜 행동을 지향하도록 하는 행위, 물체, 언어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유영옥, 2008).

그러므로 상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의 특

징은 표층 내면의 의미들을 포함하게 된다(Urban, 1951). 우선 상징은 지

시하는 객체 자체가 될 수 없다. 즉, 상징은 표현되지 않는 불확실한 지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둘째, 상징은

이중적 참조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징은 객체에 대한 의미와 그 의미에

의해서 파생된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징이 객체

에 대한 참조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상징으로써 작용하지 않으며 단

지 기호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상징은 진실과 허구를 모

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상징이 어떠한 객체 또는 지시물을 나타내야 하

고, 또한 선명하게 객체 또는 지시물을 표현할 수 없는 특성으로부터 기인

한다. 따라서 상징은 실재적인 것과 실재적이지 않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

게 된다. 넷째, 상징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객체를 객체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의미를 표현하고, 또한 인간

의 의식에 의해서 발현되는 객체의 의미가 표현된다는 점에서 상징의 이중

성을 설명할 수 있다(유영옥, 2008).

그러므로 상징은 기호와 같이 하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의미로써 작용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징은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와 명백한 표현상의 어

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징의 특성 때문에 상징은 원천적 해석을

위한 중요한 인간정신의 보고로써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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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와 행위

Mead(1934)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아

(self)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회에서 인간이 타인에게 특정한 행

동을 나타낸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자신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객체에

대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객체화하여 자신의 행

동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격려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인

간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으로써 작용하는 자아에 대한 Mead의 통

찰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자아의 발생에 대해서, Mead(1934)는 인간이 유년기에 타인의 역할과 타

인의 관점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함에 따라서 자아와 의식이 발생한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Mead는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를 구분

하고 행동의 주체인 주체적 자아(I)와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객체

적 자아(Me) 사이의 관계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Mead는

이러한 자아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활동

과 살아가는 동안 습득된 경험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주체적 자

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조화를 통해서 완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Mead는 인간의 행동을 발현시키는 관점에서 주체적 자아(I)의 개

념을 강조하고, 객체적 자아(Me)는 인간의 행동에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주체적 자아(I)

와 객체적 자아(Me)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Mead의 이론에서 인간의 자아는 개인들의 개별적인 특수한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영

옥, 2008).

한편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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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는 내면적 사고행위를 의미하는 역할담당(role taking) 과정이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역할담당 과정은 타인들과의 역할관계 속에

서, 개인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한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역할담당 과정은 개인에게 자아를 형성

시켜 주는 과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아는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할담당 과정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Coser, 1971).

그러므로 역할담당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사회 구

성원으로써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단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재적 작용

과정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담당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타인들의 의식을 자신에게 반영하고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개인은

사회의 관점을 내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역할담당 과정, 즉 개

인의 의식 내면화, 또는 성찰적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의식을 반영할 수

있다(손장권, 1994).

일반적으로 역할담당과 자아형성 단계는 준비단계, 놀이단계, 게임단계,

그리고 일반화된 타자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권민혁, 2010; Charon,

1998).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유년기의 아이들이 부모 또는 주변의 타인들

을 특정한 의미없이 모방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아이들이 부모 또는 타

자의 행동과 역할을 따라함으로써 역할담당에 대한 성향이 시작되는 시기

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발생하는 놀이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역할을 모방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무조건 타인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들을 담당해 봄으로써 실질적

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아형성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아이들은 명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단계는 여

러 역할들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이 어려운 시기이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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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단계에서 아이들은 일반화된 타자로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

로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체

계적인 자아를 정립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체성이 형성됨에 따라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적합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내적인 행동지침을 마

련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타인의 역할을 취하여(taking

the role of the other)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학습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습득된 사회적 자아의 개념을 정립하고 타인이 자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로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로서 자아 정체성을 발전시킨

다. 마지막 단계는 일반화된 타자단계이다.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의 개념은 개인이 타인과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조직화된 경향을

받아드림으로써 보다 성숙한 자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일반화된 타자가되어 그들이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 그

리고 규범 및 다양한 가치들을 체계화하고 내재화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자

아를 발전시키게 된다(Coser, 1971).

한편,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진리는 인간의 욕구, 의지,

경험 등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지식과 행동은 연계

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Mead가 바라보는 행위의 관점은 단

지 외부의 관찰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개

념 즉 지각, 정서, 욕구, 가치, 태도, 의식, 역할, 반성 등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다(Cook, 1977).

이와 더불어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위해서는 사회적, 역

사적, 그리고 심리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행위를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특

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oser, 1971). 이런

점에서 Mead는 행위에 대해서 정신을 부정하는 측면 즉, 사고와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정신을 행위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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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011).

그리고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주어진 객체들을 해석하고 객체들에게

주관적인 의미를 이입함으로써 주어진 객체들에게 상징성을 부여한다. 그

리고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객체와 의미를 상호교환하는 과정이며 상징을

매개체로 하여 상호작용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적 상

호작용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들을 전제로 상징을 통한 교환과정을 해석

하는 것이며, 적절한 행위를 시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Coser, 1971).

한편 Mead(1934)는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조직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자

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단순한 행동의 표출이 아니며, 이것은 상징을 통해

서 발현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즉, 사회조직 내부의 개인이 조

직의 구성원들에게 언어로써 특정한 상징을 표현할 경우에 그러한 상징은

구성원들이 취해야할 태도와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구성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개인과 그러

한 통제를 받아드리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된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다

(양해림, 2011).

결국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

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출현한 상징은 객체나 관념 자체가

아니라 객체와 객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

인은 이러한 상징을 모태로 하여 타인 또는 사회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며, 개인이 외부의 기대에 의한 행동이 발현되었을 때, 의미의

공유가 형성되어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위는

개인 그 자신을 넘어서 타인 및 사회집단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서 영향을 주고받는 폭넓은 사회적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 상호작용의 이론적 개념을 종합해 보면 개인

들의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유영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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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르디외의 장이론

Pierre Bourdieu(1930-2002)는 Karl Marx(1818-1883)로부터 비판적 관점

에 의한 계급과 자본,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의 개념을, David Emile

Durkheim(1858-1917)에게서는 객관주의적 방법론을, 그리고 Max

Weber(1864-1920)로부터는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상징에 의한 행위 등과

같은 사회 이론들을 받아드려 자신의 사회이론을 체계화했다. 그리고 이러

한 학문적 체계화를 토대로 Bourdieu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에게

사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형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사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학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강명규, 이상규, 2011; Bonnewitz, 1997).

그러므로 Bourdieu는 자기성찰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기존학문에 대한 비

판은 물론, 자신의 사회학 이론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비판적 태도를 취하

며 성찰적으로 사회학을 연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학의

접근방식을 통해서 사회연구에 대한 인식을 행위와 구조의 관계로써 국한

시키지 않고,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권력과 지배구조의 기전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기전에 의해서 발생

되는 것이 계급차별화의 재생산 구조라고 주장한다(현택수, 2010; Bourdieu

& Wacquant, 1992).

1) 장의 개념

장(field)이란 고대 인도와 유럽에 걸친 지역에서 쓰던 언어로써, 구분된

토지 등을 의미하는 ‘pel’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하였다. 이러한 장의 개념은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나, Ernst

Cassirer(1874-1945)의 사상을 통해서 Kurt Lewin(1890-1947)은 장(field)

의 개념을 사회과학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Lewin의 장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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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ourdieu의 장이론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와 함께 Norbert

Elias(1987-1990)의 사상도 Bourdieu가 장 내부의 기전을 해석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안지호, 2011; König, 2003)

우선 Cassirer(1923)는 인간을 ‘상징적 동물’로 표현하고 인간이 창조해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의 선

험적 지식과 관념적 형식에 의해서 생성된 상징은 인간 정신의 표현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Cassirer에 따르면, 인간은 살아가는 사회적 영역들과

문화적 영역들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해석적인 작업을

통해서 유기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대해 나간다. 따라서 인

간은 의식을 통해서 흡수한 경험들을 체계화하여 의미에 대한 구성을 조직

화 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Cassirer는 이와 같은 학문적 궤적

을 통해서 인간이 생산해낸 다양한 구조들은 시대에 따른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지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신응철, 2008).

또한 Lewin은 Cassirer의 학문적 성찰을 자신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장이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다. Lewin은 집단에 대해서, 유사한 사람들

이 결집을 이루고 있는 집합체가 아니며, 유기적인 심리적 상호작용을 이

루고 있는 전체로써 표현한다. 그리고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은 집단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집단 전체

는 구성원의 합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행

동은 장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집단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집단이 개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Lewin은 행동(behavior, B)과 개인(person, P), 환경

(environment, E), 그리고 생활공간(life space; L, S) 등이 역동적인 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을 통해서 장이 전체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Lewin은 B= f(L*S)= f(P*E)라는 행동 방

정식을 구성하고 상호의존적인 변인들로 구성된 장이론을 발전시킨다(박병

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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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lias(1939)는 한명의 개인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의 형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다수의 사람들이 왜, 복종행위를 하게 되며, 다수가

왜, 그러한 복종심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기전을 해석하고자 학문적으로 노

력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Elias(1969)는 궁정

사회의 권력현상을 토대로 인간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이러

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의 변화에 의해서 발

생하는 핵심적인 사회변화의 근원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화 작업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문명화 이론이며, 이 이론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결합시키기 위한 학문적 시도를 감행하여 사회를 단

지 개인들의 결집을 통해서 구성된 집합체로 인식하지 않고 결합태

(figuration)의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의 결합을 설명한다. 그리고 Elias는

이러한 결합태를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경쟁과 독점이라고 설명하

며, 권력에 의해서 경쟁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Elias는 독점에 의해

서 형성된 권력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을 통해

서 결합태의 권력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이영림, 2006).

이와 같이 Bourdieu는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개념을 받아드려 장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확립하였다. 먼저 Bourdieu(1994)는 사회를 개별적인 장

(field)들이 모여서 구성된 다차원적인 위치공간이라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각각의 장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장들

은 개별적인 특수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

수한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들은 사회

적 환경, 즉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의

권력관계에 포함되어 구성된다(이소영, 2011).

그리고 Bourdieu(1994)는 비결정론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기능

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장에서는 투쟁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장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장의 경쟁에서 지배권

을 독점하려는 개인들과 장의 지배권을 새롭게 점유하려는 신참자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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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김동일, 2010). 또한 Bourdieu(1984)는 아비

투스, 자본, 실천행위 등을 통해서 장을 설명하는데, 아비투스와 자본에 의

해서 형성된 요인이 장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실천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체계화한다. 즉 이러한 이론을 ‘(아비투스×자본)+장= 실천행위’라는

공식을 통해서 표현한다(강명규, 이상규, 2011).

또한 Bourdieu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자본에 대한

해석이다. Bourdieu는 자본을 사회의 경제적 단위만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

니라, 사회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폭넓은 개념으로 파악했다. 따

라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행위자들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본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자본은 행위자

들이 의도하건, 또는 의도하지 못하건 간에 행위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며,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김정효, 2012). 그러므로

자본은 집단과 계급에 속한 행위자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유

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본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격증, 학위 등과 같은 학력자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하는 사회자

본, 그리고 명예, 위신, 의식 등이 포함되는 상징자본이 있으며, 문화자본은

차별화된 상징자본과 학력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자본 중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비중에

따라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상대적인 위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최종철, 2006).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은 표현되는 형식과 행사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실

질적인 자본의 가치에 대한 진실이 장 내부 행위자들로부터 오인된다. 그

리고 상징자본은 자본이나 지식 등이 오인이나 인정과 같은 문화형태를 통

해서 상징적으로 받아드려진 경우이다. 또한 자본들은 장 내부의 행위자들

로부터 그러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상징폭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장 내부

의 행위자들로부터 인정된 자본은 공식적으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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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드려지게 되고, 이러한 상징자본을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행위자

들은 장 내부에서 지배력과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이소영, 2011 재인용;

Swartz, 1997).

또한, Bourdieu(1979)는 상징자본이 사회의 영향에 의해서 내재화된 인지

능력으로써 아비투스의 개입이 선행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 상징자

본은 집단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권력이나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

는 행위자들이 지배권력을 드러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

다(최종철, 2006).

상징자본을 통해서 형성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조화는 사회의 불평등

과 사회의 위계체제 모순을 합리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상징자본에 의해

습득되는 상징권력은 물리적 폭력과 강압적 행위에 의한 통제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성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피지배자들

이 상징폭력에 의해서 자발적인 복종과 종속행위를 받아드린다는 점에서

상징자본은 상징권력의 수단으로써 작용하며 상징질서를 유지시킨다고 볼

수 있다(이소영, 2011).

한편 Bourdieu(1980)는 장 내부의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

거나 새롭게 지배력을 점유하기 위해서 투쟁행위를 하게 되며, 더 많은 자

본을 획득하거나 중요한 자본을 재정의 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실

천적 전략을 구사한다고 설명한다(김동일, 2010; 이상길, 2001). 그러므로

장은 지배력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행위자들 간의 경쟁과 대립이 발생

하는 공간이며, 따라서 장은 행위자들이 지배권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본

을 생산하거나 자신들이 확보한 자본을 부각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위

계의 상층부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의 공간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장으로써 기능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도 이러한 갈등

과 투쟁, 그리고 지배의 체계가 작용하며 야구 운동기능 및 상징자본에 따

른 계급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Bourdieu의 장이론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따른 조직분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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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의 특성

Bourdieu(1970)는 사회를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장(field)이라는 용어를 생산한다. 이러한 장은 사회적인 힘, 권력, 그리고

영향력 등의 연결망으로 정의된다(이소영, 2011; 하태환, 1999; Bourdieu,

1996). 즉, 장은 계급관계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개인들의 행위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장의 내부에 소속되어 위계서열 및 지위에 배속되는 개

인들의 행위들로 인해서 구조들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권헌수,

이종영, 2011).

그러므로 장이란 객관적인 힘과 권력들에 의해서 구조화를 이루고 있으

며, 이렇게 구조화된 체계는 독특한 역학관계를 지닌 형태로 설명될 수 있

다(이상길, 2002; 이소영, 2011).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장들은 그 장만이

나타내는 특수성과 내부성향 등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고 장 내부의 자정

작용 등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Bourdieu(1984)는 이러한 장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력과 압력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장의 특성 및 고유성에 의해서 상

징적 표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Bourdieu는 이러한 장들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인류의 역사가 장의 구조와 행위자들의 아비

투스 속에 내재화되어 사회의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표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소영, 2011).

그러므로 장의 내부 위치에 따라서 행위자들의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며,

특정한 위치에 따라서 위계적 단위들의 경쟁과 투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의 특성과 행위자들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ourdieu는 학문, 예술, 정치, 종교 등의 다양하고 다원화된 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러한 장들로부터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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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사회에서 기능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들은 각각 장의 특수한 투

쟁목표와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장으로 환원되지 않

으며, 각각 특수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최종철, 2006). 즉, 사회공간에 중첩

되어 있는 각각의 장들은 독립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특수성과 자율성을 내

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동일, 2010).

둘째, Bourdieu(1994)는 위치에 따른 행위자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객관적 관계의 망으로써 장을 정의하였

다. 그러므로 위치공간이라는 측면에 의해서 장을 설명할 때, 장 내부의 다

양한 위치에 따라서 행위자는 그 위치에 따른 적합한 사고와 행위 등을 표

현하게 되며, 장 내부에서는 위치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입장공간이 발생

하게 된다. 그리고 장을 이러한 행위자의 위치와 입장의 관점으로 볼 때,

행위자는 단일한 조건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행위가

가능하며, 환경에 따라서 행위자 자신에게 적합한 사고와 행위를 표출할

수 있다(이소영, 2011). 그러므로 장 내부에서 구조화되는 객관적 위치들은

균일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

적 자본, 그리고 학력 자본 등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진다.

셋째, 장의 구조는 자본들의 불규칙한 분포에 의해서 구성되며, 또한 장

내부의 개인들, 그리고 세력들 사이의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이상길, 2002). 따라서 Bourdieu는 장 내부의 행위자들은 평등하고

동등한 객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장은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장에 속한 행위자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발적인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계

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공간에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권헌수 외, 2011;

이상호, 1997).

넷째, 장에서는 특정한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 위계적 단위들의 경쟁과

투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장은 행위자들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불평등과

불균등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을 표출시키는 공간적 특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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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그러므로 장은 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내적 역

동성을 나타내며 대립되는 위계적 단위들의 투쟁적 공간이며, 이와 같은

장 내부의 투쟁은 장의 유지 및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김동일, 2010).

다섯째, Bourdieu(1975)는 장 내부에서 활동하는 경쟁적인 행위자들의 동

의에 의한 합의는 완전한 합일적 상태, 또는 완전한 경쟁적인 상태로 장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동일, 2010). 그러므로 장에 속한 경

쟁적인 행위자들의 논의를 통한 합의는 경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러한 합의는 장의 내부에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의

해서 투쟁하는 행위자들이 장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서로의 공통적인 이

해관계를 수행하는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이상길, 2001).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완전한 합일적 상태, 또는 완전한 경쟁적인 상태는 장의 지배적인

실천방식으로 정해지고, 장의 유지 및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장의 구조와 동류의식 정도

가 설정된다.

여섯째, 행위자들은 장에서 보다 많은 자본을 비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본의 중요성을 다시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경쟁을 가속화한다(Bourdieu, 1980). 즉, 행위자들의 자본에

대한 비축과 자본의 재설정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용시키며 경쟁관계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방법을 통해서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선점하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아비

투스를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다른 행위자들보다 많은 상징자본

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

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장에 새롭게 진입한 행위자

들은 기존 행위자들의 위치 및 상징자본을 전복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이상길, 2001).

그러므로 장은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지배력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그

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 불 수 있다(Bourdieu,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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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 내부에는 행위자 자신들의 기존 기득권 유지를 원하는 지배세력의

권력유지 전략이 있으며, 이러한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제거하고 새롭게 자

신들의 기득권의 얻고자 투쟁하는 피지배세력이 있다. 그러므로 장은 장에

새롭게 진입을 시도하는 신입 행위자들과 지배세력 간의 대립과 투쟁이 존

재한다.

이렇게 사회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장들은 투쟁의 속성을 내

포하고 있으며, 장의 기득권과 독점권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위치에 도달하

지 못하도록, 즉 다른 행위자들이 장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자가

있다. 이와 반대로 장에 가입하기를 원하며 장의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

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신입 행위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관철

시키기 위해서 투쟁행위를 하게 된다(김동일, 2010).

결국, 장의 대립과 투쟁은 구세대와 신세대, 기존세력과 신진세력, 정통

과 이단, 보수와 혁신 등의 갈등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장은 장에서 활동

하는 행위자들이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지배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호간

의 갈등과 대립을 나타내는 투쟁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은 더 많은 상징자본을 축적하고 상징자본

의 중요성을 변화시키며 자신들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권헌수 외, 2011).

3) 아비투스

아비투스(habitu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헥시스(hexis)에서 유래된 개념으

로써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등의 교육체계에 의해서 습득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드려졌다(김정효,

2012; Hasse & Krücken, 2005). 그러나 Bourdieu는 아비투스를 사회구조

즉, 장과 개인의 행위 사이에 인식론적 연결을 시도하는 개념으로 발전시

키며 매개물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표현하였다. 즉, 아비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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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판단의 성향체계로써, 행위자

의 인식과 감지를 통해서 내면화되는 실천적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철, 2006).

이와 같이 Bourdieu(1980)는 사회적 환경과 연계되어 행위자가 행위 하

도록 하는 실천의 논리로써 아비투스를 개념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체험의 의미를 중요시하며, 직관성과 객관성, 구조와 행위를 통합시키기 위

한 모색을 시도한다(현택수, 1996). 그러므로 아비투스는 인간의 인성 또는

습관과는 다르며,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행동체계로써, 유사

한 지위나 계급에 속한 행위자들을 결집시키고, 동일한 실천행위를 발생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아비투스는 장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에게 적절한 대

응전략을 표출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지위와 계급의 행위자들은 유사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결집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아비투스의 세부적인 특

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비투스는 인간의 인성 또는 습관과는 다른 개념을 갖는다(강준

만, 1995). 인성과 습관이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표출되는 사고와 행위, 그리고 감정 등의 반복적인

표현을 의미한다면, 아비투스는 인간이 사회환경으로부터 체화된 성향 등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비투스는 사회구조에 위치한 인간의 계급과 자

율성이 내포된 집합적인 무의식의 성향을 의미한다(조종혁, 2007). 그러므

로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환경에 의해서 발현되는 행위로써, 실천적 행위

를 지향하도록 하고 구조화하는 지속적인 성향으로 불 수 있다(이소영,

2011 재인용; Bourdieu, 1980).

둘째,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행동체계를

의미한다. 아비투스는 행위자가 위치한 계급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조화된

구조이자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이며, 지속적이며, 변경되는 특성을 지닌

성향의 체계이다(홍성민, 2000). 따라서 장에 포함되고 장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에게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향의 체계로써 아비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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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의 특성은 행위자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행위자의 의식에 체화되어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며 행동하게 만드는

아비투스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안지호, 2011).

셋째, 아비투스는 장에 소속된 행위자들 중에서 유사한 위치에 배속된

다수의 행위자들을 결집시켜 동일한 실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Bourdieu, 1980). 장의 행위자들이 아비투스를 공유하는 것은 계급 및 지

위에 따른 학력자본, 문화 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등의 유사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비투스는 동일한 계급, 지위, 역할, 그리고 환경을 가진 행위자

들이 개념 및 인지와 같은 내면적인 구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인식을 가능

하게 한다(이소영, 2011). 그리고 아비투스는 이러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행

위자들이 동일한 실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넷째, 아비투스는 행위자에게 장에서 적절하게 활동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생성시킨다(현택수, 2010). 행위자가 과거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은 행위자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틀이 되어 행위자의 판단과 평가의 중요

한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장에 속한 행위자는 단순히 자극에 따라서 사고

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표출되는 아비투

스에 의해서 구성되는 전략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렇듯 Bourdieu는 개인과 집단 즉, 사회체계에서 기능하는 행위자와 관

련된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사회의 본

질적인 구조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되는데, 개인과 집단의 문제는 행위

자와 사회구조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조건인 아비투

스가 행위자와 구조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안지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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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OO지역에서 개최되는 “호반리그 야구대회”에 참가하

여 활동하고 있는 야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인 야구 동호

회의 조직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호반리그 야구대회

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중에서 조직변화를 통해 조직분화가

발생한 동호회에 소속된 동호인들 위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환경요소와 개

인적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결성, 동호회

의 질서와 규범이 체계화되는 조직의 성장발달, 동호인들의 충원에 의한

동호인 조직의 팽창, 조직의 수행에 따른 동호인들의 갈등관계 형성, 그리

고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1. 연구자

본 연구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강원도 OO지역의 사회인 야구 동호

회에 가입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 동호회와 동호인 수는 많지

않았으나 2008년 이후에 OO지역의 야구 동호회 및 동호인 수가 급격히 증

가한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의 발전과 참여인구의 증대를

관찰한 본 연구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및 동호인 증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인 야구 인터넷 커뮤니티인 게임원8)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전

국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16,305여개가 있으며, 강원지역의 사회인 야구 동

호회는 대략 390개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강원 OO지역의 호반리그 야구

대회는 1996년 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18회 대회까지 18년간

8) 게임원: 인터넷 사회인 야구 커뮤니티(http://www.club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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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초창기 호반리그 야구대회에 참가한 사회인 야

구 동호회는 대략 8개 팀 정도였으며, 150여명 안팎의 작은 규모로 시작되

었다. 그러나 2010년 호반리그 야구대회에 참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63개 팀이었으며, 대략 1,300여명의 야구 동호인들이 참가하였다9). 그리고

2011년 호반리그에 참가한 팀은 총 71개였으며 중복선수를 포함해 1,601명

의 선수들이 리그에 출전하였고, 2012년에는 79개 팀 2,000여명이 호반리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다10). 또한 2013년에는 중복선수를 제외하고 78개 팀

에서 1,648명이 사회인 야구를 즐기고 있다.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야구 학생선수로서 활동하였고

호반리그 야구대회에 1회 대회부터 4회 대회(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4

년간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일원으로 참가했었다. 또한, 그 당시 이 지역에

서 개최되는 각종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사회인 야구경기 및 동

호인들에 대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여년이 경과한

후,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서 2008년부터 다시 “마냥조아11)”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객원선수로 참가하며 사회인 야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

팀은 2009년에 “슈퍼스타즈”라는 이름으로 동호회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9년에 슈퍼스타즈 팀의 신입 동호인으로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이 동호회에서 코치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슈퍼스타즈 팀은

2010년 시즌을 마치고 2개의 동호회 조직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분화된 동호회 조직인 “올스타즈”라는 야구 동호회 조

직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감독직을 수행하며 동호회를 운영해왔으며,

2013년 현재 동일 팀에서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객원선수인 외부자의 자격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신입 동호인을 거쳐 코치와 감독 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전

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인

9) 강원도민일보, 2010. 3. 29. ‘춘천시장배 전국 호반리그 사회인야구 개막식’
10) 강원일보. 2012. 3. 19, ‘춘천서 사회인야구 최강팀 가린다.’ 

11) 2009년에 팀명이 “슈퍼스타즈”로 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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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동호회의 대표로서 각종 대회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동호회의 외부환

경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야구 동호인들과 동호회 조직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동호인들로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는 자세로

연구에 임했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기며, 그에 따라 야

구 동호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숨겨진 원리

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2. 연구 참여자

호반리그 야구대회는 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운

영되고 있다. 호반리그 야구대회는 토요리그와 일요리그로 분류되어 리그

가 운영된다. 토요리그에서는 3부와 4부 경기가 진행되고, 일요리그에서는

2부와 3부, 그리고 4부의 경기가 진행된다. 토요리그의 4부 경기를 의암호,

3부 경기를 춘천호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일요리그 2부 경기를 소양호, 3부

경기를 춘천호, 그리고 4부 경기를 의암호라는 고유한 명칭을 정해서 사용

하고 있다.

그리고 호반리그 야구대회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야구 운동기능의 수

준에 따라서 2와 3부, 그리고 4부로 리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

년 호반리그 야구대회 선수출전 기준에 따르면, 2부 경기는 선수출신 동호

인이 시합에 3명까지 출전할 수 있으며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

이 출전하게 된다. 그밖에 야구 운동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3부와 4부 경기

로 구분되며, 3부와 4부 경기에서는 선수출신 동호인이 출전할 수 없다. 한

편, 호반리그와 별도로 평일 야간에는 프로야구 팬클럽 중심의 야구 동호

회들이 결성되어 야구 운동기능에 따른 구분없이 야구경기를 하고 있다.

야구시합에 대한 일정은 “OO시야구연합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호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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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게 되고, 각 야구 동호회들은 자신들의 동호

회 일정을 확인하고 시합에 참가하게 되며, 각 야구 동호회들은 연간 대략

15게임 안팎의 경기를 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 거행되는 사회인 야구시합은 <그림 1>과 같이 송암 야구장

을 제 1구장 사용하고 있으며, OO중학교 야구장을 제 2구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2010년에 완공된 고구마(모터파크) A구장과 2011년에 완공된 고구

마(모터파크) B구장 등 총 4개의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12)

<그림 1> OO지역 야구 경기장(출처: 다음지도1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표 5>와 같이 연구자와 같은 사회인 야구 동호

회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과 호반리그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중에서 조직변화를 통해서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한 동호회에 소속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서 주제

보자 및 이 지역 생활체육야구연합회의 임원과 협의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

12) 호반리그 홈페이지: http://league.clubone.kr/cchbleague/

13) 다음지도: http://local.daum.net/map/index.jsp



- 76 -

구 분 성 명 나이 경력 소속팀 직업

1차

심층면담

이진수 44 7년 올스타즈 자영업

김지권 43 7년 올스타즈 대학강사

조성희 43 7년 올스타즈 프리랜서

이지철 42 8년 올스타즈 사업

강우용 39 8년 슈퍼스타즈 자영업

박정목 34 6년 올스타즈 대학강사

송전관 31 4년 올스타즈 초등강사

2차

심층면담

이형주 48 21년 투혼 자영업

유충식 43 17년 휘모리 자영업

한상남 40 7년 썬즈 회사원

고창영 40 3년 휘모리 자영업

남상덕 39 13년 텐즈 자영업

김일준 38 18년 네오스톰 회사원

권영진 37 16년 네오스톰 자영업

장수헌 34 16년 미르말 직장인

양은철 32 8년 썬즈 자영업

최도욱 31 12년 SM한우리 자영업

정하였다. 둘째, 조직변화를 통해 조직이 분화된 동호회의 동호인들 중에서

창단 초기부터 활동한 동호인 위주로 선별하였고 창단 동호인이 없을 경우

에는 장기간 동호회 활동을 수행한 동호인을 선정하였다. 셋째로, 동호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동호인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호의적으로 응할 수 있는 동호인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5.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012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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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을 단계

별로 연구하고, 동호회 조직이 분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자는 <표 6>과 같이 2008년부

터 2013년까지 약 6년간 매주 호반리그 야구시합 및 동호회원들과의 소모

임 등에 참석하여 관찰하였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참여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면담은 심층면담 중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여 수

행하였으며 주로 개인면담 위주로 진행하였고, 부가적으로 참여관찰 도중

에 현장면담도 수행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선수 기록지, 지역 일간지 등의 현지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 유형 세부 내용

참여관찰

시합

사진

연습

전체모임

소모임

가족모임

심층면담
개별면담

현장면담

현지문헌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호반리그 온라인 커뮤니티

각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대회 온라인 커뮤니티

선수기록지

지역일간지

표 6. 수집된 자료의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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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내 용 장 소

9월 30일 호반레전드 시합(춘천 협회장기)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및 춘천 모 음식점

10월 3일 스타터스(서울 팀)과 연습경기 송암 야구장

10월 5일 한우리 시합 송암 야구장

11월 18일 켑스 연습경기 송암 야구장

가. 참여관찰

본 연구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것

이며, 또한 조직이 분화된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호인들이 야구 동호회 내부에서 상호작용함에 따라서 발

생하는 동호회 조직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러

므로 동호인들의 실제행동에 대한 관찰이 자료수집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지표가 되었다.

본 연구의 1차 참여관찰 진행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

략 2년 4개월이었다. 이때의 참여관찰 장소는 강원도 OO시 소재 야구장

(송암 야구장, OO중학교 야구장, 고구마 A․B 구장) 및 연습 장소였다. 그

리고 야구 동호회 모임을 갖던 회식장소 및 소그룹 모임을 갖던 음식점 등

에서 실시하였다. 2차 참여관찰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략 3

년간 실시했으며, 관찰장소는 1차 자료 수집장소와 유사한 곳이었다.

참여관찰일지는 <표 7>, <표 8>, <표 9>에서 제시한 것처럼, 2008년에

4부, 2009년에 36부, 2010년에는 47부 등 총 87부를 작성하였다. 참여관찰

일지는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야구 동호회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호

반리그 야구대회 관련사항, 그리고 여러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이 상호작용

하며 발생했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 10>,

<표 11>에서 제시한 것처럼 2010년 이후에도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표 7. 2008년 참여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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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내 용 장 소

1월 21일 연습 춘천고등학교

2월 8일 스톰 연습경기 춘천중학교

2월 15일 한우리 연습경기 춘천중학교

2월 21일 연습 춘천고등학교

2월 28일 스톰 연습경기 춘천중학교

3월 7일 연습 춘천고등학교→춘천중학교

3월 15일 호반리그 개막식 및 매그파이 시합 송암 야구장

3월 27일 슈퍼스타즈 감독과 만남 춘천 모음식점

4월 5일 조종 시합 및 회식 춘천중학교 및 모음식점

4월 18일 쉐어러스 대 웰베이스볼 시합관전 송암 야구장

4월 26일 가평야사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5월 2일 투혼 시합(제 9회 춘천시장기) 및 소모임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5월 23일 슈퍼스타즈 소모임 모음식점

5월 24일 홍천 드래곤즈 연습경기 홍천강원인력개발원

6월 7일 가평의 산 시합 송암 야구장

6월 14일 연습 무산 및 시합관전 송암 야구장

6월 21일 세이버스 시합 송암 야구장

6월 28일 SM한우리 시합 춘천중학교

7월 5일 청평플래툰 시합 춘천중학교

7월 16일 슈퍼스타즈 감독과 만남 춘천 모음식점

7월 19일 마루인 시합 춘천중학교

8월 2일 연습 강원재활원

8월 9일 히어로즈 시합 송암 야구장

8월 13일 슈퍼스타즈 감독과 만남 모음식점

8월 23일 투혼 시합 춘천중학교

9월 6일 연습 및 소모임 강원재활원 및 모음식점

9월 13일 가평신 시합 및 소모임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9월 27일 가평의 산 시합 송암 야구장

10월 18일 가평야사 시합 춘천중학교

11월 15일 조종 시합 송암 야구장

표 8. 2009년 참여관찰일지



- 80 -

11월 17일 슈퍼스타즈 감독 및 코치와 만남 모음식점

11월 21일 홍천 매그파이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및 모음식점

11월 29일 세이버스 시합 및 소모임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12월 13일 투혼 시합(호반리그 3부 준플레이오프) 춘천중학교

12월 13일 슈퍼스타즈 감독 및 소모임 모음식점

12월 17일 연말총회 모음식점

2010년 내 용 장 소

1월 3일 집행부 모임 모음식점

1월 17일 신년회 모음식점

1월 24일 연습 춘천중학교

2월 7일 연습 및 팀원과 소모임 춘천중학교, 모음식점

2월 21일 연습 강원대학교

2월 27일 코치 및 팀원과 소모임 모음식점

2월 28일 연습 춘천시 하키장

3월 7일 연습 양구 야구장

3월 14일 야우원 시합 모터퍄크 야구장

3월 21일 연습 및 회식 춘천시 하키장 및 모음식점

3월 25일 팀원들과 소모임 모음식점

3월 28일 챌린져스 시합(호반리그 개막전) 춘천중학교

4월 4일 레이커스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4월 10일 팀원들과 소모임 모음식점

4월 11일 마운틴60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및 모음식점

4월 18일 세이버스 시합 춘천중학교

4월 18일 팀원과 만남 모음식점

4월 25일 연습 강원대학교(의대 야구장)

5월 2일 홀릭스 시합 및 소모임 모터파크 야구장 및 모음식점

5월 16일 베이스볼 시합 및 회식 춘천중학교 및 모음식점

5월 21일 소모임 모음식점

5월 30일 YMCA 시합 및 감독 결혼식 춘천중학교 및 모예식장

6월 6일 GBN VICTORS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표 9. 2010년 참여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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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히어로즈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및 모음식점

6월 27일 텐즈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7월 3일 서울 한양캠프 시합(춘천시장기대회) 춘천중학교

7월 10일 가평야사 시합(춘천시장기대회)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7월 13일 소모임 서울 모음식점

7월 17일 소모임 모음식점

8월 1일 호반레전드 시합 송암 야구장

8월 22일 연습 춘천시 하키장

10월 8일 가평 경찰서 연습게임 송암 야구장

10월 10일 강촌 엘리시안 시합 송암 야구장

10월 17일 피플스 시합 춘천중학교

10월 24일 속초 크로우즈 시합(하이원배 2차전) 속초 설악중학교 야구장

10월 24일 원주 시니어 시합(하이원배 3차전) 속초 설악중학교 야구장

10월 30일 동해 시걸스 시합(하이원배 8강전) 설악 야구장

10월 31일 속초 랑데부(하이원배 4강전) 속초 엑스포 B구장

10월 31일 소모임 모음식점

11월 7일 소모임 모음식점

11월 14일 레이커스 시합(호반리그 3부 준플레이오프) 춘천중학교

11월 16일 코치와 만남 모음식점

11월 18일 소모임 모음식점

11월 21일 챌린져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및 모음식점

11월 27일 마루인 시합(호반리그 3부 결승)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11월 28일 스톰 시합(호반리그 챔피언전) 송암 야구장 및 모음식점

11월 28일 호반리그 우승 시상식 송암 야구장

12월 4일 연말총회 모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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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내 용 장 소

2월 19일 팀 운영모임 모음식점

3월 26일 연습 및 회식 춘천시 하키장, 모음식점

4월 3일 브레이커스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4월 24일 투혼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5월 1일 벗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5월 15일 가평 신 시합 춘천중학교, 모음식점

5월 29일 스톰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6월 24일 전반기 결산 모임 모음식점

7월 10일 텐즈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7월 31일 가평 신 시합 송암 야구장

8월 7일 브레이커스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8월 14일 투혼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8월 21일 벗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8월 27일 쉐어러스 시합(하이원배 1차전)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8월 28일 클리오스 시함(하이원배 2차전)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8월 28일 썬즈 시합(하이원배 3차전) 모터파크 야구장

9월 3일 의정부 드레곤즈 연습경기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9월 4일 CTGAS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9월 17일 강릉신우 시합(하이원배 8강전)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9월 18일 브레이커스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9월 25일 텐즈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10월 2일 가평신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11월 13일 가평 피닉스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11월 27일 썬즈 시합(호반리그 2부 플레이오프) 송암 야구장

12월 4일 텐즈시합(호반리그 2부 결승)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표 10. 2011년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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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내 용 장 소

1월 14일 신년회 모음식점

2월 4일 연습 강원대학교 대운동장

3월 4일 투혼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3월 18일 네오스톰 시합, 호반리그 개회식 춘천중학교, 송암 야구장

4월 1일 썬즈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4월 8일 휘모리 시합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4월 15일 텐즈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5월 6일 SM한우리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5월 20일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5월 27일 SM한우리 시합 및 회식 춘천중학교 야구장

6월 10일 휘모리 시합 및 회식 춘천중학교 야구장, 모음식점

8월 12일 SM한우리 시합 및 회식 모터파크 야구장, 모음식점

9월 1일 리버벤디츠 시합(하이원배 1차전)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9월 1일 SM한우리 시합(하이원배 2차전) 송암 야구장

9월 2일 쉐어러스 시합(하이원배 3차전)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9월 8일 속초팜퍼스 시합(하이원배 8강전)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9월 16일 썬즈 시합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9월 23일 투혼 시합 송암야구장

10월 7일 네오스톰 시합(호반리그 2부 결승) 및 회식 송암 야구장, 모음식점

12월 8일 연말총회 모음식점

표 11. 2012년 참여관찰

본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서 직접 야구 동호인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그들의 운동행위, 언어, 그리고 상징뿐만 아니라, 동호인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경험한 것이나 느낀 것 등을 포함시켜 전반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일반적인 야구 동호인의 관점이 아닌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통해서 야구 동호회 조직의 문화 및 조직의

특성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야

구 동호회의 내부자로서 동호인들과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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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운동에 참여하는 등 동호인들과 친밀하게 조직 행위를 공유하였음은 물

론, 외부자의 시선으로 동호회 조직 속에서 행위하고 사고하는 동호인들의

모습과 행위를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서술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집중

관찰(focused observation), 선별관찰(selective observation)의 단계를 거치

면서 관찰하였다(spradley, 2006). 먼저 서술관찰의 단계에서는 호반리그

야구대회의 전반적인 리그 운영상황과 야구 동호회의 시합 및 연습, 그리

고 야구 동호회 모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 현상, 상황을 서술적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서술적 관찰에 의해서 기술된 내용들 중에서 동호인들의

인식, 정서, 갈등 등과 관련된 사건들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림 2> 관찰유형과 주요관찰 사항(Spradley, 2006)

다음으로 집중관찰 단계는 초기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한 후에 연구의 범

위를 좁혀서 수행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야구 동호회 조직변화의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즉, 동호회의 집단형성, 성장발달, 조직

팽창, 조직갈등, 그리고 조직분화의 단계별 특성과 동호인들의 상호작용,

갈등, 세력화 등을 세밀히 관찰하였다.



- 85 -

마지막으로 선별관찰 단계에서는 조직분화가 발생한 야구 동호회들을 선

별하여 관찰하였다. 즉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야구 동호회는 물론 다

른 야구 동호회에서 발생한 조직분화 현상에 대해서도 관찰을 진행하였다.

선별관찰은 서술관찰과 집중관찰 등을 기반으로 분류분석을 통해서 야구

동호회들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조직변화를 통해 조직분화가 발생된 야구

동호회를 조사하고 관찰을 반복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Spradley, 2006).

나.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1차면담에서는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한 후에 2차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먼저 1차면담은 본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에 소속된 7명의 동호

인들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면담을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

행한 목적은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사

고와 정서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에서 수집된 면담자료와 서술관찰 및 집

중관찰을 통해서 집약된 정보를 추출하고 질문사항을 선별하여 수행하였

다. 이러한 질문지를 기반으로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한 동호회를 직 간접

적으로 경험한 10명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면

담 진행 중에 연구 참여자가 질문지의 사항과 벗어날 경우에는 언어적 제

한을 두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의도대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심층면담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2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면

담 내용은 수기로 기록하거나 소형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취하였다. 그리고

녹취된 자료는 날짜와 주제를 기록하여 음성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였으

며 녹취된 파일을 문자화하여 면담 내용을 면담 기록지에 옮겨 기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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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서 면담 기록지에 기록된 내

용은 연구의 목적을 제외하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또한 참여관찰 과정에서도 비공식적(informal) 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

다. 이러한 비공식적 면담은 야구경기 중간, 연습 중간, 동호회 조직 전체

회식 및 소모임 등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과정의 중간에 실시했으며, 동호

인들의 개별적 의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모습을 관찰

하며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호

인들과 더욱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 현지문헌

모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지만, 특히 질

적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에 의한 자료의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문헌자료의 수집을 위해 “호반리그 온라인 커뮤

니티”14), “슈퍼스타즈 온라인 커뮤니티”15), “올스타즈 온라인 커뮤니티”16),

조직이 분화된 야구 동호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강원지역에서 개

최되는 각종 야구대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선

수기록지, 지역일간지17) 등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14) http://league.clubone.kr/cchbleague/

15) http://cafe.daum.net/manyangteam

16) http://www.clubone.kr/club/index.htm?c_idxno=11534

17)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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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설정
⇨

1차

참여관찰

(2008.9-

2010.12)

⇨
1차

심층면담
⇨

개념

및

범주화

⇨

2차

참여관찰

(2011.1-

2013.10)

⇨

2차

심층면담
⇨

개념

및

범주화

⇨

스토리 잇기

및

문헌고찰

⇨
분석내용

최종점검
⇨ 성문화

4. 자료 분석

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관찰자료, 면담자료, 그리고 현지문헌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Wolcott, 1992).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발전식 연

구절차법(DRS: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의 모형에 따라서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그리고 성분분석

(componential analysis)의 세 단계 수행하였다(Spradley, 1980).

본 연구에서는 <표 12>와 같이, 먼저 1차 참여관찰을 통해서 얻은 자료

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가 있는 문장 및 주요사건, 그리고 주제문장 등

을 확인하며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관찰내용의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고 중요 단락을 구분하여 핵심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중요문장을 선별하여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1차

비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녹취하여 문서화했으

며 이 면담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직변화 과정과 조직분화의 개념을 범

주화하였다.

표 12. 연구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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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단계 작업에서는 2차 참여관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1차 참여관찰

일지와 현지문헌, 그리고 면담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읽으면서 조직변

화를 통해서 발생한 조직분화의 세부적인 의미와 행위들을 주제별로 약호

화하였다. 그리고 진행된 자료를 통합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2차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2차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조직분화가 발

생하게 된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모든 자

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념화하고 소주제 구성 및 스토리를 연결하여

최종분석 후에 성문화하였다.

나. 자료의 진실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1)가 제시한 세 가지 준거들에 의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

의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삼각검증

(triangulation)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구성원 간 검토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

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를 만나서 정보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Guba, 1981). 이 과정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발

견한 내용, 분석, 결론, 그리고 의사결정 등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이며,

연구 참여자를 통해서 연구내용의 명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자와 같은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과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

하였다. 또한 본 연구과정 내내 주제보자를 주 1회 정도 만나서 사회인 야

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교환하였다.

둘째, 동료 간 협의는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도출

한 분석과 해석의 정확성, 그리고 결론이 적절한지를 연구수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연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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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과정 동안 체육학 전공 박사 2명과

체육학 박사 과정자 1명 등 총 3명과 사회인 야구 및 질적 연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연구의 내용과 연구 방법에 대해 적

절히 조언을 하였으며 월 1회 정도 수시로 모임을 가졌다. 본 연구자는 동

료 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자료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견을 배

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삼각검증은 연구자가 연구한 결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즉, 참여관찰, 심층면

담, 현지문헌과 현장일지 등의 자료의 수집을 다각화하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성한 참여관찰일지와 1차와 2차에 걸친

심층면담, 그리고 지역 일간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인 야구에 대한

각종 일반서적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을 다각화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

호를 위해서 가명 사용, 연구 내용의 외부 노출금지 등의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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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1. 조직변화 단계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단계는 <표 13>과 같이 집단형성, 성장

발달, 조직팽창, 조직갈등의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직갈등

단계의 다음 과정에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했다.

표 13. 조직변화 단계

단계 개념 속성

집단형성

지연

참여

학연

동종 직업

혈연

모집공고

성장발달
운영진 구성 역할

규범설정 규범

조직팽창

부족인원 충원
모집

경기력 향상 충원

시합출전 원칙 운영

조직갈등

이기는 야구

신입 동호인 중심

경쟁, 성과

활동

실력 및 연습중시

성실성 중시

강한규범

강한 경쟁지향

팀 성적향상

즐기는 야구

창단 동호인 중심

즐김, 만족

기득권 중시

연공서열

약한 규범

약한 경쟁지향

개인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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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형성 단계

본 연구자가 소속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

은 1998년에 창단된 S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했었다. 그러나 이

야구 동호회가 2004년에 팀 내 갈등이 증폭되어 조직이 분화되었고 주축세

력이 새로운 동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S 동호회에서 탈

퇴한 소수의 인원들은 2006년에 새롭게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결성하였는

데 이들이 본 연구자가 소속된 동호회의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이

며, 2004년 당시 소수의 인원이었으나 신입 동호인들을 충원하여 동호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먼저 과거에 학생 야구선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창단 핵심인은 초등

학교 때 함께 야구를 했던 친구들과 학생 야구선수의 경험은 없었지만 야

구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입 동호인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창단 동호인들도 신입 동호인 충원을 위해서 창단 핵심인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신입 동호인을 모집했다. 즉,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

이 주변의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동호회에 가입시킨 결과, 2006년에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창단하게 된 것이다.

1) 지연 및 학연 위주의 결성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창단 핵심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결성하기 위

해서 친한 친구들이나 동창생, 선배, 혹은 후배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들과

함께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 공모한다. 만약 창단 핵심인이 과거에 학생 야

구선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구를 같이 했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야구 동호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한

다.



- 92 -

내가 사회인 야구를 딱 하게 된 거는 OOO이 한테 전화를 받은 거지. OOO

가 전화를 한 거야. “KK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야구한 동기를 팀 하나 만들

려고 하는데 할 수 있냐!” 그때 사실상 나는 뭐라 그럴까 흔쾌히 응했지만,

한편으론 뭐라 그럴까, 그때 내가 개인택시를 했지 않았냐?(이지철, 2010. 12.

21).

OO를 만났을 때, 그 희로애락이 딱 떠오르는 거야. 하! 또 OO가 달변이잖

아. 야, 네가 오면은……. 근데 우낀 게, OO이 만나기 전에 대학생 때, KK이 

XX 많이 만났거든. KK이는 사람 볼 줄 몰라. 아, 나는 그때 기억나는 게. "

줄리아나"라고 옛날에 닭장이었지 나이트클럽. 거기가 볼링장으로 바뀌었잖

아! 거기가 부훼로 바꿨어. 거기서 먹다가 나왔는데, 옛날 예기하는데 주마등

처럼 지나간다는 거 있지. OO이가 막 또 띄워주고. 나는 OO이가 부러웠거

든. 나는 투수를 하고 싶었거든(조성희, 2011. 2. 11).

조성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야구를 했던 동호인이며, 이지철은 고

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던 동호인이다. 이들 두 명은 함께 학생선수로써

야구를 했던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으로부터 사회인 야구의 참여제안

을 받았고 그로인해 사회인 야구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원래는 저희 고교 동창생들끼리 만든 팀이었는데요.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

까, TTT에 소속에서 저희는 졸업생이고, 저희가 계속 그 TTT에서 뛰게 되면 

재학생들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잖아요!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 아

직도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 인원들을 흡수해 

갖고 NNN을 만든 거죠(장수헌, 2012. 7. 29).

그리고 대학생 때, 사회인 야구를 시작하게 된 장수헌은 학교 선배로 부

터 동호회 가입에 대한 제안을 받고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

에 새로운 동호회를 결성한 창단 동호인이다. 장수헌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대학 후배들을 동호회에 가입시켜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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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창단 핵심인이 가장 쉽게 활용하

는 방법은 우선 자신의 학교 선후배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들을 동호회에

가입시키거나, 혹은 친분이 있고 평소에 야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가입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 동종 직업인 위주의 결성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친

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결성되기도 한다. 그

리고 동일한 직업을 가진 동일 업종의 사람들도 사회적 연결망을 토대로

야구 동호회 결성을 도모한다.

직장은 전혀 다른데 있었는데, 직장의 사장님이 우연하게 거기에 아는 사람

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지. 시작하게 

된 거지(한상남, 2012. 6. 17).

한상남의 경우 동일한 사업체의 직장 상사의 권유로 인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사례이다. 야구 동호회 결성을 최초로 시도하는 창

단 핵심인은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야구에 관심이 있는 직장 사람들에게

야구 동호회 가입을 권유한다. 그리고 야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회사

내부에 야구 동호회가 결성된다는 정보를 습득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3) 동호인 모집에 의한 결성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창단 핵심인은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야구에

관심이 있거나 운동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을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유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집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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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역이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야구를 좋아 하니까 교차로나 정보

지에 광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팀을 만들어 가는 데도 힘든 점이 있었고. 교

차로 광고, 정보지 내고 그래서 모였던 인원이, 나 혼자였다가, 한 달, 두 달,

한 7개월에 걸쳐 가지고 연락한 사람은 한 열 두, 세 명 이었는데, 실지로 어

느 날 모입시다해서 모인 사람이 6명 같고, 그때부터, 야! 될 거 같으니까, 9

명되기 전에 우리끼리 유니폼 맞춰서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TTT이 있었고.

운동장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하고 나서는 똑같은 10시에 출근해 가지

고, 10시부터 한 1시까지 하고 나면은 옆에서 캐치볼하고 보고 있다가, 다음

은 우리가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만든 게, 한 7명. 6명 가지고 시작했어(이형

주, 2012. 7. 29).

타 지역 출신이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형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창

단하기 위해서 지역 정보지에 야구 동호인 모집광고를 내고 동호인들을 모

집했다. 이형주는 1993년에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창단시킨 창단 핵심인이

다. 그때 당시 인터넷 및 온라인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어있지 않

았기 때문에 지역 정보지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

회인 야구 동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넷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

한다. 즉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인

야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결성은 지연 및 학연 위주로 동호인들을 모집

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직장을 중심으로 야구 동호회가 결성

되기도 한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의 야구 동호인 모집광고를 통

해서도 동호인을 모집한다. 이와 같은 모집 유형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

호회의 종류는 대개 지연 및 학연으로 인해서 결성된 동호회, 동일한 직장

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동일업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동호인 모집으

로 인해서 구성된 동호회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결성은

창단 핵심인의 초기 유인활동을 통해서 가입한 창단 동호인들이 초기 동호

인들을 가입시키는 연쇄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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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장발달 단계

본 연구에서는 성장발달 단계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나타났으며,

성장발달 단계는 비공식 조직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공식 조직의 형태로

변모하는 시기다. 비공식 조직에서는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동호회의 회원들은 원활한 동호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진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대개 감독, 총무, 코치로 구성되는데, 감독은 전반적인 동호회 운영에 관여

하며 총무는 동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코치는 동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부적인 규정이 정해지고, 운영

진은 동호인들이 이러한 동호회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동호회의 세부

적인 규정은 동호인들의 활동규범,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방법, 경기

및 시합관련 준수사항, 그리고 회원들의 경조사와 관련된 지원사항 등이다.

그러므로 성장발달 단계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공식적인 조직의 특성이

강화되는 시기로써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조직이 변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 운영진 구성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일반적으로 감독, 총무, 그리고 코치 등

으로 구성된다. 감독은 야구 동호회의 전반에 걸쳐 모든 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독의 임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시합

출전 선수명단을 작성하고 시합 중에 선수들을 운용하는 일이다. 감독은

야구 동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정

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고, 동호인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조성해야 하며, 문화적 상이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동호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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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회원들은 새로 선출할 감독 및 총무를 각자 자신의 메모지에 써서 전년도 총

무인 OOO에게 주었다. OOO는 투표지를 모두 모아서 회원들에게 감독 및 

총무의 이름을 호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개표 결과는 기록된다. 개표결

과 감독에 경우에는 KKK가 8표, HHH가 7표, UUU이 2표를 받았고, 총무는 

LLL이 대다수의 표를 얻었다. 결국 KKK가 다시 감독으로 선출되었고, LLL

이 총무로 선출되었다(관찰일지, 2010. 12. 4).

위의 관찰일지 내용은 야구 동호회의 연말총회에서 감독 및 운영진을 선

출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감독은 먼저 동호회를 어떻

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리를 지향하여 실력위주로

동호인들을 경기에 참여시키는 방법, 또는 동호인들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치중하면서 모든 동호인을 시합에 참여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동호회 조직의 운영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동

호인 조직의 운영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감독의 임무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동호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

운 부분이다. 결국, 감독이 어떠한 방향으로 동호회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에 따라서 선수기용에서부터 선수보강, 선수이탈 등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총무는 야구 동호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동호인이다. 즉, 동호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총무

의 임무이고, 동호인들의 시합 및 연습, 그리고 각종 모임에 대해 사전공지

를 하고 출결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총무직을 수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게 되니까, 난 솔직히 총무

직 수행하면, 총무가 뭐야. 할게 뭐있어. 돈 관리 잘하면 되고, 게임 나오라고 

글 올리고, 물 관리하는 것 밖에 더 있어? 그거만 잘하면 되지, 물 관리, 회

비 쓴 거 정확하게 올려놓고 그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사회인 야구에서 총

무는(강우용,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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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총무는 동호회에서 필요한 운동장비 및 물품을 구

입하고, 연습장의 예약사항과 모임시간을 감독과 사전에 조율하여 공지해

야 한다. 또한, 총무는 감독을 보좌하여 동호인 개개인의 불만사항이나 갈

등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한편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코치의 역할은 동호인 선수 개개인의 야구

운동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또한 감독을 보좌하여 시합

출전 선수명단 작성을 돕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야구 동호회의 코치들

은 학생 야구선수 경험이 있는 동호인들이 맡게 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창단 동호인들에 의해 동호회가 결성된

후에 총회를 통해서 선출된다. 운영진에는 감독, 코치, 그리고 총무 등이

해당된다. 야구 동호회 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운영진의 임기는 대략 1

년 또는 2년의 기간단위로 정해진다. 운영진의 임기가 끝나면 동호회는 연

말총회를 개최하고 다수결을 통해서 운영진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감독은 동호인들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추대되고, 이러한 감독 후보자 중에서 다수결을 통해서 최다득표

를 한 후보자가 감독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2) 동호회 규범 형성

아래의 내용은 신년회 모임에서 새롭게 선출된 감독이 동호인들에게 전

달한 동호회 규범과 관련된 사항이다. 운영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합

및 연습 참석에 관한 사항, 상대 팀 전력분석, 동호인들의 불만사항 수렴,

동호인들의 경조사 관련사항 등의 동호회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

항들을 동호인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동호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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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게임이나 공동훈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다른 팀들에게 연습게임이나, 공동훈련 요청이 들어오면, 감

독, 코치, 총무에게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라고 전해 주시길 바랍니

다. 아무리 동네 야구 하고 있다 선치더라도, 게시판에 한마디 던져놓고 알아

서 처리하라는 것은……. 팀이 아직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남김으로써,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

길 바랍니다(관찰일지“온라인 커뮤니티”, 2009. 3. 7).

과거 카페에는 퇴폐적인 사항의 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 

있는 술집에 여자가 괜찮다든가”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글을 방지하기 위해 

OOO의 부인을 홈페이지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감독은 

"팀원들이 만나서 술 마시고, 퇴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관찰일지, “현장 

인터뷰”, 2009. 3. 27).

특히, 운영진은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 동호인들이 불건전한 내용의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는 동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영진은 야구에 관련된 사항이나 건전한 친목

도모, 건전한 정보의 교류 등의 장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감독은 팀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야

구팀에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역사이며, 이러한 역사가 모여 자신들의 삶이 

풍성해지며, 향후 자식들이 아버지들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생

각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카페에 올라온 글을 삭

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으며, 몇몇 사람들이 카페에 글을 통제하는 것은 잘

못된 행위하고 생각했다(관찰일지, "현지인터뷰", 2009. 3. 27).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된 글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호회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에 입각

해 그러한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운영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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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쓰면,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

왜 내 주관적으로 하면 떨길 사람이 많아. 내 영화 동호회가 있어. 한 달에 

한번 가. 어느 동호회나 룰이 있어야 돼 룰이. 내가 들어온 지 4년, 5년 됐는

데. 그룰을 만든 사람은 없어. 그게 룰을 만드는 게, 감독이 만드는 게 아냐.

회원들이 만들어야 제대로 되는데. 그리고 내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도 정치판 예기 했는데 회원들의 중심이 돼야지(조성희, 2011. 2. 11).

프리배팅 중에 팀원인 OOO은 자비로 물을 사왔다. 다음부터 연습 전에 물

을 사오자는 의견이 나왔고, 총무인 KKK은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관찰일지,

2009. 2. 21).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발생하는 문화적 행위 중에서 바람직하거나 동호회에 필요한 행위라고

여겨질 경우에 이러한 사항은 동호인 조직의 규범으로 정립된다. 조성희는

자발적으로 건전한 규범을 만들고 동호인들 자신이 그 규범을 이행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한 동호회 조직의 문화라고 생각했다. 즉, 권력을 가진 운

영진의 수직적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 스

스로가 중심이 되어 규범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발적 결사체인

동호회 조직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들은 동호회 조직운영에 적합한 규범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개최되는 신년회 이전에 운영진이

사전모임을 갖고 동호회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조항을 만

들어 동호인들에게 공지한다. 일반적인 야구 동호회의 규범의 내용은 회비

관련사항, 온라인 커뮤니티(동호회 카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 동호회의

리그 및 시합출전 관련사항, 그리고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동호인

들의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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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팽창 단계

본 연구에서 조직팽창 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나타났다. 이 단계

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신입 동호인 영입을 통해서 동호회 인원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신입 동호인 충원은 조직변화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인 야구 동

호회는 신입 동호인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가입의사

를 가지고 있는 신입 동호인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

고 신입 동호인의 영입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동호인들

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시합 및 연습 등에 참석하지 않

는 동호인들에게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부족으로 인하

여 시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

호회의 운영진은 다수의 동호인을 확보하려고 하며, 또한 동호회의 경기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특성에 따라

서 동호회의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

1) 시합참여 인원의 불예측성에 따른 충원

감독 및 운영진은 시합에 참석하지 않는 동호인들에 대해서 동호회 차원

에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가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호회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합에

반드시 나온다고 참석을 약속했던 동호인이 시합 당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하여 몰수게임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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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아직까지 야구장에 도착하지 않은 OOO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KKK에

게 말했다. OOO는 오늘 선발출전 선수로서, 포수로 내정되어 있었다. 감독

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본부석과 상대 팀에게 가서 시합을 조금 있다가 

하자고 말했고, 상대 팀과 주심은 그의 의견을 받아드렸다(관찰일지, 2009, 9.

13).

만약 시합 참석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동호회는 몰수 패를 당하게

되며, 각 지역 야구연합회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몰수패를

당할 경우에 동호회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며 동호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a) 해당 경기일로부터 5일 전에 협회에 통보 후 게임에 불참한 경우는 기권

으로, 협회에 통보 없이 게임에 불참한 경우는 몰수로 정의한다.

(b) 기권한 팀은 연합회에 페널티 납부금 50,000원을 납부하고, 몰수 원인 제

공 팀은 연합회에 페널티 납부금 150,000원을 납부한다.

(c) 기권 및 몰수 발생 시 연합회는 게임비(100,000원)를 상대팀에게 지급한

다.

(d) 페널티 납부금의 지급 및 환수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페널티 납

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팀은 다음연도 대회 출전권을 박탈한다.

(e) 4회 이상 기권한 경우나 3회 이상 몰수 원인을 제공한 팀은 여타불문하

고 다음연도 대회 출전권을 박탈한다.(기권과 몰수가 같이 있을 경우 몰

수 1회는 기권 1.5회로 계산함)

(f) 연합회 징계로 대회 출전권을 박탈당한 팀의 팀원 중 5명 이상이 신생팀

을 구성할 경우 이는 기존 팀과 동일 팀으로 보고, 대회 참가를 불허한

다.

(출처: 춘천시야구연합(협)회 홈페이지, 대회규정: 2012. 12. 7)

전국 각 지역의 야구연합회의 규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몰수패를

당할 경우에 야구연합회에 페널티 납부금을 지불해야 하며, 수차례 몰수패

를 당할 경우에 다음 연도 대회출전권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

유 때문에 각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은 조직변화의 모든 과정에서 신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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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을 모집하고 가입시킨다.

지금은 25명 정도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유령회원들이 많았던 거지. 쉽게 얘

기해서 운동을 시켜놓고 다른 지방에 있던 애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령회원들이 많았던 거지(남상덕, 2012. 6. 15).

또한 다수의 동호인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장점이 많은 동호회라는 평판을 그 지역 사회인 야구

인들로 부터 듣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상덕의 주장처럼 동호회 선

수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나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동호인들이 상당수 포

함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2009년 초에 동호

인 수가 17명 이었다.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 수가 17명이 정도면 시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동호인들의 시합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

에 운영진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 운영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명의 신입 동호인을 가입시켰다.

<표 14>와 같이, 새롭게 충원된 12명의 신입 동호인 중에서 3명은 야구

를 처음 시작하는 동호인이며, 3명은 기초적인 야구 운동기능을 갖추고 있

는 동호인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

이었다. 가입경로를 살펴보면, 9명은 기존 동호인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

로써 야구 동호회 가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가입한 동호인들이고, 2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입했으며, 1명은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방문하

여 가입한 동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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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입일시 가입 경로 운동수준

김 * * 2009년 1월 10일 지인 권유 중->상

박 * * 2009년 2월 16일 지인 권유 상

한 * * 2009년 4월 10일 지인 권유 상

손 * * 2009년 5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하

허 * * 2009년 7월 6일 자발적 방문 상

김 * * 2009년 7월 6일 지인 권유 상

신 * * 2009년 10월 5일 지인 권유 하

김 * * 2009년 10월 12일 지인 권유 하

차 * * 2010년 2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중

이 * * 2010년 2월 7일 지인 권유 중

이 * * 2010년 1월 29일 지인 권유 상

윤 * * 2010년 11월 21일 지인 권유 중

표 14. 2009년-2010년 신입 동호인 명단(슈퍼스타즈)

(출처: 춘천시야구연합(협)회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동호회의 운영진은 동호인들의 불참석에 따른 몰수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동호인 수보다 조금 더 많은 동호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동호회에 가입을 원하는 신입 동호인이 있으면 대부분 가입시키고, 동호인

들을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충원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실

하게 연습을 진행한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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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입일시 가입 경로 운동수준

김 * * 2009년 1월 10일 지인 권유 중->상

박 * * 2009년 2월 16일 지인 권유 상

한 * * 2009년 4월 10일 지인 권유 상

허 * * 2009년 7월 6일 자발적 방문 상

김 * * 2009년 7월 6일 지인 권유 상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단기간에 야구 동호회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을 동호회에 가입시킨다. 연

구자가 소속된 동호회에서는 <표 15>에서 제시한 것처럼, 2009년에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5명의 신입 동호인들을 충원했다.

표 15. 2009년 우수한 실력의 신입 동호인 명단(슈퍼스타즈)

(출처: 춘천시야구연합(협)회 홈페이지)

이들의 활약으로 2009년 리그의 시즌 전 보다 동호회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2009년 3부 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준 플레이오

프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하지 않았다면 리그의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수

준으로 경기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신입 동호인들이 대거 시합에

기용됨에 따라서 기존의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되었다.

연구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을 증강시키려고?

대상자: 그렇지, 그렇지.

연구자: 잘하는 사람 위주로 데려오고.

대상자: 그렇지.

연구자: 그래서 성적이 좋아졌어?

대상자: 성적은 좋아졌지. 성적은 좋아졌는데, 우승도 하고. 단, 그게 아닌 거 

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팀이라 하는 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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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게 조금 안됐던 부분이 있지(남상덕, 2012. 6. 15).

일반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은 야구 운동기능이 출중한 동호인들을

자신들의 동호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남상덕이 소

속되어 있는 동호회에서도 야구 운동기능이 출중한 선수출신 동호인들을

대거 가입시켜 2011년도 2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정말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노력 

같은 개인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경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사

회인 야구의 특성을 보면 즐기는 야구를 추구하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한상남, 2012. 6. 17).

한상남은 사회인 야구 경력이 7년 차인 동호인이며 야구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직업은 회사원이며 퇴근 후에도 야구 연습

장에 들러 거의 매일 야구 연습을 한다고 한다. 한상남은 사회인 야구 동

호회에 가입한 후에 3부 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에서 활동하였으나, 장기

간 야구 연습에 매진한 결과 현재 2부 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만큼 야구 운동기능이 향상된 동호인이다. 그는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실력향상

을 위해서 장기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하고, 야구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

적인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운영진이 단기간에 동호인들의 야구 운동

기능 향상시켜서 동호회의 경기력을 증대시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다. 그러므로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을 충원하게 되고, 이로 인

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 내부에서는 복잡한 갈등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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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진의 시합출전 원칙 설정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신입 동호인들의 충원으로 인하여 인원이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동호회의 감독은 모든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킬 수 없

으므로 시합출전 원칙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인 야구 동호회 감독

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시합출전 동호인들을 결정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야구 동호회의 감독은 선수기용을 자신들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이라 생각하고 있다. 감독은 선수를 기용하기 위해서 시즌 전에 시합출전

원칙을 설정하여 동호인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

해 시합출전 선수를 기용한다.

팀에 감독이나 그런 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팀들은 원년 멤버 우선, 지든 이

기든. 일단은 어른들 위주로. 선배들 위주로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뛰게 한다면, 그때 후배들 그다음에 뛰게 하고 그런 팀이 있고, 지금 현재 저

희 팀은 그렇게는 운영 안하고, 그냥 일단은 팀이 실력위주 어떨 때는 반반

인 거 같고, 이겨야 할 땐, 진짜 실력위주 이렇게,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아요

(박정목, 2011. 2. 1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이 지향하는 운영방침

은 동호인들 모두가 시합에 참여해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

회인 야구 동호인 조직문화에서는 실력이 없는 동호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누구는 뛰는 데, 왜 나는 안 뛰켜주냐?” 저희 팀뿐만 아니라 

타 팀들, 저희 매장에 손님들.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오면 그런 이유도 있

고. 가족들이 왔는데 왜, 난 안 뛰켜줘서 개망신을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선수기용을 자기 만에 생각으로 얘기 하는 데 감독은 고충이 있는

데,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고충이 있는 거죠. 나도 오늘 투수하고 싶은데 투수 

안 시켜줘서 삐질 때도 있는 거고, 감독 입장에서 너를 시켜주고 싶은데 제

를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고충이 있죠. 그거는 경기가 끝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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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하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양은철, 2012. 7.

17).

어려운 부분은요. 어떤 팀이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실력대로 선

수를 구성하다 보면, 못 뛰는 선수들이 계속 있잖아요. 저는 팀 운영하는 입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뛰는 선수들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회비를 

내고 자기시간 할애해서 오는 건데,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숫자는 9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딱 9명 갖고 팀을 운영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뛰

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죠.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저희가 

딱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는 레슨이나 이런 게 크

게 발달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데, 인제 팀 안에서 실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뛰

는 사람은 계속 운동장에서 뛰니까, 예 그런 게 제일 힘든 거 같습니다(장수

헌, 2012. 7. 29).

양은철은 감독이 야구 운동기능이 출중한 신입 동호인을 영입할 경우 이

러한 상황이 더욱 증폭되어 종국에 이르러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한 선수들

과 감독의 갈등이 발생하여 동호회 조직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합에 많이 참가하지 못하는 동호인들과

자주 참여하는 동호인들 간의 갈등이 양산된다.

그리고 장수헌은 야구 종목의 특성상 9명밖에 시합에 출전할 수 없고 동

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이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진이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운동기능이 뛰어난 선수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킬 경우,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과 시합에 출전하

는 동호인들 간의 기량 차이가 더울 벌어져 실력이 부족한 동호인들의 시

합출전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선수기용에 있어서 감독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입회년도”를 기

준으로 삼겠다는 사항이었다. 그 다음에는 “경기, 연습, 모임에 참석한 성실

성”을 기반으로 시합에 출전시킨다고 했다. 그러자, 코치는 감독에게 “입회년



- 108 -

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합출전선수를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

다. 코치는 “단지 입회년도가 기준이 된다면 새롭게 가입하게 되는 선수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감독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감독은 “현

실적으로 기량차이가 많이 나거나, 반드시 이겨야 할 시합에서는 융통성 있

게 선수를 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치와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의견에 

대해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관찰일지, 2010. 1. 17).

굴러온 돌이건 박힌 돌이건 자기자리는 없습니다. 자리는 9개 정해져있습니

다. 누구한테도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실력 있고 노력하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팀이던 마찬가지 일 겁니다. 자기 노력과 연습에 

충실한자 만이 자리를 차지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1. 팀 연습 시간에 철저히 나와 실력을 향상 시킬 것.

2. 기존의 선수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력위주로 팀을 운  

영할 것(관찰일지 “온라인 커뮤니티: 조성희”, 2009. 10. 25).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기본적으로 9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반드시 필요하

다. 그리고 각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원활하게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14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합참석 동호인의 수가 14명을 초과할 경우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

하는 동호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

독 및 운영진은 야구 운동기능보다는 기존회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며

이들을 주로 시합에 출전시키는 운영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야구 운동기

능 및 성실성 등을 우선적인 시합출전 원칙으로 삼고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두가 시합에 출전하여 즐기는 야구를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동호회보다 전력이 약한 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운영방식으로 동호회 운영을 반복하게 되면, 동호회 조직 내부에 패배

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종국에 이르러 실력이 없는 팀으로 전락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반대로 감독 및 운영진이 동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중시

해 동호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동기능이 출중한 동호인들이 경기에 많이



- 109 -

출전하게 되고, 기량이 미숙한 동호인들은 시합에 출전할 기회가 상대적으

로 적어진다.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이 직면하

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갈등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 코치, 총무 등

의 운영진이 동호인들과 정서적 교류를 빈번히 하여 서로에 대해 보다 깊

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야구 동호회의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조직갈등 단계

조직갈등 단계는 야구 동호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로써 본 연구

자가 소속된 동호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난 과정이다. 본 연구자

의 동호회는 조직갈등 단계인 2009년에 호반리그 3부 리그에서 6위를 차지

했으며, 2010년에는 3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단계에서 동호회

의 운영진은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거나,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동호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데, 본 연구자가 소속된 동호회에서는 2009년에는 이기

는 야구를 지향했으며, 2010년에는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동호회가 운영

되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조직팽창 단계에서 설정한 시합출전 원

칙에 따라서 동호인들을 시합에 참가시킨다. 즉, 운영진은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거나, 또는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동호회를 운영해 나간

다. 조직갈등 단계에서 동호회의 동호인들은 시합출전 원칙에 따라서 시합

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시합출전 여

부 및 이외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동호회 내부 갈등이 증폭되어 조직분

화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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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기는 야구 지향

초창기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많지 않았으며 지역별 리그 경기에만 주로

참가하였고,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인 야구 동호인과 동호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대회의 양적․질

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대회는 리그전과 토너멘트

경기가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열리게 되며 전국 단위의 대회

도 다수 개최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은 각종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기

량을 겨루고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동호인들의 친

목과 더불어 대회에 참가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정적으로

연습하며 동호회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창단 동호인의 기득권을 중시하기보다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

을 우선적으로 시합에 출전시키며,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을

우대한다. 또한 동호회 조직 내부에 강한 규범을 적용하며 동호인들 간의

경쟁을 자극하여 동호회의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가) 실력 중시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감독 및 운영진은 즐

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동호회처럼 시합을 창단 동호인 위주로 출전시키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록 신입 동호인이라 하더라도 야구 운

동기능이 뛰어나다면 그러한 동호인을 우선적으로 시합에 출전시킨다.

OOO 같은 경우는 감독이란 직책을 맡겼으면, 결정권은 내 제일 친한 친구

가 선수라고 그래도 뛸 상황이 아니면  다른 실력 있는, 예를 들어 그런 스

타일인거 같고, 냉정하게 실력 순으로 근데, 만약에 오늘 게임이 굳이 이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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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배려를 하는 OOO 스타일은 좀 그런 거 같아요(박정

목, 2011. 2. 11).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는 운영진은 박정목의 견해처럼, 동호회의 경기 수

행력을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동호인일지

라도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합에서 배제시킨다. 즉, 동호인들

의 운동기능을 가장 중요한 시합출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기존 선수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팀을 운영한다면 결국 약팀으로 전락하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라는 게 주된 이

유였다.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팀 연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견

해를 가지고 있다(관찰일지, 2009. 4. 26).

이것도 사회인 야구지만 야구거든. 사회인 야구지만 야구란 말이야. 그러면 

꼭 잡아야 될 팀이 있어. 잡아야 돼 이거는. 팀이 사람이 많이 나왔어도 잡아

야 될 시합은 올 멤버만 나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이지철,

2010. 12. 21).

결국, 이지철의 주장처럼 운영진은 야구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실력위주

로 최선의 동호인을 시합에 출전시키게 된다. 즉,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 및 운영진은 시합출전 기준을 야구 운동기능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을 모든 동호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호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감독 및 운영진이 기

득권을 인정하여 실력이 부족한 창단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킨다

면 시합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둘째,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은 동호회 조직의 운영진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진은 철저히

야구 운동기능 위주로 시합출전 동호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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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한 규범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 및 코치는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한 동호인

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한다. 즉 감

독 및 코치는 시합 전 연습을 통해서 동호인들에게 다양한 야구 운동기능

을 연습시키고 자신들만의 운동 노하우를 전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연습 및 시합에 참석하지 않는 동호인들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 또한

감독 및 코치는 연습을 통해서 기량을 습득한 동호인이 연습했던 사항을

시합에서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량을 펼치지 못할 경우에 불만을 나타

내기도 한다.

감독은 투수 견제 동작을 OOO에게 연습시켰으나, 견제 동작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독은 대단히 화가 많이 났으며, OOO에게 “네가 그래서 패전

투수 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OOO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감독의 말

을 듣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지난주에 **고등학교에서 한 연습 중에서 견

제연습을 수없이 했지만, OOO은 시합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독이 화가나 있는 것 같았다(관찰일지,

2009. 2. 28).

OOO는 공격에서는 기량이 상승했으나, 수비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는 선수

였다. 코치는 “오늘 연습에 KKK과 HHH이 반드시 참석했어야 했는데, 참석

을 안 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후에 자신이 HHH에게 한마디(질

책) 해야겠다.”고 말했다. 코치는 이 3명의 선수들에게 집중적인 수비훈련을 

시키고 싶어 했으며, 이들의 기량이 상승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관찰

일지, 2010. 1. 24).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는 얘기할 껀덕지가 있잖아요. 왜, 너

랑 똑같이 한 사람은 나와서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이만큼 늘고, 그래서 시

합을 뛰고 그러는데, 너는 운동도 안하고 연습도 안하면서 제보다 야구도 못

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권영진,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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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동호회 활동을 성실하고 참여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야구 운

동기능이 향상된 권영진은 성실하게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서 야구 운동기능이 향상되지 못한 동호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권영진은 연습을 게을리 하는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실력을 중시하는 감독 및 코치는 <그림 3>과 같이 동호인들이 연

습 및 시합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만들어 시합출전

선수명단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습 및 시합에 자주 참석하지 않

는 동호인들은 시합출전의 기회가 축소되고 연습 및 시합에 성실히 참여한

동호인들은 시합출전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 동호인 출석사항(출처: 2009년 슈퍼스타즈 카페18))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 및 운영진은 동호인

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습을 실시한다. 그리

고 운영진의 이러한 의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는 동호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야구 운동기능을 전수한다. 결국, 성실하게 야구 동호회의 연습

18) http://cafe.daum.net/manyang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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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여 야구 운동기능이 향상된 동호인은 바람직한 동호인의 표상으

로써, 동호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메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운영진은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운영진 보다 시합 및 연습의 참석과 관련하여 보다 강한 규범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동호인들이 야구 동호회 활동에 몰입하여 야구 운동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호회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

다) 강한 경쟁 지향

일반적으로 동호인이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 2가지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야구 동호회 팀은 다른 팀과 시합을 하기 때

문에 상대 동호회 팀과 경쟁하게 되는 외부경쟁이 있다. 다음으로, 동호회

조직 내부의 동호인들이 시합출전을 하기 위해서 벌이는 내부경쟁이 있다.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운영진은 특정 동호인들 즉, 창단 동호인들에 대

한 기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운영원칙에 입각하여

동호회 조직을 운영하는 감독 및 코치진은 동호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동호회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운해도. 거기에 자기가 끼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선출이라고 나 노력 안하

는 거 아냐. 나 누구보다도 노력 열심히 하거든. 누구보다도 나 진짜 노력 많

이 해. 맨날 밤마다 공 던지기 또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해……. 오죽하면 지

하 주차장에 방망이 갖고 내려 가면은 “공부를 그렇게 해라” “돈을 그렇게 

벌어라” 농담으로 그러는 거지. 진짜 나도, 너 생각을 해봐라. 나이 40 넘어

서 사회인 야구 잘해보겠다고, 선출이,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한데. 9시 반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스윙하고, 글러브 끼고, 벽에다 공 던지고, 남들이 보

면 미쳤다고 그래, 차 다니는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쩌다 내

가 방망이 들고 스윙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 해. 엉. 방망이 들고 

있으니까, 조폭인줄 알고. 근데 내가 진짜 돈을 그렇게 벌지는 못할 거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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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 한심하면서도 그게 좋은 걸 어떻게. 욕심 있으면. “너 선출이야?” 내가 

너 한번 잡아 볼게. 나 같으면 이런 욕심이 생기거든. 진짜, 한번 이왕 한번 

시작한 거. 나이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거 한번 해보지도 않

고. 그냥 의례 잘하겠지, 나는 언제나 쟤 밑에야 그러면 언제나 밑에야 재는.

도저히 올라 설수가 없어(이지철, 2010. 12. 21).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내부경쟁에 대해서 이지철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이지철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는 동호인들

은 자신의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이지철은 야간에 아파트 지하실에서 타격스윙을 하며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선수 출신으로서 시합 중에 부끄

러운 플레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하물며, 선수 출신인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야구 운

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동호인들이 연습은 하지 않고, 시합에 출전시켜

주지 않는다고 운영진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즉, 그는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한 동호인일지라도 선수 출신과 경

쟁하며 연습을 통해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서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 진

정한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 성적향상 중시

이기를 야구를 지향하는 운영진은 자신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동호회의 승리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동호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인 유충식의 경우에도 동호인 자신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할지라도 소속되어 있는 야구 동호회 조직의 승리를 염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야구 동호인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116 -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뭐냐, 실력이 좋은 게 아

니라 아이들이 배려를 한다는 거야. “어, 형님. 저 오늘 많이 뛰었는데, 쟤 오

늘 뛰켜주면 안될까요.” 이런 소리를 내 앞에서 하니까 이게 잘되는 팀이지.

“아이, 나는 왜 안 뛰켜죠. 내 돈 내고 야구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

니까 강한 팀이 이유가 있다는 거지(유충식, 2012. 6. 27).

유충식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호인들이 많을 때 진정한 강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자

신의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은 반드시 시합

에 출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야구 동호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며 배

려심이 없는 동호인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만, 야구 동호회는 일반적

인 자발적 결사체와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

은 야구시합이라는 경쟁의 장을 통해서 승리를 지향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서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은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

인 야구 동호회는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조직화되지만, 이러한 자발적 결사

체들이 모여서 각종 야구리그를 만들고 각종 경기를 하는 가운데 경쟁을

지향하고 승리를 노리며 조직화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한편, 이기는 야구 또는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운영하는 방식 외에도 즐기는 야구와 이기는 야구를 혼합하여 동호회를 운

영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방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즐

기는 야구와 이기는 야구의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갈등상황을

겪은 후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야구 운동기능의 향상이 수반된 후에야

비로소 구사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무엇보다도 감독의 경험과 역량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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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기는 야구 지향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결성된다.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은 야구 운동기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합출전 및 동호회 조직활동에 있어서 일종의 기득권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만약 이들이 야구 운동기능 수준

이 높지 않다면 즐기는 야구를 선호하며 경쟁보다는 친목을, 동호회의 승

리 보다는 개인적 만족을, 또한 강력한 규범체계 보다는 약한 규범체계를

지향하게 된다.

가) 기득권 중시

대부분의 사회조직 내부에는 의사결정이나 권력행사의 차원에서 타인보

다 우세한 위치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있다. 기득권자들은 조직서열의 상층

부에 속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권리와 특권은 조직의 법률 및 규범에 의해

보장받게 된다.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 내부에도 이러

한 조직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기득권세력은 최

초 동호회 결성에 참여했던 창단 핵심인이나 창단 동호인들 등이 해당된

다. 창단 핵심인이나 창단 동호인들은 야구 동호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입 동호인들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

었다.

사회인 야구라는 게, 그 팀이 있으면 1년이 된 팀이 있고, 3, 4, 5년이 된 팀

이 있고 생긴 게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형들이 

비선출인데, 일단이 그 팀이 처음 창단했을 때부터 같이 했었던 형들이기 때

문에 그 형들이 뭐, 막 어떻게 해야 돼, 뭐하고 하진 않는데, 비선출이지만 

그 팀에 “창단멤버”라는 그 자체가 그 형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게가 좀 

실리죠. 그래서 선배 형들이고. 그런 것도 큰 거 같아요(박정목, 201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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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 된지 3년이 경과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신입 동호인으로 가입했

던 박정목은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을 “창단 맴버”라고 칭하며 이들

의 기득권에 대해서 말한다. 이러한 창단 멤버들은 야구 동호회를 창단한

사람들이며, 장기간 동안 동호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박정목

은 “창단 맴버”들은 비선출19)이며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설명한다. 즉 이것은 창단 동호인들이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 부분은 일단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걔가 잘한다고 해서 시합에 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야! 그건 반대하고 그건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영입해서 보태면 팀에 도움은 되겠지

만, 당장에 시합에 뛰면서 보탬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론 팀에 균형을 무너뜨

린다. 전체적으로 팀에 저해가 될 뿐이다. 물론 팀에 당장에 실력향상에 도움

은 되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팀에 묻어나기 전까지는 

교체멤버로 뛰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엔 만약에 들어오

자마자 자기가 주전으로 뛰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는 잘하니까 “나는 

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단 말이지(강우용, 2011, 6. 10).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창단 동호인인 강우용은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이 동호회에 가입하자마자 시합에 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

었다. 만약 신입 동호인이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자마자 시합에 출전하게

된다면 창단 동호인의 시합출전 기회가 축소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서 동호회 조직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기득

권세력인 창단 동호인들의 시합출전 기회가 박탈되면 동호회 조직에 문제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호회 조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우용은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이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하

더라도 교체선수로 시합에 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 야구 학생선수 경험이 없고,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동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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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 당근 복귀지. 복귀 않할려고 했냐???? 죽 쒀서 개주지 말고 냉큼 

나온나……. 유니폼 하의 꼭 가지고 온나!!!!!(관찰일지, “온라인 커뮤니티”,

2009. 8. 9).

위의 글은 창단 동호인 중에 한명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

을 품고 동호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창단 동호인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카

페에 올린 것이다. 이는 창단 동호인들에게 기득권이 있는데, 신입 동호인

들이 창단 동호인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형태의 동호회 운영은 문제가 있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창단 동호인은 “죽 쒀서 개주

지 말고”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동호회 조직의 내부상황을 묘사하며,

창단 동호인들의 행위와 신입 동호인들의 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창단 동

호인들에게 기득권이 있는데, “들어온 돌인 신입 동호인들이 박힌 돌인 창

단 동호인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형태의 동호회 조직의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 약한 규범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강한 규범을 강조하기 보

다는 조금 느슨한 규범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동호인들이 시

합 및 연습의 불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관용의 폭이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

는 동호회보다 크다. 그러므로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 및 운영진은

시합 및 연습 참여와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감독은 “앞으로 3주 정도 스타즈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학기

간 자신은 3주 동안 연수가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자신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모임에 성실히 나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수석코치

도 “다음 주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관찰일지, 201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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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너는 팀을 만들면 OOO같은 스타일로 절대 운영을 안 하겠네?

대상자: 어휴,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어. 만약에 누구,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간에라도, 나는 싹 자르고 

싶어.

연구자: OOO같은 경우 욕도 하고 그런가?

대상자: 어우, 심하지. 그런 거 보고. 못 참겠더라고!(고창영. 2012, 7. 9).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고창영은 자신의 야구 동호회 감독이 자신을 너

무 학생처럼 대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몹시 상했었다고 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반말을 섞어가며 자신을

나무랐으며, 그러한 운영진의 태도가 몹시 싫었다고 했다. 또한 감독 및 코

치가 동호인들을 학생처럼 대하는 것이나 고압적인 태도로 연습을 지도하

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연습을 통해서 동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 향상

을 돕는다. 이러한 경우에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동호인들은 운영진이

강압적인 자세로 운동을 가르치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나타낸다. 그리

고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진은 동호인들이 동

호회에 몰입하여 조직활동을 하도록 하기 보다는 부차적인 생활로써, 즉

여가적인 측면에 치중하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

가는 경향이 있다.

다) 약한 경쟁 지향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경쟁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여

가활동인 야구 동호회 활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한 동호인들은 과도한 승부

에 집착하거나 경쟁적으로 야구에 몰두하는 동호인들에게 부담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정서가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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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KKK가 너무 시합에 이기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다

고 말했다. 사회인 야구는 어디까지나 사회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쌓인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하는 운동인데, 너무 승부욕에 집착하는 

KKK의 태도는 보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관찰일지, 2010. 5. 26).

사회인 야구라면 예전에 학원체육 하는 것처럼 그 목표나 목적을 두고 들어

가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누구의 타의적 강

요에 의해. 우리 어렸을 적처럼 야구선수 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

게 보면 분위기가 그거니까 맞아 가면서 하는 거였는데. 사회인 야구는 학원

체육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못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인

데. 성적 위주로 가니까, 다 기량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 그러면 정말

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밀려 나가는 거고, 밀려 나가다 보면, 소외되고, 소

외되다 보면 의욕이 떨어지고(고창영. 2012, 7. 9).

물론 다 먹고 살기 바빠. 혼자 바쁜 거 아니거든. 일단 사회인 야구에 몸을 

담았으면 즐기는 야구를 하지만, 이 사회인 야구에 필요한 선수가 돼야 하거

든.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은 이건 나는 질색이야. 쟤는 안 나와도 돼(이지철,

2010. 12. 21).

고창영과 같이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동호인들은 야구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수가 아니며, 단지

야구를 통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지철의 경우는 야구에 매진하고 야구를 통해 자신

의 존재감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 때문에 더욱 야구연

습을 충실히 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더욱 향상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창영과 이지철의 견해 차이는 심해지

고 야구 운동기능의 격차도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동호인들은 자유로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사

회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고, 다

른 팀들과 시합을 하는 그 자체에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사회자본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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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는 즐거움 또한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사회의 과도한 경쟁체재로부터

탈피하여 야구라는 놀이를 통해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운영진이 강한 규범을 통해서 자신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개인적 만족 중시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 결사체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

동하는 이유는 시합에 출전하여 안타를 치고, 공을 던지고, 공을 잡고, 때

로는 실수로 공을 놓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즉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은 자신의 행

복감,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확장시켜 일상의

활력소로 삼고 있었다.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부터 뛰어야지 딱 5게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나가

자마자 그날부터 시합을 뛰었는데, 나는 솔직히 올해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그냥 올해는 분위기나 파악하다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빠지는 거 아냐?(고창영. 2012, 7. 9).

야구는 종목의 특성상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

므로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 수가 많을 경우에 9명의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

및 4-5명의 교체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호인들은 시합에 출전할 수 없

게 된다.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초등학교 시절 학생 야구선수의 경험이

있는 고창영은 야구리그의 시즌 중에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자신

이 가입한 동호회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합에 참석했는데, 감독이

자신을 시합에 출전시켰고 그로 인해서 시합에 출전이 예정되어 있던 동호

인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고창영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운영진이 너무 시합에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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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동호회가 운영된

다면, 동호인들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동호회의 부속품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합해 보면,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 및 운영진은 야구 운동기능

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보다는 창단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킨다.

이러한 창단 동호인들은 동호회 조직운영에 핵심적인 의사결정체이며, 자

신들이 시합출전에 대한 우선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리고 본인들의 동호회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신입 동

호인들을 충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창단 동호인들은 본

인들의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할 경우, 시합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형태의 야구 동호회 조직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 124 -

2. 조직변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단계를

<그림 4>와 같이 집단형성 단계, 성장발달 단계, 조직팽창 단계, 조직갈등

단계, 그리고 조직분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4> 조직변화의 단계별 구분

가. 조직분화 단계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각종 시합에 출전하며 활동하는 조직갈등 단계를

거쳐 나타나는 조직분화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두 개의 조직으로 분화되

는 단계이다. 본 연구자가 소속되었던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는 2010년

연말총회에서 주축세력과 저항세력 간의 감정적 갈등이 고조되어, 2011년

초에 두개의 동호회로 분화되어 야구리그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원인은 야구 동호회의 인원 증가에 따른

동호인들의 시합출전 갈등이 증폭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동호

인들의 시합출전은 야구 동호회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1년 혹은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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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개념 속성

조직분화

개인 대 개인

시합출전 사항

갈등

선수출신, 비선수출신

정서적 관계

운영진 대 개인 개인의 불만

세력화 세력의 불만

세력 대 세력
반감표출

세력충돌

임기로 선출되는 감독의 시합출전 원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야구

동호인들의 시합출전은 감독의 시합출전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감독선출은 야구 동호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감독이 선출되는 동호

회의 연말총회는 동호회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므로 연말총회에서 선출된 감독이 결정하는 시합출전 원칙에 따라

서, 동호회 조직 내부에서는 <표 16>과 같이 동호인 간의 갈등과 동호인

과 운영진과의 갈등이 발생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동호인들은 두

개의 세력으로 분리되어 세력 간의 갈등 구도가 형성된다. 만약 이러한 세

력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단일 동호회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조직은 와해되거나 두개의 조직으로 분화된다.

표 16. 조직분화 단계

1) 동호인들 간의 갈등

가) 시합출전 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된 요인은 동호인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동호인들의 시합출전 기회의 부족 때문이다. 야구 동호회가

야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전 선수 9명 외에 교체선수 3-4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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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합에 출전할 동호인 수가 이 인원수를 초과하게 된

다면 모든 동호인들이 시합의 출전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시합 들어 가면은 실제로 시합에서 하는 거라곤 옆에서 구경하는 것 밖에 없

는 거잖아.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게임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모여서 캐치볼 

정도 포함될까, 그 외에는 그 깊숙한(친숙한)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

의 없잖아, 간혹 가다가 요번에 저 타석 때 너 한번 들어가서 휘둘러봐. 하고 

들어가는 거정도(고창영. 2012, 7. 9).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시합출전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주말을 손꼽아 기

다리며 시간을 내어 경기장에 나왔는데 막상 시합에 출전하기 못하고, 다

른 동호인들이 시합을 하는 것만 구경하고 돌아간다면 감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존의 동호인들은 새롭게 가입하는 신입 동호인의

야구 운동기능과 수비위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신입

동호인의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경우에, 이 신입 동호인과 수비위치와

동일한 기존 동호인은 시합출전 기회가 감소하거나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이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 신입 동호인과 기존의 동호인은 시합출전을

위해 경쟁 및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OOO는 자신과 KKK 사이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OOO는 나를 

보며,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원인을 설명해 주었다. OOO는 

팀에 가입했을 때, 타격도 부진하고 어깨가 좋지 않아 송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시합 때인가, OOO는 KKK가 주로 맡고 있던 자

리인 2루수에 위치해 경기에 참여했다고 했다. KKK는 이때부터 자신에게 좋

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관찰일지,

201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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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데, 야구팀 9명 운영하는데 20명이야 20명에서 25명이 만약에 나

와.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거야. 그게 가장 간단한 기본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 그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이겨야 된데, 20명이 나왔단 말이

야. 그래도 오늘은 꼭 이겨야 된데. 그러면 잘하는 사람만 뛰켜야 되잖아 일

단. 그럼 또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쟤, 애러하면 “저 XX, 되게 못하는데”, 이

런 소리 한단 말이야! 앉아 있는 사람들은 벙 뜬 거야 지면! 앉아있다 그냥 

가니까(강우용, 2011, 6. 10).

OOO은 “KKK이 꼴 보기 싫다”고 했다. 이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KKK는 OOO이 투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고, 그로인해 

OOO은 마지막 2경기에 투수로 출전하지 못했다. 결국 OOO은 방어율 부분

에서 1위를 하지 못하고 3위에 머무르게 되었다(관찰일지, 2010. 11. 7).

창단 동호인인 강우용은 신입 동호인들이 대거 가입하게 되면서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 시합출전에서 제외된 동호

인들은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을 참고 넘기지만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불만을 외부로 표출한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

회의 내부에서 시합에 출전하는 동호인과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

의 갈등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의 경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시합에서 제외된 동호인들은 시합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실책

을 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한다. 그리고 시합출전에

밀려난 동호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을 자주 갖고,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의 불편한 감정은 지속적으

로 축적되고 이들의 소모임은 더욱 잦아진다.

이기려고 시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만 기용을 하

게 되고 골고루 팀원들이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원들이 많이 나오

는 날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늘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

렇게 되면서 실력 차이는 더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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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떠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거 같습니다(장수헌, 2012. 7. 29).

장수헌은 시합출전에서 밀려난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

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은 시합에 출전하는 동호인들을 더욱 적대적으로 대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은 소모임

더욱 자주 갖고 세력화되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자신의 포지션에 대치되어

시합에 참여하는 동호인들과 운영진에게 표출한다. 한편,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회인 야구를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실력이 뛰어난 동호인들의 시합출전이 기회가 많아지면서, 또

다시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시합에 출전하는 동호인의 야구

운동기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의 야구 운동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호회 조직 내부

의 악순환은 동호회 갈등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한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들은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경기에 참석한 전체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푸

념한다. 이렇게 감독이 시합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동호인들도 시합에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경기운용의 전략

적 지식, 그리고 상대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이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모두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쉽

지 않으며, 동호회의 인원이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모든 선수들을 시합

에 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나) 선수 출신과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의 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학생

선수 경험이 있는 동호인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야구 운동기능이 우수하



- 129 -

다. 선수 출신 야구 동호인들은 4부와 3부 리그에서는 출전할 수 없고, 2부

와 1부 리그에서만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수 출신들은 40세가 넘으면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되어 모든 리그의 시합에 출전할 수 있다20). 그리고

사회인 야구에서는 선수 출신이란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야구 학생선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광의적으로

선수 출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선수 출신이란 용어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

어난 동호인들을 지칭하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 선출(선수출신)이 들어왔을 때, 선출과 비선출들 간에 갈등이 있었나

요?

대상자: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출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지만, OO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에요. 사회인 야구다 보니까 

선출들은 돈을 안내는 경우도 많아요. 회비도 안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같이 소속감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같이 돈을 내고 같

이 유니폼 같이 맞춰서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지, 선출이라

는 이유로 돈 안내고 이러면……. 가르쳐 주면 고마운 거예요. 나중

에 밥이나 한 그릇 사주면 되는 거고……. 저희 팀 선출은 다 돈 내

요(양은철, 2012. 7. 17).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는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선수 출신 동호인들을 충원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양은철은

선수 출신 동호인들에게 회비를 면제시켜주거나 유니폼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더 많은 특혜의 일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선수 출신 동호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시합출전

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격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일련의 조직행위로 인해서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선수 출신 동호인

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20) 2012년 사회인 야구선수 규정.



- 130 -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스타일 때문에. 또 중간에 선출 애들 들어왔는데, 거기

서 목소리 큰 애가 있는데, OOO 있죠. 예. OOO도 그런 스타일 이었어요.

이기는 야구! 걔는 속된 말로 구찌를 되게 많이. 하하. 구찌를 많이 날려요.

하하. 경기 시작되면 선배고 후배고 없어요. 예. 저희한테 코치니까, 걔는 저

희가 인정하는 아이니까, 안 다쳤으면 TV에서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을 다 인정하고 그래서 걔는 열심히 하고 생활도 잘하는 편이니까(김일준,

2012. 7. 12).

김일준은 자신의 야구 동호회에 가입한 선수 출신 동호인들의 거만한 행

동을 자세히 이야기 하고 있다. 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시합이나 연습 때에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이 실책 및 미숙한 행위 등이 발생하게 되면 비인격

적으로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도록 몰아붙이는 행위를 한다

고 말한다. 한편, 대부분의 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야구 동호회에서 동호인

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습 및 시합

참여 시, 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에게 연령이 많고 적

음에 상관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뭐라고 해야 되나? 싸가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출

들 중에. 왜냐하면 선출들이 잘해야지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어린 

선출들을 보면 항상 이야기 하죠. 싸가지 부터 지키고 너희 할 거 해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만약에 외야에 수비를 나가서 천천히 걸어오면 사회인 야구하

는 사람들도 천천히 걸어온다. 니가 빠르게 움직이면, 니가 하는 게 정답인가 

하는 생각에서, 니 행동을 배우는 거지, 니가 똑바로 안하면 똑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예의범절 같은 경우는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양

은철, 2012. 7. 17).

비선출이 생각하기에는 선수 출신들은 나가면 무조건 안타치고 무조건 잘 던

져야 되고, 무조건 홈런 쳐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선수

출신들은 운동장 나가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껄렁껄렁 해야 된다고 그래

야 하나, 그런 게 최고 보기 싫어요(권영진,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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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야구장 나가서 홈런 못 치면 병신소리 듣는 놈들 이니까, 안타 하

나 쳤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홈런하나 치면 당연한 거니까, 너희들은 거기

에서 우쭐하지 마라. 선수 출신한테는. 그리고 비선출한테는 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배워라! 그리고 게임을 풀어 나갈 때, 타석에 

들어갔을 때, 투수와 상대할 때 나 아닌 쟤들한테도 배워라. 많이 배워라. 이

런 조화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처음에서 배척을 했지 사실, 비선수 출

신들이 선수 출신들을 싫어했지. “너무 껄렁껄렁하다. 야구 잘하면 지들이 하

면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유충식, 2012. 6. 27).

그러나 선수 출신 동호인들도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며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다. 권영진의 설명처럼 선

수 출신들은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에게 시합에 나가면 무조건 안타를 쳐야

하고 수비에서 실책은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수 출신 동호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동호

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소위, “몸값”을 해야 한다는 부

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몸값”, 즉 경기 중에

실수를 하거나, 안타를 못치고 아웃이 되는 경우에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

의 비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선수 출신 동호인들과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

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 내부에서는 이렇게 선수 출신 동호인들과 비선수 출

신 동호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서 갈등이 발생한다. 즉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선수 출신 동호인에게 야구 운동기능은 높지만 인격이 부

족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와 반대로 선수

출신 동호인들은 비선수 출신 동호인들이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도 않

으면서 성실하게 연습도 하지 않고,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만 불평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선수 출신 동호인들과 비선수 출신 동

호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엇갈린 견해는 서로에 대한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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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진과 동호인들의 갈등

최근에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야구에 대한 운동기술 및 경기운영 지식이 풍부하다. 따라서 동호인들은

시합운영이 미숙한 감독 및 운영진에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더

불어 감독이 본인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야구 운동기능

이 부족한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을 출전시킬 경우에, 주전의 자리에서 밀

려난 동호인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야구는 나가서 운동하는 거니까. 내가 몇 번을 기용하고, 언제 뛰고, 언제 빠

지고, 어느 포지션에, 어느 타선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일반인들은 다, 요즘 

매스컴이 편해갖고 다 알아. 7, 8번 잘 못치고, 저기 우익수 못한다는 걸 하

하, 세컨이 좀 못하고, 다 안다고. 내가 왜 거기 가야 되고, 뛰는 사람들도 뛰

는 사람의 불만이 그거야. 내가 왜 여길 가야돼. 안 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불만이다 얘기하면, 야! 이 XX놈아 나는 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

고(이형주, 2012. 7. 29).

사회인 야구에 경험이 많은 이형주는 만약에 감독이 동호인들 보다 시합

전략이나 시합출전 선수를 구성하는 능력이 미숙하다면 동호인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이 창단 동호인일 경우, 야구 실력

보다는 창단 동호인 위주로 선수를 출전시키거나, 감독 자신과 평소에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킬 경우에, 시

합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동호인들은 감독은 물론, 감독과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하는 동호인, 그리고 창단 동호인들에게 반감을 갖게 된다.

감독이 좀 끌려가는 것 같고, 저런 거 있잖아 “바지사장”이라고. 하하. 결정

은 다 뒤에서 하고. 좀 그런 걸 느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

르겠는데(이진수, 201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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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OOO은 평소 KKK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감독은 

KKK를 중견수로 나가라고 했다. KKK은 중견수 수비위치로 나가면서 자신

이 왜 중견수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KKK은 자신이 구원투수로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 같았다(관찰일지, 2010. 5. 16).

그러므로 이진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시합출전 선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동호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드리는 감독을 “바지사장”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이 시합출전 선수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운영진

이 아닌 특정 동호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받아드릴 경우, 시합출전에서 배

제된 동호인들은 감독과 시합출전 선수명단에 의견을 제시한 동호인에게

반감을 갖게 된다.

감독은 선수들을 모이라고 말하고, 오늘 선발출전 엔트리를 불러주었다. 그런

데, 감독은 중견수였던 OOO와 좌익수였던 KKK의 수비위치를 바꿔 엔트리

를 정했다. 그러자, 감독을 말을 듣고 있던 AAA은 인상을 약간 찡그렸다.

감독은 외야수비 연습에서 실수를 많이 했던 KKK의 자리에 OOO를 대치시

킨 것이다. 감독은 아마도 좌익수 쪽으로 타구가 많이 날아갈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상 외야수 중에는 중견수가 가장 실력이 뛰어

난 선수가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좌익수가 가

장 중요한 수비위치라고 여기고 OOO를 좌익수로 위치시킨 것이다(관찰일지,

2010. 7. 10).

감독이 시합의 진행방향과 적절하지 않은 선수를 기용하게 되었을 때,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은 반감을 나타내게 된다. 하물며, 감독의

이러한 선수기용에 의해서 시합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감독에 대한 운

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감독이 승리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야구 동호회를 운영할 경우에 감독은 창단 동호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

지 않는다. 따라서 승리를 지향하는 감독은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다면

기존의 동호인들 대신에 신입 동호인을 주전선수로 기용한다. 즉, 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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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동호회 조직 내부의 기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실력과 출석

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수의 출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교체

선수로 전락하거나,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창단 동호인 및 장기간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던 동호인들은 감독의 결정에 불만을 갖게 된다.

사실상 또 가면은 보이잖아요. 선배 형들이 나보다, 6, 7, 9년 선배 형들인데,

게임 안 뛰고 계속 담배만 피고 있으면 저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 개인적

으론 좋았죠, 작년에 형들, 항상 가면은 바로 스타팅 멤버 딱 넣어 주니까 엄

청 좋았죠. 솔직히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왔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이 팀에 계속 있

다면, 나이 먹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도전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담배 피면서 왜 난 안 시켜주고 이러면 젊었을 때 이런 얘기 한 놈

이, 그러면은 나쁜 놈이죠(박정목, 2011. 2. 11).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박정목은 신입 동호인으로서 주로 시합에 출전

하게 되었을 때를 상기하며 그때 가졌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 했다. 박정

목의 수비위치는 중견수이며, 가끔 투수로도 활약했다. 박정목을 시합에 주

로 출전시켰던 감독은 박정목이 팀의 중견수로서 기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박정목의 타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

는 1할 대 타격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은 박정목이 시합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가평 신과의 시합에서는 올해 새로 영입한 선수 4명이 시합에 출전하는 관계

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대부분 시합에 못 뛰게 되었다. OOO는 이러한 문

제가 팀의 갈등을 분출시키며, 감독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설명했

다(관찰일지, 200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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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은 시합의 승리하기 위해서 야구 운동기능

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을 시합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감독의 시합

운영형태가 되풀이 되는 가운데 창단 동호인과 장기간 동호회에서 활동하

던 동호인들은 감독과 코치, 그리고 신입 동호인들에게 반감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야구 동호회의 조직문화가 조직갈등을 심화시키는 계

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창

단 동호인이 감독이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로 본

인의 의도대로 시합출전 선수명단을 작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합출전

선수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호인들 개개인의 야구 운동기능 수

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 팀을 분석한 후에 최적의 동호인들로 구

성하여 선수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야구의 전략적 운용능력

을 야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동호인이 갖추기는 쉽

지 않다. 둘째로 감독이 즐기는 야구를 지향한다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창

단 동호인들을 위주로 시합출전 선수명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실력있는 동호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사회인 야구 감독이 승리를 지향하며 동호회를 운영할 경우

에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키게 되므로

실력이 부족한 창단 동호인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기존 동호인들은 야구 운동기

능이 뛰어나서 시합에 참가하는 신입 동호인들 및 감독에게 반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동호회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갈등상황이 전개된다.

3) 갈등 표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시합출전에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갈등을 겪고, 또한 운영진과도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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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부

OOO 09.09.18 09:35

날씨가 너무 좋네요. 즐겁고 겸손한 하루가 되시길 

OOO 09.09.20 22:49

겸손에 대한 좋은 말 있어 올려 봅니다. "불손한 사람은 선

심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 그러나 공손한 사람은 돈이 없어

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항상 겸손합시다.

┗ OOO 09.09.21 13:15

또한번 제가 실수 했네요. 죄송합니다.

┗ KKK 09.09.21 12:44

좋은 말 앞으로도 쭉~ 부탁드립니다...^^

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불만은 동호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방

법을 통해서 주로 표출된다. 그리고 동호회에 불만이 있는 동호인들은 동

호회의 시합 및 연습에 불참석함으로써 자신의 불편함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합 중에 감독의 지시에 불이행하며 자신의

불만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출처: 슈퍼스타즈 카페21))

동호회 활동에 불만이 있는 동호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자

신의 입장을 표현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 자신의 입

장을 전달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증

폭되기도 한다. OOO는 카페 출근부에 “겸손하라”는 의미의 글을 2회 올렸

었다. 이 “겸손”은 감독인 KKK가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창단 동호인들

을 배제하고 실력있는 신입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키는데 불만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독단적으로 팀을 운영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

이다. KKK는 댓글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KKK는 OOO가 연장자이며 동호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러한 그의 행동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21) http://cafe.daum.net/manyang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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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입니다..) | 조회 107 | 09.09.14 16:00

이번주 일정 입니다.....

9월  20일 12시부터 시작게임(상대팀 매그파이)

장소는 춘천 중학교

11시까징 뒷편 농구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여부 올려주세요.

댓글 12

A 참석합니다. 09.09.14 20:23

B 참석..^^ 09.09.15 18:45

C 참석합니다... 09.09.15 09:03

D 참석합니다 09.09.15 10:36

OOO 토요일날 동창회가 있는관계로 어떻게될지 잘모르겠네

요...H 도 가야 합니다... 09.09.15 10:54

┗ D 토요일이 동창회라면 1박2일 인가요... 현재 참여율을 봐서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뜻 합니다. 09.09.16 10:07

KKK 벌초해야될것같습니다....장비는 토요일 오전 시간되시는분 

전화주세요건승하시길 09.09.15 11:11

E 참석합니다.. 09.09.15 14:01

F 참석합니다... 09.09.16 08:23

G 참석합니다. 09.09.16 13:29

LLL 열심히 하셔서 꼭 이기세요. 09.09.17 12:57

H 참석이요, 09.09.17 22:45

(출처: 슈퍼스타즈 카페)

일반적으로 사회인 동호회의 총무는 시합의 참석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일정 참석란에 글을 올린다. 동호인들은 일정 참석란을

확인하고 시합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를 기재한다.

위의 글을 확인해 보면 운영진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OOO, KKK,

LLL 등은 시합에 불참석한다는 글을 올렸다. 결국 이들은 시합의 불참석

을 통해서 감독 및 평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동호인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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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팀의 잔여 경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연말 총회 때만 참석하겠

다고 했다. 연말 총회 때는 감독을 새로 선출하는 자리이고, OOO는 기존의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절대 재선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 것이다(관찰일지, 2009년 09월 13일).

당초에 운동장 섭외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팀은 8월 16일 단합대회 겸 야유회

를 계획하였으나, 팀원 대다수가 불참의사를 나타낸 관계로 행사를 취소하였

다. 당초 감독이 참가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반드시 달도록 팀원들에게 권고

했으나, 6명만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감독이 강력히 강조했던 사항이 잘 지켜

지지 않고 있었다(관찰일지, 2009. 8. 16).

감독은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고 말했다. OOO은 집에 일이 있어 가야한다

고 말했고, KKK도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HHH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

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갔고, LLL도 약속이 있어 가야한다고 말했

다(관찰일지, 2009. 10. 18).

결국, OOO와 감독의 불화는 시합에 폭발했다. 그 시합에서 OOO는 시합 전 

선수 인사를 감독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으며, 시합중 감독이 

교체선수로 출전시키려하자,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시합이 끝나

기 전에 집으로 가버렸다. 시합이 끝나고, 감독이 OOO에게 전화를 하자, 자

신은 남은 경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연말 감독을 선출하는 총회에 꼭 

나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팀은 총회에서 다음연도 감독을 선출하는 투표를 

거행한다.). 감독은 그에게 “총회 때, 반드시 나와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관

찰일지, 2009. 11. 21).

그리고 감독 및 운영진에게 불만이 있는 동호인들은 동호회에서 개최하

는 단체 회식이나, 시합 후 회식 등에도 불참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

극적인 동호회 활동을 함으로써 운영진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그들의 심

기를 건드린다. 이러한 갈등표출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고조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조금 더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시

합 도중에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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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감독과 운영진에게 반감을 가진 동호인들은 소모임을 자주 갖

고 세력화되어 자신들의 불만을 공론화시키며 집단행동을 통해서 동호회

내부에서 저항활동을 하게 된다.

4) 세력 간의 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추구하는 야구의 지향성, 동호회의 활동기간, 야구

운동기능 수준, 인간적인 친밀도, 그리고 문화적 동류의식 등에 의해서 세

력화된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특성들로 인해서 야구 동호회 조직의 동호

인들은 주된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된다. 이렇게 구분되는 사회인 야구 동

호회의 두 개의 세력은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이다.

그리고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 중에서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 세력이 주

축세력이되며, 감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력은 저항세력이 된다. 즉, 감

독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세력의 명칭은 가변적이다. 이외에 동호회 조직

내부에는 이 두 세력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주변세력이 있

다.

사회인 야구 들어오면서 사회인 야구도 또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춘천 OOO라는 사회. 그 사회관계 안에서의 또 구조관계. 누가 위고, 명확하

진 않지만 그게 보여요. 뭉뚱그려서, 위쪽 부분들 셋, 중간에 뭐, 밑에 저는 

그 아랫사람이죠, 후배죠 뭐 한참 후배니까. 그러니까 또 사실은 저도 우리 

팀이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팀이 항상 또 좋은…….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운 건 없어도, 그런 건 있었잖아요, 의견 불일치되고 언쟁도 있

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이름 참 잘 지었다. 사회인야구라는 게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논 거예요(박정목, 2011. 2. 11).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박정목은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모형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즉 상층부에는 운영진을 포함한 주축세력

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층부에는 저항세력이 위치해 있는데, 이 두 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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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대립, 갈등을 반복하며 야구 동호회 조직활동을 함께한다고 말한다.

또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랫부분이 자신이 속한 위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 주축?

대상자: 그렇지. 주축이래 봤자 어차피 빤해. 기량위주로 예전부터 해왔었던 

사람은 변함이 없다고 불변이라고.

연구자: 나머지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네, 주변에?

대상자: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범위들 되고. 그 분위기가 편하게 얘기하면,

표현하기가, 좀 분위기가 모해. 야! 오죽하면 게임 들어가고서 옆에

서 그날 해가주고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냐?

사람들 뭐 쳐다보고 있고 뒤에서 볼이라도 던지고 받고 할 수 있잖

아?

연구자: 그렇지.

대상자: 아이, XX, XX해! 뭐 하냐고 지금, 집중하라 그러면서(고창영. 2012, 7.

9).

우리 팀은 상류계층이 꼭 선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OOO이 제일 막

내고 어린애지만, 그렇다면 OO이가 사실은 선출이고 그러니까 최고위에 있

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냥 

뭔지 모르게 형성된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중심축 형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일단 회원이 된지 오래된 분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건 어떤 사회든 그렇지 않을까요?(박정목, 2011. 2. 11).

한편, 3년 동안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탈퇴한 고창영은

주축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가 참여했던 동호회의 주축세력

은 동호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였고, 야구 운동기능이 높고, 동호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호인들이었다. 또한 고창영은 이러한 주축세

력들이 신입 동호인들에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간섭을 해서 몹시 불쾌했다

고 설명한다. 그리고 박정목은 자신의 소속된 동호회의 주축세력은 야구

운동기능보다는 동호회 조직에 오랜 기간 참여했거나, 창단 동호인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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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대상자: 못하는 선수들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벤치 멤버로, 알게 모르게 불만

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도 불만이 많았을 거 같아.

연구자: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삼삼오오 군소집단이?

대상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 다른 팀을 만들게 되고(한상남, 2012. 6.

17).

그리고 한상남은 기득권 또는 야구 운동기능에 따라서 시합출전에서 밀

려난 동호인들이 모여서 저항세력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세력화된 동

호인들은 조직적으로 운영진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동호회

조직 내부에서 형성된 저항세력은 주축세력에 대항하며 조직활동을 해 나

간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OOO와 감독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

로 말미암아, 기존에 감독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KKK, HHH,

LLL, BBB, JJJ 등이 OOO의 뜻에 동조했다. OOO의 주된 주장은 “원년 맴버

인 선수들의 팀 내 기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른 팀

에서 이적해온 선수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선수들

은 결국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관찰일지, 2009. 11. 21).

또한 저항세력은 주축세력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반감을 표출하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즉, 자신들이 시합에 출전해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

양한 방법을 통해서 운영진의 동호회 운영방침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주축세력에게 압박을 가하게 된다.

감독의 결정에 대해서 OOO, KKK, HHH, LLL은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강원

도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소지가 다른 모든 선수들을 출전시키

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독은 카페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회원들의 의견은 갈등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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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관찰일지, 2010. 6. 20).

OOO는 코치가 정말 짜증이 나며 자기 마음대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

고, 감독인 OOO는 코치의 꼭두각시라고 말했다. KKK은 코치가 어렸을 적 

친구인 자신을 배재하고 시장기 대회에 참가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친

구로서 그러한 선택을 했던 코치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자신

의 평소 성격 같으면 싸움을 했었겠지만, 나이가 40을 넘어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

가 다시 한 번 발생한다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관찰일지, 2010. 7.

10).

또한 저항세력은 자신들의 의사를 받아드리지 않고 시합 및 리그 출전

등과 같은 동호회의 중대한 사항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운영진과 주축세력

의 행동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

정적인 갈등이 증폭되어 저항세력과 주축세력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되기 직전까지 치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KKK은 OOO이 2009년 12월 총회를 하기 직전에 HHH, LLL, JJJ 등과 사전

에 만나 OOO가 감독을 하고 HHH이 수석코치를 하자고 사전에 의견을 모

았다고 했다. 그런 다음 총회 때,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었다. 결국, OOO는 자연스럽게 감독이 되었고, 그의 의도대로 팀을 이

끌어 나가기 위해 선수기용을 하게 된 것이다(관찰일지, 2010. 3. 21).

OOO은 11월 02일(화) KKK을 만났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년도에 감독

으로 HHH를 올리자고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코치는 KKK이 한다고 했

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때 결정할 문제지만, 꼭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찰일지, 2010. 11. 7).

이렇게 저항세력은 주축세력의 운영방식에 지속적으로 반발하지만 본인

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차기 감독 및 코치, 총무 등의

선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다. 즉 이들은 빈번한 소모임을 통해 다음 년도



- 143 -

운영진, 즉 감독, 코치, 그리고 총무가 될 동호인을 미리 선정하고 연말총

회를 준비하게 된다.

종합해 보면,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주축세력은 동호회 조직의 시합출전

과 동호회 조직의 전체모임을 주도하고 리그 및 경기 참가를 결정하는 세

력이다. 주축세력은 동호회의 창단 때부터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동호회 조

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세력인 경우가 있고, 이와 달리 야구 운

동기능이 뛰어난 신진세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저항세력은

야구 동호회의 감독 및 주축세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렇게 불만이 있는 동호인들은 소모임을 자주 갖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세력화되어 주축세력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다.

5) 세력들 간의 갈등 심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은 즐기는 야구 즉, 시합출전 기준을 창단 동

호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동호회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키는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는 가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각 동호인은 기

득권세력 및 신진세력에 속하게 되고, 이들 세력들은 동호회 조직 내부에

서 상호작용하며 갈등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의

갈등은 동호회의 감독 및 운영진을 선출하는 연말총회에서 최고조에 이른

다.

회원들은 새로 선출할 감독 및 총무를 각자 자신의 메모지에 써서 총무에게 

주었다. 총무는 투표지를 모두 모아서 회원들에게 감독 및 총무의 이름을 호

명해 주었다. 개표결과 감독에 대해서는 OOO가 8표, KKK가 7표, HHH이 2

표를 받았고, 총무는 LLL이 대다수의 표를 얻었다. 결국 OOO가 다시 감독

으로 선출되었고, LLL이 총무로 선출되었다. JJJ은 OOO가 감독으로 선출되

자,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고 PPP과 KKK 등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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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는 새로 선출된 감독인 OOO에게 소감을 말하라고 했고, OOO는 내년에

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관찰일지, 2010. 12. 4).

그러므로 동호회의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은 주축세력이 되기 위해서 연

말총회 전에 감독 및 운영진으로 내세울 동호인들을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총회를 준비한다. 위의 글을 살펴보면, 기득권세력은 OOO를 감독으로 결

정하여 선거에 임했고, 신진세력은 KKK를 감독으로 결정하고 연말총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투표결과 기득권세력이 내세웠던 OOO가 총 8표를 얻어

1표 차이로 감독으로 선출되자, 신진세력인 JJJ, PPP, 그리고 KKK 등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결국 본 연구자가 소속된 동호회는 즐기는 야구를 추구하는 기득권세력

측의 동호인인 OOO가 감독으로 선출되어 또다시 기득권세력이 동호회의

주축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로 인하여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던 신

진세력의 불만은 최고조로 심화되어, 결국 동호회는 기득권세력과 신진세

력의 갈등이 심화되어 2개의 동호회로 분화되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곪아 터진 거지 뭐.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터지면,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순에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팀

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에서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지금 수준에서. OOO은 

KKK와 완전히 담싼 사이고, (팔로 X표시)이거고, KKK도 결정적으로 실수한 

상황이고. 거기 나타나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OOO도 말하는 게 유도리 있게 

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OOO도 한 번 꽂히면 자기도 감정적으

로 확 나가는 스타일 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KKK은 거기에 나타나질 말

았어야 하고, 더 악화시켰다고 보면 되지(강우용, 2011, 6. 10).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에 대해서 강우용은 기득권

세력과 신진세력 간의 동호회 운영에 따른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갈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감정적인 충돌로 확대된 나머지 동호회의 조

직이 분화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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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몇 명의 동호인들은 동호회를 탈퇴하여 다른 동호회로 이적하거나

야구를 그만두었다. 강효민(2011)은 스포츠 동호회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과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분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동

호회 조직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은 정서, 취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 등

에 의해서 발생하고, 분화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결국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갈등은 단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

했으며(김지혜, 탁진국, 2010), 개인들의 갈등이 세력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동호회는 2개의 동호회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동호인들의 시합출전과 관계갈등 등에 의한 것이

고,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호회 조직의 동호인 증가로부터 기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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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직분화)
2011년 2012년 2013년

2부 출전 동호회

(신진세력)
11 14 22 24

3부 출전 동호회

(기득권세력)
10 20 20 26

나. 조직분화 결과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이 분화된 후에는 2개의 야구 동호회로 재결성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분화 된 야구 동호회 조직들은 부족한 동호회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신입 동호인 영입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야구 동

호회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분화된 각각

의 야구 동호회들은 자신들의 야구 운동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리그에 참가

하게 된다.

1) 급속한 동호인 충원

사회인 야구리그는 야구 운동수준에 따라서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

경기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야구 운동수준이 높은 리그에 출전하게

되는 동호회는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을 충원해야 하므로 조직이 분

화된 초기에 신입 동호인 충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아래의 <표 17>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이후에 각각 분화된 동호회들

의 연도별 증가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분화된 2개의 동호회들은 각

각 2부와 3부 리그로 출전하고 있다.

표 17. 조직분화 결과에 따른 증가 인원 수

(출처: 호반리그 홈페이지; 올스타즈, 슈퍼스타즈 신입 동호인 증가22))

22) http://league.clubone.kr/cchb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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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의 조직이 분화되어 2부 리그로 출전하게 된 동호회는 야구 운동

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과 선수 출신 동호인들을 충원해야 했기 때문에 초

기 신입 동호인 영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3부 리그에 출전하기로

결정한 동호회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신입 동호인들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신입 동호인을 충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인을 급속하게 충원하기 위해서는 조직분화가

발생한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들이 자신들의 인적 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하

여 신입 동호인 충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즉, 신입 동호인 충원을 위해

서 각 동호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학연, 지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인

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입 동호인을 충원한다.

연구자: 인맥을 통해서?

대상자: 예. 야구를 좋아해서, 지금 활성화가 됐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홈

페이지가 그래도 다음카페에 몇 번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카페보고 

들어온 분도 계시고(양은철, 2012. 7. 17).

연구자: 맨 처음 인원이 안됐을 거 아녜요?

대상자: 처음 만들었을 때, 한 20명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저희도 하다가 빠

진 애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 나이가 직장을 갖고 하는 나이라. 그래

서 하다가 못나오는 애들이 많고 해서 보충하고, 보충하고 해서.

연구자: 벗에 있던 4명 정도가 나와서 20명 정도로 증가시킨 거네요.

대상자: 예. 처음 하는 애들도 받아드리고.

연구자: 4명이 20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대상자: 그렇죠.

연구자: 나머지 16명 정도는 기존에 안했던 사람들?

대상자: 예. 야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최도욱, 2012. 6. 28).

신입 동호인 충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양은철은 조직이 분화된 후

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입 동호인을 충원했다고 설명한다. 최도욱의

경우는 조직이 분화된 직후에 기존의 동호인이 4명이었으나 신입 동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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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을 급속하게 충원하여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만들었

다고 했다.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2부 경기는 3부 경기 보다 야구 운동기능 수준이

뛰어난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경기이며, 선수 출신 동호인을 포함시켜 경기

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출신 동호인은 물론, 선수 출신 동호인

과 비슷한 야구 운동기능 수준을 갖춘 동호인들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므

로 조직분화 당시 신입회원 충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조직이 분

화되어 3부 리그경기에 출전하게 된 동호회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야구에 흥미가 있는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분화 후에 급속한 충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

적으로 조직분화가 된 동호회들은 동호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에 신입 동호인의 충원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2) 운동기능 수준에 따른 리그참가

사회인 야구리그는 운동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위계화되어있다. 그러므로

조직분화에 의해서 나누어진 2개의 동호회는 야구 운동기능 수준에 따라서

참가 리그를 결정하여 출전한다.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던 동호회는 조

직이 분화된 후에, 각각 2부 리그와 3부 리그에 출전하였다. 그리고 조직분

화 당시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의 갈등이 심화되어 팀명을 달리하고 완전

히 다른 동호회로써 리그에 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직이 분화된 동호회들의 리그성적은 <표 18>과 같다. 동호회

분화 당시 신진세력으로써 이기는 야구를 추구했던 동호회는 2부 리그에

참가하여 2011년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2년에는 3위, 그리고

2013년에는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23). 한편, 기득권세력으로써, 즐기는 야

구를 추구했던 동호회는 3부 리그에 참가하여 2011년에는 10위, 2012년에

23) 호반리그에서는 2013년 2부 리그의 경기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2014년에 포스트 시즌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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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2013년

2부 출전 동호회

(신진세력)
10팀 참가, 2위 9팀 참가, 3위 4팀 참가, 2위

3부 출전 동호회

(기득권세력)
16팀 참가, 10위 15팀 참가, 9위 11팀 참가, 6위

는 9위, 그리고 2013년에는 6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표 18. 조직분화된 동호회들의 연도별 성적

(출처: 호반리그 홈페이지24))

이장을 정리해 보면,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조직변화에 조직분화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먼저,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로 두 세력은

각각 2개의 야구 동호회로 분화되어 야구시합에 참가하게 되며 인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입 동호인 충원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분화된

동호회들은 신입 동호인 충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합 참여인원을 확보한

다음 각각 운동수준에 따라서 2부 리그, 또는 3부 리그에 출전하게 된다.

즉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은 2부 리그에 출전하고 운동기능이

부족한 동호인들은 3부 리그에 출전하여 야구를 즐기게 된다.

24) http://league.clubone.kr/cchb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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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연쇄분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따른 조직분화 현상은 일회적으로 발

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

인 야구 동호회인 “C”에서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조직분화로 인해서

“F"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준은 면담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

회의 조직 연쇄분화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연구자: 98년 이었어?

대상자: 예. 그 (A) 거기, OOO이 만든 팀이잖아요?

연구자: 아! OOO이 시작을 하고?

대상자: 예, OOO이 나가고 나서 2004년도부터 (A) 거기랑은 완전히 빠이빠

이 되고, 일반 팀이 돼버린 거죠.

연구자: 그렇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C)이란 팀이 (A)에서 시작을 했

는데 트러블이 있어서 OOO 쪽에서 몇 명이 나간건가?

대상자: 예. KKK하고, HHH…….

연구자: 그 팀이 나가서 (B)를 창단 한 거지?

대상자: 그렇죠. 예. (B)는 꽤 오랫동안 최근에 창단이 된 거 잖아요. 2-3년 

전인가, 바로 창단을 안 하시고 오랜 기간 있다가 창단이 됐죠.

대상자: (F)하고 (G)이 나눠진 거는 3년 전이었어요.

연구자: 3년 전에.

대상자: 네. 2009년도에. 3부하고 2부로 나가기 위해서.

연구자: 그때 트러블이 있어서 나눠진 건 아니잖아?

대상자: 아니에요. 순수하게 3부 팀하고 2부 팀으로 나가려고 나눈 거예요.

연구자: 실력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건가?

대상자: 3부로 뛸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2팀으로 나눈 거죠. 좀 더 많은 경

기 뛰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팀이 작년에 총회를 해 가지고 (C)이란 팀을 

없애자고 얘기가 나왔고, 총회까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작년에 총회가 마지막이었고, 작년에 총회가 없었고, 그냥 운영진들

이 모여서 운영진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팀에 형들이 트

러블이 생겨가지고 팀을 째게 된 거에요(김일준,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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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직 연쇄분화

<그림 5>에서 제시한 것처럼, 1998년에 창단된 “(A)” 동호회가 2004년

까지 유지되다가 동호인들 간의 이기는 야구와 즐기는 야구에 의한 동호인

들의 갈등으로 분화되었다고 김일준은 설명하였다.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

던 세력은 “(C)” 동호회를 2004년에 결성했고, 즐기는 야구를 추구하던 세

력은 2006년도에 신입 동호인들을 모집하여 “(B)” 동호회를 창단하게 된

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던 “(B)” 동호회는 2010년까지 유지되다

가 분화되었다. 동호회 분화 당시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는 동호인들은

“(E)” 동호회를 결성하여 독립했고, 즐기는 야구를 추구하는 동호인들은

“(D)” 동호회에 남아서 각각 2부와 3부 리그에 출전하고 있다.

한편, “(C)” 동호회도 동호인들이 증가하여 2009년에 2부 리그에 참가하

는 “(F)" 동호회와 3부 리그에 참가하는 “(G)” 동호회로 분화되어 리그에

참가했다. 이 동호회들은 조직의 분화 당시에 큰 마찰을 빚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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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기는 야구와 즐기는 야구를 추

구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상실

하고 각각 독자적으로 야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는 일회적으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리고 동호회 조직분화가 발생하고 분화된 조직이 새롭게 리그의 출전을 준

비하는 단계에서 동호인들의 급속한 충원이 이루어 졌다. 결국 사회인 야

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는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조직변

화 현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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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분화 원인

가. 개인적 요인

1) 관계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다양한 계층과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므로 동호회의 동호인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

대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동호인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

을 가지고 조직행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동호인들 간의 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동호회원 간의 갈등은 모든 동호

인들이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잠재되어 표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지만, 동호회 활동에서 소외된 동호인이 발생할 경우에 연령,

학력, 운동수준, 경제력 등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야구도 뭐, 다 좋아서 시작하게 된 동호회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선

후배라라든가, 연장자라든가, 아니면 개개인의 성격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게 또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 같아(한상남, 2012. 6.

17).

연습을 마치자, 감독은 선수들에게 오늘 점심을 같이 먹으러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OOO은 오늘은 약속이 있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KKK는 

OOO에게 “같이 가자”라고 반말로 그에게 말했다. OOO은 고개를 돌리면 인

상을 찌푸렸다(관찰일지, 200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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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남이 면담에서 설명했듯이 야구 동호회에서는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반말로 하대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

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연소자들은 야구 동호회를 탈퇴하거나 다른

동호회로 이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호회의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잔심

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들도 관계갈등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OOO는 선수들 모두에게 강압적으로 대했다. 그는 엘리트 야구 선수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다. 선수들은 술잔을 채우고 술을 한잔 

씩 마셨다. 그러자 OOO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KKK를 보며 술을 꽤나 먹는다고 말했다. OOO는 자신은 술은 잘 먹지 않으

며,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술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

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40

대가 되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선수

들을 보며, 조금 있다고 저쪽 공원에 가서 자리 잡고 술을 마시라고 말했다

(관찰일지, 2010. 2. 7).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는 연령대가 높고, 창단 동호인이며, 또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이 조직 내에서 다른 동호인들에게 강압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동호회에서 기

득권을 가진 동호인들은 야구와 관련이 없는 동호인들의 사생활까지 간섭

하고 참견하며 자신의 생각을 동호인들에게 강요한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동호회를 운영하려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인들의 행위를 보

게 될 때, 화를 내거나 비난하며, 함부로 대한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권위

적인 행위는 다른 동호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며 동호회 조직갈등을 발생시

키는 계기가 된다.

유니폼과 관련하여 감독은 총무에게 유니폼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라고 주

의를 주었었다. 그러나 도착한 유니폼 엠블럼에는 CH superstars가 아닌 

SAMI superstars로 새겨져 있었으며, 하계 유니폼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감독은 총무에게 “니가 하는 게 그렇지”등 핀잔을 주



- 155 -

었다. 이에 총무는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감독은 총무를 보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여름 티는 모두 수거하여 유니폼 회사로 다시 보내 번호를 새겨 오도록 총무

에게 지시 했다(관찰일지, 2009. 2. 28).

당초 일요일로 연습일정을 잡자는 팀 내 의견이었으나, 총무의 독단으로 연

습일 날짜를 토요일로 잡았다. 감독은 총무가 단독으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연습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공지를 한 것에 대해 무척 기분이 나쁜 것 같았

다. 감독은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총무의 상식 이하의 행위에 대해 자주 질

타했었다(관찰일지 “현장 인터뷰”, 2009. 3. 27).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에 따른 개인들의 견해차이 때

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관찰일지의 내용은 감독과 총무

의 갈등을 기술한 것이다. 감독은 총무가 유니폼을 정확히 주문하지 못하

여 발생한 문제점과 연습일정을 독단으로 결정한 것 등등, 총무로서 제대

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총무는 감독이

사람을 너무 몰아 부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너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지와 욕구를 끊어버린다고 했다. 반대로

총무는 감독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감독의

의견에 의도적으로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2회가 끝나자 총무는 자신은 3회부터 시합에 뛰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을 

게임에 넣어 달라고 감독에게 말했다. 그러자 감독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

으며, 자신이 이미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총무는 “아니, 말을 하

자마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고, 옆에 있던 OOO도 너무한다

고 감독에게 말했다. 감독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관찰일지,

200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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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무는 감독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였고 점

점 본인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 그러한 결과 총무는 감독과 감정적으로 충

돌하게 되었으며 사사건건 서로의 의견에 반대하는 등 감정적 갈등이 심화

되었다.

진짜 OOO는 걔네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XXX! KKK이는 착하니까 괜찮

은데, OOO이 XX는 성질이 더러우니까(조성희, 2011. 2. 11).

OOO이하고 나하고 걸 뭐라고 할까.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었지. 솔직한 얘기

로 내가 OOO이보다 야구를 못했다는 생각은 없었어. 그렇다고 잘한다는 생

각도 없었지만, 경제적으론 많이 딸렸거든. 그러니깐, 괜히 싫은 거야 그게.

하 뭐랄까 괜히 싫어. 특별난 이유를 따지자면 그건 없는 것 같아. 괜히 싫

어. 내가 못 살아서 그런가. 걔가 잘 살아서 그런가. 그냥 괜히 싫은 거야. 어

렸을 때 생각이 지금까지 오네.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는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니까 그걸 이해는 해. 너는 월급쟁이지. 난 지금도 속

으로 그러거든 “너는 월급쟁이지, 그래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옛날 생각 떠올리면 싫은 거야.

그러면 갈라진 거야. OOO이하고 나하고 갈라졌잖니?(이지철, 2010. 12. 21).

또한, 야구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조성희는 과거

에 좋지 않았던 그 친구의 기억을 회상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리

고 이지철은 과거에 친구와의 라이벌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콤플렉스 등

이 혼합되어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동시절의 감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 친구와

대면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감정적인 갈등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

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다양한 직종에 사람들과 폭넓은 연령대의 사람들

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는 연장자가 나이가 적은 동호인들에게 하

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되풀이 되면 동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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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이 형성된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운

영진이다. 운영진은 감독, 총무, 코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본인의 역

할을 이행하며 원활한 동호회 조직의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운영

진이 동호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독과 총무, 감독과 코치, 그리고 코치

와 총무 사이에 역할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역할에 따른

갈등은 감정적인 관계갈등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또한 친구관계인 동호인

들이 같은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할 경우에 과거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

던 친구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되살아나서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

여 개인적인 만족, 동호회의 승리,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동호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동호인들

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에만 치중하여 동호회의 목

표를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다(박형길 외, 2012).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서 동호인들과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며 미움, 분노, 좌절 등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을 통해서 관계갈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Jehn & Mannix,

2001).

2) 실력갈등

야구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비된다. 즉 야구 운동기능을 단기간에 향상시

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인 야구 동호회 내부에서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인들과 운동기능이 부족한 선수들 간의 시합출

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조성된다. 이러한 문제는 동호인의 인원수가 많은

동호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동호인들의 시합 참석률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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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시합에서 배제되는 인원수는 증가하게 된다.

야구는, 야구 해봐서 알잖아? 했던 사람이 들어가 앉아있게 되면 걔가 일단 

상(기득권)을 하잖아? 그럼 그런 얘들끼리 사회인 야구도 한 10년을 하면은 

중학교 1, 2학년, 한 3학년 수준은 된단 말이야(유충식, 2012. 6. 27).

야구 운동기능에 관하여 유충식은 초보자가 사회인 야구를 10년 정도 할

경우에 2부 리그에 참가할 정도의 야구 운동기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야구를 처음 접하게 되는 동호인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서 야구 학생선수 경험이 있는 동호인들과 나이 제한이 풀린 선수 출신 동

호인들의 운동기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호인들 간의 야구 운동기능 격차는 사회인 야

구 동호회의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연히 들어나고 시합출전의 중요

한 사항으로 작용한다.

한두 번 이란 얘기지, 못 뛰는 거도. 안 들어가는 것도. 몇 번 나가다가 못 

뛰게 되면 그때서 부턴 생각이 달라진다고, 짜증이 난다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XX, 잘하는 것도 아닌데” 배타적으로 생

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뭐, 잘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어떻

게 보면 팀에 운영을 잘 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강우용,

2011, 6. 10).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이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됨으로

써, 시합에 자주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창단 동호인인 강우용은 신입 동

호인 때문에 자신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몹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었다. 즉, 자신이 시합에 자주 출전하기 못했기 때문에 불만

히 생겼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서 차츰 신입 동호인에 대한 불만

이 비난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합 중에 자신과 유사한 처지

에 있는 동호인들과 함께 시합에 출전하고 있는 동호인들에 대해서 험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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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전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

인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이러한 불만이 증폭되어 갈등상황이 고조된다. 결

과적으로 야구 운동기능의 격차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으며, 동호회 내

부에서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과 그렇지 않은 동호인들의 간

의 상․하 계층이 형성된다.

나. 동호회 요인

1) 동호회 인원 증가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동호인들이 동호회 모임에 참석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강압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호회의 운영진은 시합에 참석하는 동호인 수를 명확

히 예측할 수 없으며 참석의사를 밝힌 동호인들이 시합 당일 참석하지 않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경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호회의 운영진은 동호회에서 필요한 인원수 보

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여 동호회를 운영해 나간다. 결과적으로 운영진은

신입 동호인들의 충원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여 인원수 부족으로 인

한 고충을 덜게 된다.

그걸 감독이라는 사람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술이나 먹고, 야 가자가자 이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거야. 항

상 전력을 70% 맞춰주고. 70% 맞춰준다는 것은 나머지 3명이 시합을 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10명이 13명이 되고, 16명 까지도 시합을 뛸 수 있다

는 얘기잖아? 그러면 말이 없어지는 거야(유충식,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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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은 시합에서 승리를 해야 하고, 모든 동호인

들을 시합에 출전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시합에 출전

하게 되는 선수는 9명이지만, 감독은 지명타자를 포함해 10명의 동호인들

을 시합에 선발출전 시킬 수 있으며, 대략 3-4명 정도를 교체선수로 시합

에 출전시킬 수 있다. 시합 운용능력이 출중하고 경험이 많은 감독인 유충

식의 경우에도 시합에 16명 이상을 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많은 동호인들이 시합에 참석할 경우 16명을 제외한 인원들은

시합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의 시합은 상대팀이 전력이 약할 때 감독이 활용할 수 있

는 선수운용 전략으로써 동호인들의 교체가 비교적 수월한 경우이다. 하지

만 상대팀의 전력이 강할 때, 감독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만을 시합

에 출전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이 시합에

주로 출전하게 되고, 운동기능이 부족한 다수의 동호인들은 시합에 교체선

수로 출전하거나, 혹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원이 많으니까, 한 팀으로는 감당이 안돼서.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내고 똑

같이 연습을 하는데 사회인 야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돈을 내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뛰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팀으로선 한 팀 밖에 없으니까, 맨날 뛰는 사람만 뛰게 되

면 못 뛰는 사람은 불만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 3부는 무조건 찢

어질 수밖에 없어요(양은철, 2012. 7. 17).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황에 대해서 양은철은 동호회의 동호인

이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동호회가 분화된다고 확언하였다. 즉, 동호인들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참여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

합에 출전해야 하며, 동호회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팀을 나누어 동호인

들이 시합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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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감독 및 운영진은 동호인들 다수가 시합에 참석할 경우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 즉, 시합출전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이 인원을 초과하

는 동호인들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상황인 되풀이 될 경우에 시합에 매번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

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이렇게 불만이 있는 동호인들은 소모임 등을 자주

갖고 세력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이들은 저항세력이 되어 감

독 및 운영진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2) 동호회 운영방향 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호회를 운영하는

감독은 증가된 동호인들과 한정된 시합출전 인원수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숙고 끝에 시합출전 원칙을 설정하게 된다. 즉, 감독은 이기는

야구와 즐기는 야구, 두 가지 운영방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동호인들

을 시합에 출전시키게 된다.

즐기는 야구가 이기는 야구에요. 즐기는 야구를 한다고 해도 속으론 내심 속

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이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은 당연히 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다같이. 우리는 즐기는 야구를 하고 싶은데 즐기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되고. 즐기려고 하니까 선수들을 또 

기용을 해줘야 되고. 그 고충은 제가 볼 때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양

은철, 2012. 7. 17).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은 야구 운동기능이 출중한 선수들 위주로

시합을 출전시키게 되고,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감독은 창단 동호인 위

주로 시합의 출전기회를 주게 된다. 양은철은 이러한 두 가지 운영방향 때

문에 갈등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특성을 설명한다. 즉, 감독은 시합에

서 승리를 해야 하고, 모든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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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거를 저희가 두 가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야구하는 취지는 오히려 

이길 수가 없지만 즐기면서 하자고, 그래서 즐기는 야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데 결과적으로 즐기는 야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지니까, 저희가 별명

이 오죽했으면 “다저스” 이었거든요. 다른 팀들도 저희랑 시합하는 자체가 

재미없다고 안 좋아 하셨어요. 그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

서 그때 굉장히 그런 재미를 못 느꼈었는데, 그냥 즐기기만 하는 야구는 절

대 재밌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장수

헌, 2012. 7. 29).

그런데 즐기는 게 목적은 목적이에요. 진짜 이기려는 야구만 해보려 면은 한 

팀으로 해갖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즐기는 걸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죠. 그런데 또 자기들이 웬만큼 실력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승

부욕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처음에 못할 때는 저도 그만 이렇게 하다가, 자

기들이 구력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순위 안에도 들어가고 자신감이 좀 생겼

다. 그때부터 승부욕을 갖더라고요.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좀 늘어야 열심히 하지, 맨날 못하고 그러면 더 안하더라고

요. 자기가 좀 늘어야 더 열심히 해요(최도욱, 2012. 6. 28).

위의 면담에서 장수헌과 최도욱이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도 처음에는 즐

기는 야구를 지향했으나, 매번 경기에 패배하게 되면서 이기는 야구를 지

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가장 좋은 운영방법은 즐

기면서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것인데 이것은 쉽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

므로 야구 동호회의 감독은 초반에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동호회를 운영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팀의 패배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기는 야구를 지

향하는 쪽으로 동호회 조직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

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인 야구 동호회 감독 및 운영진은 동호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시합출전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동호인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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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관계가 발생한다. 즉, 감독은 집단발달 단계와 조직팽창 단계에서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운영방법, 또는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운영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시합에 출

전하지 못하게 되는 동호인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은 세력 간의

갈등으로 증폭된다. 결국 이러한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동호회 조직

의 분화로 이어지게 된다.

3) 세력 간의 리더 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은 동호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방향을

결정한다. 이렇듯 야구 동호회에서 감독의 권한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

문에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들은 자신들의 세력에 속해있는 동호인이 감독

직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각 세력의 리더는 직접적으로 감독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감독의 배후에서 감독을 보좌하고 실질적으로 세

력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 실직적으로 리더가 누구였었어?

대상자: 그때, PPP형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JJJ형 총감독 맡으셨던 그 형하

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바쁘셔가지고 그 부분은 많이 못 끌

어냈어요. 그 형이. PPP형하고 SSS형. SSS형은 저같이 멀리서 오는 

친구들 챙기고 술하고 밥 사주고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총무에 위

치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고. 이렇게 2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자: 머리가 둘이 있었다는 얘기네?

대상자: 그렇죠. 그렇죠.

연구자: 그러니까. 이쪽 리더와 이쪽 리더에 있던 사람들은 2개의 세력을 다 

나눠져 버린 거네?

대상자: 그렇죠. 세력이 나눠졌죠……. 예. PPP형은 실력위주에 기용, 그리고 

SSS형은 자기 자신이 실력이 안돼요. 자기 자신이 실력이 안 되고 

말은 되게 많아요. 그 형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

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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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조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김일준,

2012. 7. 12).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의 배후에서 감독을 보좌하고 동호회에 큰 영

향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리더들은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

향으로 야구 동호회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다. 김일준은 자신의 야구 동

호회에서 이러한 두 세력 간의 리더들의 갈등 관계를 설명한다. 평소에 야

구 운동기능을 중시하는 리더와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가 의견의 차이를 보

였고, 결국 이들의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설명이다. 즉, 하나의 야구 동호회

에서 두 명의 리더가 있으며 이들의 견해 차이가 확대되어 세력이 형성되

었음을 시사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 내부의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의 리더들은 동호회에

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인 감독직을 자신이 속한 세력의 동

호인이 수행하여 자신의 세력이 주축세력이 되기를 바라며 연말총회를 준

비한다. 그리고 연말총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에 있는 동호인이 감독에 선출

될 경우에는 동호회에서 주축세력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는 저항세력, 또는 동호회에서 분화되어 새로운 동호회를 결성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다.

다. 환경적 요인

1) 동호회 결성의 용이성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써

조직결성을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조직을 결성하는데 있어

서 사회적 제약 즉, 학력, 성별, 경제력 등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성인 이

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야구 동호인들의 사회인 야구 동

호회 조직에 대한 결성 의지가 조직형성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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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야구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는 포수장

비, 야구배트, 헬멧, 그리고 유니폼 등의 팀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팀장비는 동호인들의 회비로 전액 충당되기 때문에 야구 동호회 결성을 위

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하지만, 최근에 야구 동호인들은 개인

들이 야구 배트, 헬멧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팀장비에 대한 비

용지출 부담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들은 매년 지역 야구리그 협회에 가입하여 활

동하게 되는데, 협회 가입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인원수가 충족될 경우에

는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야구리그 참가비도 전액 동호인들의 회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인 야구 동호인으로 활동했던 동호인이라면

리그 등록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동호회 결성의 용이성으로 인

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은 쉽게 조직분화되어 다른 팀을 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동호인 충원의 용이성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인 야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야구 동호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

다. 과거에는 야구실력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회인 야구를

즐겼으나 현재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회인 야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

성된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함에 따라서 관

람형태의 스포츠 참여 보다는 직접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조직분화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신입 동호인 충원이 보다 수월하게 진

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동생부터 나이 많은 분들도 야구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운동 아니냐?

그렇지 않다. 장비 뭐, 내가 저렴하게 구해서, 중고로 구해서 내가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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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섣불리 옛날에는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는 연결 연결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나라가 야구대회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랬

잖아요(양은철, 2012. 7. 17).

양은철은 신입 동호인들이 야구 동호회의 진입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야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구 장

비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으므로 장비 구입에

대한 경제적이 부담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 가지고 많이 이슈화 됐고. 그리고 일단 프로야

구 관중이 옛날 보다는 보는 것, 보다 보면은 하고 싶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욕구가 많이 발생이 된 거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 같아요.

재밌으니까!(김일준, 2012. 7. 12).

그리고 김일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을 획득하고, WBC 등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등이 일반 사람들에

게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

한다.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가 크게 활성화된 측면도 사회인 야구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정적인 거는 “천하무적 야구단”이 컸던 거 같아요. 제가 하고 있을 때도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나게 된 이유가 천하무적 야구단

이. 제가 볼 땐 그것 때문인 거 같아요……. 천하무적은 같은 아마추어 끼리 

공감이 있으니까. 수준이, 인제 “저렇게 해도 되는 구나”하고 온 거 같아요.

옛날에 벽을 느꼈는데 사회인야구, 천하무적 보면서, 저 정도만 되도 할 수 

있겠구나(최도욱, 2012. 6. 28).

또한, 최도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BS에서 방송된 “천하무적 야구

단” 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 사회인 야구 동호인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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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사회인 야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야구 운동기

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즐기는 운동이며,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운동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야구를 처음 접하게 되는 초보자들도 운동실력

에 관계없이 쉽게 야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야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

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느꼈던 야구에 대한 행복한

향수를 떠올리게 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인 야구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쉽게 야구 동호회에 가

입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사회인 야구가 확산됨에 따라서 조직이 분화된 동

호회의 동호인은 신입 동호인 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인 야구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았고, 또한 사회

인 야구 동호회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식조직을

설립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법적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적정 수

의 동호인들이 결집의사가 충족되면 쉽게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개인, 동호회,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사

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이장을 정리해 보면,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원인은 개

인적 요인, 동호회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

인적 요인은 개인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

인의 야구 운동기능 격차도 동호인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다음으로 동호회 차원의 요인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합출전과 관계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

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야구의 인기가 상승하고 사회인 야구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 결성과 동호인 충원

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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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가. 조직변화 단계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야구라는 단체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동호인들은 공

동의 취미를 즐기고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동호

회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운동인 사회인 야구는 종목의 특성상 개

인운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은 집단형성 단계, 성

장발달 단계, 조직팽창 단계, 조직갈등 단계, 그리고 조직분화 단계의 5단

계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변화과정은

Lewin(1947)의 주장처럼 체계적인 변화단계를 거치면서 조직변화가 이루

어졌으나, 조직갈등 단계와 조직분화 단계에서 동호인들 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되어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Miller &

Friesen(1984)이 조직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도 조직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조직갈등 단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동호회가 두 개의 조직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Romanelli & Tushman(1994)의 단속 평형이론과

유사한 조직변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나, 두 개의 조직들은 장기간에 걸

쳐 조직의 변화체계가 고착되어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Romanelli & Tushman(1994)이 조직의 급진적이고 폭발적인 변화는 조직

에 만연된 매너리즘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조직발전을 위해 요구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조직의 갈등을

극대화시켜 조직분화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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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eer(1992)는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불만 상태에 대한 인식과 조직변화에 대한 비전, 그리고 조직변화를 위한

과정이 명확하여 조직변화 비용을 초과해야만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조직변화의 성공은 불만, 비전, 과정이 변화비용 보다 클

때 달성된다는 변화공식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호인

들의 권한 상실, 야구 운동기능 부족, 후보선수 전락, 동류의식 감소와 같

은 변화비용이 증가하여 조직의 발전적 변화단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

분화의 단계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Pascale(1990)와 Stacy(1992) 등은 조직의 불안정성이 새로움과

혁신을 표출시키고 조직변화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조직이 인

과적인 패턴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과 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

져 있다는 혼돈이론을 통해서 조직변화를 이론을 설명하였다. 즉, 조직변화

가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조직변화 이론과 달리

불규칙성과 복잡성을 기반으로 조직변화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와 같은 불규칙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인과적인 과정에 의한 조직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쟁, 대립,

갈등, 그리고 분노 등에 의한 복잡하고 불규칙한 상황에 의해서 조직이 분

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직변화의 성장단계는 3단계 분석과 4단계 분석, 그리고 5

단계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직성장을 5단계로 구분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Greiner(1972), Churchill & Lewis(1983), 그리고 Miller

& Friesen(1984) 등이 있다. Greiner(1972)는 조직변화를 창조기, 지시기,

위임기, 조정기, 그리고 협력기 등의 5단계를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Churchill & Lewis(1983)는 조직의 성장단계를 존재, 생존, 성공, 도약, 성

숙 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Miller & Friesen(1984)은 생성기, 성장

기, 성숙기, 회복기, 그리고 쇠퇴기의 5단계로 나누어 기업 조직의 성장 단

계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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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은 5단계 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동호회 조직이 분화되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가 발생한 현상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적 특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써, 조직변화에

따른 각 단계별 세부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집단형성 단계

집단형성 단계는 창단 핵심인과 창단 동호인들에 의해서 사회인 야구 동

호회가 조직되는 단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야구의 인기가 고조되어

일반인들의 야구 동호회에 대한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서 창단 동호인들은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모집공고 등을 통해서 동호회원을 모집하게 된다.

그리고 동호인의 모집은 창단 핵심인에 의해서 가입한 창단 동호인들이 신

입 동호인들을 가입시키는 연쇄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가입 욕구와 의지를 통

해서 결성될 수 있다(Newton, 1999; Putnam, 1993). 그러므로 사람들은 평

소에 자신의 개인적 만족과 발전에 이로우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행위

로 용인되는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Almond &

Verba, 1963).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개인들의 위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동호인 가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식적인 조직의 경우에는 신입 구성원의 충원 시 가입

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기업의 경우에 신입사원의 충원을 위해서 다양한

절차와 충원 규정에 따라서 구성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기업이 요구하는 적

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구성원을 선발한다. 그러나 자발적 결사체이며

비공식 조직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사람들의 능력 및 조건에 따라서 가

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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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들의 운동 능력, 인식, 가치관, 그리고

문화의 상이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향후 경쟁적인 조직활동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성장발달 단계

성장발달 단계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비공식적인 집단형태에서 공식적

인 조직의 형태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즉, 동호회원들은 원활한 동호회 운

영을 위해서 운영진을 선출하게 되는데, 운영진은 감독, 총무, 코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동호회의 규정이 설정되게 되는데, 동호인

활동규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방법, 경기 및 시합 준수사항, 경조사와

관련된 규정 등이 정해진다(이창원, 최창현, 2005). 그러므로 성장발달 단계

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보다 공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이 변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들은 다른 결사체들과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있

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단체 스포츠 동호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들은 경

쟁을 통해서 승부를 겨루며 승리를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쟁을 지향하는 단체 스포츠 동호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조직의 경쟁

을 위해서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서 조직화가 가속화되며 공식적인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조직팽창 단계

조직팽창 단계는 신입 동호인들의 가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동

호회의 인원 증가가 가속화되는 단계이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동호인들

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으며, 야구 동호회는 신입 동

호인의 가입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야구 동호회가 동호인들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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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회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강압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며, 이러한 동호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호인들의 참석을 예측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합출전 선수를 결정해야 하는 감독은 다수의 동호

인의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원하며,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의 영입을 통해서 팀의 경기력 상승을 꽤한다. 또한 야구 동호회의

특성상 동호회의 인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동호인들의 권한이 크고, 다수일

경우에는 감독의 권한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독은

몰수 패를 방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동호인을 원하며, 동

호회의 승리를 위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선수를 모집한다. 이와 맥

락을 같이하여 동호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조직의 변화를 원하는 변혁

적 리더십을 가진 감독들은 실력위주로 선수를 기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조직의 인원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

4) 조직갈등 단계

조직갈등 단계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대외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

는 시기로써 동호인들 간의 시합출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이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인 친목단체, 이익단체, 공

익단체처럼 조직의 전체 인원수에 제한은 없으나(유재원, 2000), 시합에 출

전하는 인원에는 제한이 따르는 결사체이다. 즉, 야구경기를 9명이 출전하

게 되는데, 교체선수를 포함해서 대체로 14명 이내의 동호인들에게만 시합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이성록, 2007; Kahn, 1966).

사회인 야구동호회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수행을 위한 역할의 수를 초과

할 경우에 조직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이들

은 조직활동의 잉여인력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조직활동에서 소외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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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조직의 수행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함에 따

라서, 조직활동에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은 조직 내부의 갈

등을 발생시킨다(민경호 외, 200; Kahn, 1964). 그리고 참여기회가 박탈된

동호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은 세력을 형성하고 동호회의 운영

에 반발하게 된다.

결국, 사회인 야구동호회는 동호회의 인원증가로 인하여 동호인들 간의

역할획득을 위한 갈등이 발생한다(Kahn, 1964). 그리고 감독이 이기는 야

구를 지향할 경우에,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이 시합에 주

로 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호회 조직의 변화는 동호회에 기득권을 가

지고 있었던 창단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빈번히 발생

시킨다. 이와 반대로 감독이 즐기는 야구를 지향할 경우에, 야구 운동기능

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다.

이렇게 동호회 조직 내부의 시합출전에 따른 경쟁이 심화될수록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호인들은 다른 동호인들의 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나타낸다(강규산, 탁진국, 2011). 먼저 시합에서 배재되는 동호인들은 자

신의 불만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저항이다. 그러나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쟁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발전적 행동을 지향하기 보다는

경쟁자의 실패를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시합에 출전하는 동호인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증가한다(Garcia & Tor, 2007). 그리고 이러한 동호인들

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은 세력을 형성하고 운영진 및 시합에

출전하는 동호인들에게 저항행동을 하게 된다(Bourdieu, 1980).

그리고 동호회 내부에 시합출전에 따른 갈등이 과열되면서, 동호인들은

두 세력으로 분화되어 갈등이 고조된다. 야구 동호회 조직은 조직의 변화

를 추구하는 신진세력과 조직의 변화를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으로 나뉘어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Lewin, 1947). 이러한 세력들의 갈등에 대해서

두 세력이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조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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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Lewin(1951)과 Proehl(2001) 등이 주장하였으나, 야

구 동호회에서는 양쪽 세력의 힘이 동등할 경우 조직분화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한쪽 세력이 강할 경우에 반대편에 속한 동

호인은 동호회 조직을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양쪽 세력의 힘이 동

등할 경우에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5) 조직분화 단계

조직분화 단계는 동호회 내부의 두 세력의 갈등이 고조되어 조직분화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분화는 조직 내부의 두 세력

들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서 2개의 동호회로 분화되어 새로운 야구 동호

회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Robbins, 1983). 이러한 야구 동호회 조직이

분화되는 과정은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갈등

의 표출과 대립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조직분화가 발생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인원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들 동호회들은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신입

동호인들을 충원한다. 즉 분화된 동호회에 소속된 동호인들은 부족한 인원

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입 동호인 충원활동에 나서는데, 자신의

혈연, 학연, 지연에 기초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입 동호인

을 동호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장수찬, 2004). 그리고

분화된 동호회들은 적정인원이 충원되면 운동수준에 따라서 야구리그에 참

가한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에 의한 충원현상은 <그림 6>에

서 보여주듯이, 전체 야구 동호인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즉, 야구 동

호회 조직이 분화되면서 각각의 동호회 조직들은 신입 동호인들은 적극적

으로 충원하게 되고, 이러한 급속한 신입 동호인 충원 활동으로 인해서 사

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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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직분화에 의한 동호인 증가

본 연구에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는 집단형성 단계, 성장발달

단계, 조직팽창 단계, 조직갈등 단계, 그리고 조직분화 단계의 5단계 과정

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 조직이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을 통해서 사회인 야

구 동호인들의 충원 활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은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는 강력한 유인작용을 통해서 일

반인들이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의 증가는 개인들 상호간의

연결망을 확대시켜 개인 간의 신뢰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강효민, 박기동, 2008). 결과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

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참가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전체 동호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인들의 스포츠 사회화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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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변화 결과

사회학자 Bourdieu는 장, 아비투스, 그리고 자본 등의 이론적 개념을 통

해서 장 내부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Bourdieu(1994)의 이론적

개념인 장이론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소규모 인원이 동호회를

구성하고 다른 야구 동호회와 경쟁을 하는 작은 규모의 장(field)으로 개념

화될 수 있고, 사회인 야구리그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장들이 집합적으

로 구성되어 상호작용하는 확장된 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Bourdieu는 장 내부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이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권헌수외,

2011; 이상호, 1997). 사회인 야구 동호회 장은 한정된 자원 즉, 시합출전을

위해서 경쟁, 대립, 갈등, 그리고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호회 내부

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모든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발

생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 장은 외부의 확장된 장인 사회인 야구리그

에서 다른 야구 동호회 장들과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

진 공간이며, 내부적으로도 조직 행위자들 간의 지위와 역할획득을 위한

경쟁 및 대립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권기남, 권순용, 2013;

Bourdieu & Wacquant, 1992).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야구리그에 참가하여 경쟁적인 환

경에 노출됨에 따라서, 동호회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현상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다른 팀들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경쟁에 적합한 조직

구조로 변화를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호회 조직의 조직화가 강

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조직이 분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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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 동호인 충원에 의한 동호회 장의 위계구조 변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 및 운영진은 동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강화하고 강한 규범을 통해서 동호인들의 적극적

인 동호회 활동을 요구한다. 그리고 동호인들 간의 경쟁을 장려하고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선수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기존 동호인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을 외부에서 영입한다.

즉, 다른 동호회들과 시합을 통해서 경쟁하게 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동

호회의 경기력은 향상되고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지만 동호회원

들 간의 실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집단형성 및 성장발달 단계에서 동호회 내부 인원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동호회에서 장기간 활동한 동호인들의 순서에 의해

서 기득권에 의한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감독 및 운영진이 시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기는 야구를 지향할 경우에, 실력있는 신입

동호인들의 충원이 활발히 진행된다. 따라서 동호회는 <그림 7>과 같이

실력 위계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동호회의 기득권 위계구조가 실력 위계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서 동호회는 약팀에서 강팀으로 변모한다.

<그림 7> 동호인 충원에 의한 조직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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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위계가 실력 위계구조로 변화함에 따라서,

동호인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실력을 강조하는 상징을 내세

우거나 기득권을 중시하는 상징을 형성하게 되며(유영옥, 2008), 이러한 상

징들의 설정으로 인하여 동호회 내부의 동호인들은 추구하는 상징에 따라

서 세력을 형성하고 세력 간의 갈등을 나타낸다.

2)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의 상징갈등에 의한 장의 분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그림 8>에서 제시한 것처럼, 야구 운동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실력 상징을 소유한 신입 동호인들 위주로 구성된 신진세력

이 조직 위계의 상층부를 차지하게 되고, 기득권 상징을 소유한 동호인들

이 기득권세력으로 결집해 조직 위계의 하부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동호

회의 변화된 조직구조에 의해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의 시합

출전에 대한 점유현상이 강화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계서열 하부에 위치

하게 되는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한 기득권세력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시합에서 배제된다.

<그림 8> 실력과 기득권에 의한 세력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 내부의 행위자들은 장 내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

하여, 자신이 소지한 자본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장 내부에서 자본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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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재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이상길, 2001).

즉, 동호회 창단에 기여한 기득권 상징을 소유한 세력은 “동호회 창단”과

“장기간 동호회 활동”이라는 것을 상징자본으로 삼고 즐기는 야구를 지향

하는 아비투스를 형성하여 경쟁하게 되고 주축세력이 되기 위해서 실천행

위를 강화한다. 반면에 신입 동호인들이 주축인 실력 상징을 소유한 세력

은 “우수한 야구 운동기능”과 “성실한 동호회 참여” 등을 상징자본으로 삼

고,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기득권세력에 대항하게

된다(Bourdieu, 1980).

한편, 기득권세력의 상징자본에 의한 동호회 내부의 위계서열은 동호회

활동기간에 따라서 즉, 창단 핵심인, 창단 동호인, 그리고 장기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동호인 순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신진세력의 상징자본에 의한 조직의 위계서열은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순서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권헌수 외, 2011). 즉 기득권세력과 신진세

력은 동호회 내부에서 자신들의 지배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

이 소지하고 있는 상징을 강화함으로써 대립 및 갈등하게 된다(김동일,

2010; 이상길, 2001; Bourdieu, 1980).

그러므로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의 동호회 내부 위계서열에 대한 관점은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각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징을 통

해서 동호회 장이 위계서열화되기를 바라며 상징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Bourdieu, 1980). 결국, <그림 9>와 같이 동호회에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한

기득권세력과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진세력은 동호회의 권력과 지배력

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상징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징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 두 세력들은 모두 상징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동호회 장의 위계서열 상

층부에 위치하기를 원하며, 동호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감

독직을 획득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행동한다(이영림, 2006). 이를 위해서

각 세력들은 동호회 감독직에 자신의 세력에 속한 동호인이 선출될 수 있

도록 동호회의 연말총회 이전에 집결하여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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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력들 간의 주도권 갈등에 의한 장의 분화

한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감독은 엘리트 스포츠 종목의 감독과 유사한

권력을 동호회 장 내부에서 행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감독은 동호회

운영방향 설정, 동호인들의 시합출전 결정, 그리고 동호회 규범 재정립 등

야구 동호회 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이영림, 2006; Elias,

1969). 따라서 동호회 장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은 동호회 활동 중에 감독

을 항상 의식하고 감독이 설정한 규율을 따르고, 감독의 평가를 통해서 경

기에 출전하게 된다(권세영, 임수원, 2012).

그러므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독이 기득권세력에 속하거나, 혹은 신진

세력에 속할 경우에 동호회 내부의 위계서열은 감독이 속한 세력의 상징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상징우위를 선점한 세력은 주축세력이 되어

동호회 장의 위계서열을 규정하고, 시합출전에 대한 우선권은 위계서열의

상층부에 속한 주축세력의 동호인들에게 주어진다. 반면에 위와 같은 상징

투쟁에서 패배한 세력의 동호인들은 시합출전에서 소외되며 저항세력이 되

어 더욱 격렬히 투쟁하게 된다. 결국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의 상징투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동호회 장은 두 개의 장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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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화된 동호회 장들의 수준별 리그참가

사회인 야구 동호회 장은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두 개의 장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10>과 같이 기

득권-상징을 소유한 세력은 장 외부의 경쟁, 즉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실력-상징을 소유한 세력은 장 외부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득권-상징을 소유한 세력은 실력에 따라서 위계서열화된 야구

리그 장의 하부리그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실력-상징을 소유한 세력은 야

구리그 장의 상부리그에 참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호회 장 내부에서 야

구 실력과 기득권에 따른 세력의 구별짓기가 형성되고, 이러한 세력들이

분화되어 더 큰 장인 사회인 야구리그 위계서열의 상부 및 하부에 배치되

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은 사

회인 야구리그의 야구 운동기능에 따른 위계구조 형성에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

<그림 10> 분화된 장의 수준별 리그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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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인 야구 동호회 장의 조직 연쇄분화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가 <그림 11>과 같이 일

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야

구 동호회는 1차 조직분화 이후에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강팀(C)과 즐기

는 야구를 지향하는 약팀(B)으로 분화됐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

직이 분화되어 활동하던 동호회들에게 2차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1차 조직분화의 결과와 동일한 현상, 즉,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강팀들

(E, F)과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약팀들(D, G)로 분화되었다.

<그림 11> 조직 연쇄분화에 의한 동호인 증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은 분화된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다수의 동호인들이 시합출전

기회가 감소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동호인들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조직분화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

고 조직분화 전 과정에서 강팀과 약팀으로 조직분화되었고, 신입 동호인들

의 충원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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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연쇄분화에 의한 사회인 야구리그 장의 위계구조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은 실력-상징과 기

득권-상징의 경쟁과 대립, 그리고 투쟁으로 수렴된다(권헌수 외, 2011). 그

리고 <그림 12>와 같이 두 세력의 동호인들은 실력-상징에 의한 아비투스

와 기득권-상징에 의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상징투쟁을 벌이며 갈등이

증가되어 각각 실력을 소유한 장과 기득권을 소유한 장으로 분화된다. 그

리고 이렇게 조직분화된 장들이 사회인 리그 장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리그의 장은 운동수준에 따른 위계구조가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2> 사회인 야구리그 장의 위계구조 형성

이와는 별개로, 실력-상징과 기득권-상징을 모두 소유한 창단 동호인들

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장에서 절대적인 지배권력을 유지하게 되며, 이

러한 형태의 동호회에서는 격렬한 상징투쟁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이 나타

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동호인 탈퇴 또는 수직적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득권-상징만을 소유한 창단 동호인들이 조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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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격렬한 상징투쟁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 장의 조직분화는 사회인 야구리그 장의 위

계화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사회인 야구리그는 야구 운동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위계서열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실력

-상징과 기득권-상징을 소유한 세력들의 갈등에 의한 분화현상은 사회인

야구리그의 위계서열화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다. 조직분화 원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다양한 경험, 이력, 연령, 그리고 사회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야구 운동기능의 차

이는 물론, 동호인들 간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 차이가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초기에 사회인 야구에 대해

서 즐거움, 정체성, 소속감 등의 속성이 내포된 상징을 형성하고 활동하게

된다(유영옥, 2008).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은 야구놀이를 즐기며 동

호회 회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아동기 시절의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고 과거

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게 되는 것이다(장원석, 2011;

Dewey, 1922).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초기 단계에서의 동호인들은 동호회의 인원이 많

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하게 되므로 주된 갈등

없이 동호회 활동을 즐기게 된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동호회 구성의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하게 되

며, 서로의 친분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동호회

가 리그 및 토너멘트 경기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합에서 이기는 경우보다

는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동호회들의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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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의 운영진은 신입 동호인 충원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같이 야구 동호회는 스포츠의 경쟁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 시합

에서 패배하기 보다는 승리를 염원하는 의식 즉, 경쟁을 지향하는 조직문

화가 동호회 내부로 확산되어 간다.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운영

진은 이러한 외부의 경쟁적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

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을 증진시켜 팀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1) 이기는 야구의 상징 형성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동호회가 시합에서 승리하

기를 바라며, 이와 더불어 자신이 시합에 출전하는 것도 간절히 원한다. 하

지만 이러한 동호회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시합출전을 위한 기득권과

야구 운동기능이라는 측면의 갈등이 양산된다. 결국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

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대해서 반발하고 조직변화에 저항한다(Gaber & Oster, 1998).

이와 같이 동호회 조직의 변화로 인하여 시합에 주로 출전하는 신입 동

호인들 및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동호인들은 사회인 야구는 이기는 야구

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쟁, 성취, 정체성, 우월감, 기득권세력에

대한 저항 등의 속성이 내재화된 상징을 형성하고 행동한다(유영옥, 2008;

Whitehead, 1928). 그리고 이기는 야구의 지향은 동호인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강화하고 동호인들 간의 경쟁을 확대하여 팀의 성과

를 높이는 것이다.

야구라는 게 말이야, 동호회라는 게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놈한테는 목숨일 수도 있어……. 40이, 인생이 꺾여 졌

는데 가장 잘하는 게 야구니까. 참, 밥벌어먹기 힘든 야구니까! 그 중에서도 

동호인 야구니까! 근데, 그건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생각하자 이거야 주말에

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이만큼 있어. 근데 그걸 못하겠어. 이게 야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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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해. 내 인생에, 내가 동호인 야구를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동호회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조성희, 2011. 2. 11).

조성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생 야구선수로써 활동했다.

조성희의 관념 속에 야구는 엘리트 선수에게 요구되는 경쟁과 성과가 주된

요소로써 자리 잡고 있었다. 즉, 학생 야구선수 생활을 경험했던 조성희의

자아는 야구를 통해서 경쟁하며 우월감을 성취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현실의 불만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회복할 수 있

는 객체로써 야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Mead, 1934).

조성희는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과 같다고 표현한다. 즉, 조

성희에게 사회인 야구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우수한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관

점을 확대하여 사회인 야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열의를 가지

고 자신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성희는 사회인 야구 통해서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시합에 출전하여 멋진 플레이를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성취감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조성희에게 사회인 야구는 여가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살아가는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기는

야구에 대한 지향은 경쟁에서 승리해야하는 내적의지의 외부 표출행위로써

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Whitehead, 1928).

이러한 이기는 야구의 상징은 창단 동호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며 실력

이 없는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키기 보다는 신입 동호인일지라고 실력

이 있는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켜 다른 팀과의 경쟁에게 승리하는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이기는 야구에 대한 상징은 실력이 부족한 동호인들을

창단 동호인이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시합에 출전시키고, 또한 평

소에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등 동호회 활동을 등한시 하는 동호인들을

시합에 출전시켜 시합에서 패배하는 행위 등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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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기는 야구의 상징 형성

이와 반대로 창단 동호인들 및 야구 운동기능이 부족하여 시합출전에서

배제된 동호인들은 사회인 야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며,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신입 동호인들 위주로 시합에 출전

시키기 보다는 동호회의 참여 경력 등에 따라서 시합출전 선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면화하고 사회인 야구는 이기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즐

기는 야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상징을 형성한다(Urban, 1951).

일단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걔가 잘한다고 해서, 시합에 뛰키는 것에 대해서

는 반대야! “팀 잘되자고 외부에서 사람 끌어다가 하는 방법보다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뛰키기 보단 순차적으로 게임을 뛰게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밑에 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게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팀에 묻어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하고,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

고. 그런 부분을 잘 해야지 만이 팀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 와해가 되지 않는

다(강우용, 2011, 6. 10).

창단 동호인이었던 강우용은 야구 학생선수의 경험이 없으며 그밖에 다

른 종목의 운동선수로써 활동했던 경험이 없는 동호인이다. 그러므로 사회

인 야구를 경쟁보다는 놀이로써 받아드리고 즐기는 형태로 동호회 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우용은 주중에 야구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지 않았고, 그에게 사회인 야구는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 운

동을 하는 여가활동이었다. 즉 강우용은 사회인 야구를 즐기는 야구로 인

식하고 건강과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던 것이다(Mead, 1934).

이렇게 사회인 야구를 통해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던 강우용이 직면하

게 된 동호회의 변화, 즉 이기는 야구의 지향은 강우용에게 많은 갈등요인

을 생성시킨다. 우선, 실력있는 신입 동호인에 의해서 시합에 출전하지 못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따라서 강우용은 행복한 야구놀이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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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Gaber & Oster, 1998). 즉, 자신이 행동의 주체로써 작용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객체가 되어 비생산적인 대체 가용인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fromm, 1976). 이러한 동호회 활동에서 소외에 대한 경험은 심리적, 정서

적으로 큰 충격을 수반하게 된다(Dahl, 2011).

이러한 소외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강우용과 같이 시합에서 소

외된 동호인들은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동호회의 운영진과 자신의 포지

션에서 시합에 참가하는 신입 동호인에게 반감을 갖게 된다(민경호 외,

2004). 이러한 소외, 분노, 반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우용은 단 기간에 실

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현택수, 2010).

그럼에 따라서 강우용은 즐기는 야구라는 상징을 사회인 야구에서 지향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Whitehead, 1928). 즐기는 야구라는 상징의 속

성은 기존회원 위주로 시합에 출전시킴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해주며, 실력

있는 신입회원일지라도 동호회에 가입하자마자 시합에 출전시켜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인 야구는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며 운영돼야하고,

이기는 야구는 엘리트 선수들이 지향해야할 팀의 운영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즐기는 야구의 상징을 강화한다(Mead, 1934).

한편, 시합에서 소외되는 동호인이 소수일 경우에는 이들의 상징은 동호

회 내부에서 활발히 표출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시합에서 소

외되는 동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은 기득권세력으로 결집하고 이들

의 즐기는 야구의 지향이라는 상징은 동호회 내부에서 영향력이 확대된다

(Bourdieu, 1990). 이렇게 확대된 영향력을 통해서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세력과 동호회를 운영하는 감독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동호회의 운영에 있

어서 자신들의 상징, 즉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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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자들의 상징 불일치에 의한 상징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 분화는 상이한 상징의 대립, 즉 이기는 야구와 즐기

는 야구의 갈등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에 대한 상징의 불일치는

개인들 간의 갈등에서 집단 간의 갈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도식

화 해보면, <그림 13>과 같이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다수의 신입 동호인

들이 가입함에 따라서 야구 운동기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이 시합에 주

로 출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합에 출전했던 동

호인들은 즐기는 야구라는 사회인 야구의 상징을 형성하여 시합출전의 정

당성을 주장하게 되고 실력이 뛰어난 신입 동호인들은 이기는 야구라는 상

징을 추구하며 형성하여 대립하게 된다(김동일, 2010; 이상길, 2001). 그리

고 이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세력과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세력은 동호회

내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된다.

<그림 13> 이기는 야구와 즐기는 야구에 의한 상징갈등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분화는 행위자들의 사회인 야구에 대한 상징

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같은 상징의 차이

는 행위자들이 동호회 활동에서 주축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부각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경쟁적 상황에 직면하거나 동호회 활동에서 소외되었



- 190 -

을 때, 행위자 자신을 합리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증

폭되는 경향을 나타낸다(이성록, 2007).

결과적으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는 공식조직의 조직분화와 같

이 조직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활

동하는 동호인들이 상이한 상징을 내재화하고 동호인들 간의 상징-불일치

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스포

츠 자발적 결사체의 조직분화 현상은 조직 외부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며

행위자 자신들이 행위의 주체로써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

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191 -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을 탐색

해보고, 조직변화를 통해서 발생한 조직변화의 결과를 확인하며, 동호회 조

직분화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조직의 변화과정과 조직분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여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체육 단체 스포츠 종목 중에서 사회인 야구는 최근에 참여인구가 급

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기종목이다.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하

는 동호인들의 증가는 스포츠의 관람문화를 향유했던 참여자들의 인식이

스포츠 참여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 야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야구 동호

인들이 바람직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대한 연구는 생활체육 활동과 여가문화의 확산

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변화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Bourdieu의 장

이론 등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 조직분화 원인, 그

리고 조직분화 결과 등을 분석하고 야구 동호회에서 기능하는 개인들의 상

호작용을 통한 행위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형성, 동호회의 조직화, 동호인들의

충원, 동호회 조직의 팽창, 조직갈등에 따른 동호인들의 갈등관계,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를 단계적

으로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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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현지문헌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우선 참여관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간 매주 호반리

그 야구시합 및 동호회원들과의 소모임 등에 참석하여 수행하였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참여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자들은 총 17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7명은 연구자와 동일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은 사회인 야구 동호

회 중에서 조직변화를 통해서 조직분화 현상이 발생한 동호회에 소속된 사

람들이다. 이들과의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

여 수행했다. 또한 현지문헌은 야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일간

지 등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을 단계

별로 분석하고, 동호회 조직이 분화된 이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으며, 동호회의 분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단계는 집단형성 단계, 성장발달

단계, 조직팽창 단계, 조직갈등 단계, 그리고 조직분화 단계의 5개 과정으

로 나타났다. 먼저 집단형성 단계는 동호회가 형성되는 시기로써 지연, 학

연, 혈연, 그리고 동호인 모집 등에 의해서 야구 동호인들이 결집하게 된

다. 다음으로 성장발달 단계는 동호회의 운영진이 구성되고 세부적인 동호

회 규범이 확립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팽창 단계는 시합참여

인원 확보 및 동호회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서 동호인들의 충원이 활발

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때 감독은 동호회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

합출전 원칙을 결정하게 된다. 그 뒤를 이어, 조직갈등 단계는 야구 동호회

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로써, 운영진의 시합출전 원칙, 즉 즐기는 야

구 또는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며 다른 팀들과 시합을 하는 단계이다. 그리

고 이 단계에서는 동호인들 간의 시합출전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어, 동호

인들은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으로 분리되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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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조직분화 단계는 동호회의 인원증가에 의한 시합출전 갈등 등으

로 인해서 야구 동호회 조직이 2개의 동호회로 분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둘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는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이후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먼저, 야구 동호회 내부에서 갈등하던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은 2개의 야구 동호회로 분화되어 운동수준에 따라서 야구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분화된 2개의 동호회들은 부족한 동호인들을 신속

히 충원하게 되는데, 신입 동호인의 충원은 각 동호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및 사회 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최초 형성된 사회인 야

구 동호회가 조직분화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또다시 동호회들이

분화를 거듭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 연쇄분화 현상을 통해서 야구 동호인들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

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현상은 야구 동호인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전체 동호

인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 원인은 개인적 요인, 동호회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사회인 야구

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의 상이한 사회이력, 경제력, 연령, 그리고 성향 등을

나타내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의 차이는 동호회 활동 초기

에는 서로 간에 존중하는 동호회 문화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고 동호인들 간의 친밀감이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의한 차

이가 부각되어 동호인들 간의 관계갈등이 형성된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

호인들의 야구 운동기능 격차도 동호인들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하는데, 시합출전 인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동호인들의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다음으로 동호회 차원의 요인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인원이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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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합출전과 관계된 사항이다. 동호회의 인원증가

는 시합에서 배제되는 동호인들을 양산하게 되는데, 감독 및 운영진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는 야구, 또는 즐기는 야구의 지향이라

는 시합출전 원칙을 결정하여 실력, 또는 기득권에 따라서 동호인들을 시

합에 출전시키지만, 결국 시합에서 배제되는 동호인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

들은 세력화되어 동호회의 운영진과 시합에 주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반

감을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동호회는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으로 나눠지

게 되고, 이들 두 세력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한 후에 2개의 동호회로 조직

분화되어 각각 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분화는 동호회 결성을 위한 경제적 어

려움과 제도적 규제가 심하지 않고 신입 동호인 충원이 수월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사회인 야구리그에서는 동호회 결성과 리그참여에 대한 규

제가 심하지 않으며 적정인원을 확보한 동호회는 대부분 야구리그의 가입

을 허가한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모두

동호인들의 회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조직분화된 동호회는 동일한 회비를

지불하게 되며 독자적인 팀으로 야구리그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전

반적으로 야구의 인기가 증대되었으며,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신입 동

호인의 충원은 과거보다 한결 용이하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

분화 현상이 동호인들의 시합출전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며, 조직분화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조직분화된 동호회의 동호인들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키는 과

정에서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은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긍정적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사

회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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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조직변화 과정과 결과, 그리고

조직변화에 의한 조직분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사회인 야구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정책적 지원확대를 위한 후속연

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야구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 야구선수 및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

응과 관련된 해석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도 엘리트 선수출신 동호인들이 상당수 가입되어 있

다. 이들은 학생선수 당시, 학업에서 소외되고 운동에만 몰입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야구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며,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어 사회적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도에 야구를 포기한 학생 야구선수 및 엘리트 선수들의 해석학

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야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엘리트 선수육성 방법의 개선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선수들에게는 학업 적응에 대

한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프

로 및 대학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야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립리그

및 실업리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인 야구심판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사회인 야구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판들은 각 지역 사회인 야구 연합회의 로컬룰에 따라서 임명되며

체계적인 자격제도에 의해서 육성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이러한 상

황은 현재 특정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전국 각 지역의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프로야구, 아마야구, 그리고 사회인 야구심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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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및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야구심판 육성의 표준화 제

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인 야구심판의 경우에 각 지역의 사

회인 야구연합회로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소정에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도에 야구를 포기한 선수출신 동호인들이 사회인

야구의 심판에 임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고 야구 선수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인 야구심판의 경험이 있는 심

판들이 아마야구 및 프로야구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된다면 야구의 저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구 운동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

적인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하는 동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야구장 시설은 상당히 부족하며, 이와 같은 야구

장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은 야구를 충분히 즐길 수

없다. 심지어 운동장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야구를 즐기지 못하는 야구 동

호인들은 동절기 야간에 야구시합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본을 야구

동호인들만의 경제력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야구장 부

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의 사회인 야구 연합회에서는 해

당지역의 행정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며 야구장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야구장 부족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야구

장 증설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생활체육 확대 방안의 일환으

로,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기업에

서도 자본의 재분배라는 기조 아래 공공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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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Baseball Clubs belong to the sport for all clubs and show

rapid growth in participation recently. This study is focused on

reviewing organizational change process of Community Baseball Clubs

as a voluntary association, and analyzing causes of the organizational

change in depth.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has

undertaken a study on conflict relationship that arises among club

members while they are pursuing their own desire of belongingness,

competition, identity, and fun within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e organizational change and division using the

theory of organizational change, Bourdieu's field theory, and symbolic

interaction theory.

This Research is based on 17 samples of people who belong the

Hoban League of XXCity in Gangwon Province, Korea.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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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data, this study followed three steps of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DRS) introduced by Spradley(1980): Domain Analysis,

Taxonomic Analysis, and Componential Analysis.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participant observation, through interview, and local

literature study for 6 years from 2008 to 2013.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al change phases of the community baseball

clubs were composed of five steps of Organization Creation,

Organiz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al Expansio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Division. Organization Creation is a phase

where baseball lovers are gathered together through local friendship,

school friendship, and recruiting. Organizational Development is a phase

where organizing of the club is made by appointing management teams.

Organizational Expansion phase is where games are carried out

smoothly and new members are actively recruited to improve the team’s

competence. Organizational Conflict phase is where the management of

the club seeks winning games or enjoying games while competing with

other teams. Lastly, the Organizational Division phase is where the club

divides into two due to increased number of club members and

subsequent internal conflict.

Secondly, following symptoms have identified. After the existing

power group and the new power group of the original club went

through conflict, the club will be divided into two and those divided

teams join competition separately. Rather than being one-time event,

this organization division phenomenon is a serial one. This serial

organizational division worked as a mechanism that increas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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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baseball clubs participants, and has been identified as the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the overall population growth of community

baseball clubs participants.

Third, this study identified causes of the organizational division within

community baseball clubs as personal trait, club trait, and environmental

trait.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management of the club tends

to direct the club’s orientation either pursuing a winning game or

enjoying game, and principle of participation in competing games with

other teams are determined. However, Some club members who are

relatively excluded in competition game participation and those who are

less invited to games will gather themselves and express their

conflicting emotion to the management. Lastly, the environmental traits

are easiness of club creation, and easiness of club member recruiting.

This study, as a result, was able to confirm the growing tendency of

community baseball clubs members through organizational division

phenomenon following organizational change process of the community

baseball clubs. The divided clubs will rapidly recruit new members after

organizational division and participating population of community

baseball clubs has grown rapidly through this process. Therefore, the

organizational division functioned as a positive mechanism for sports

activities for general population, and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organizational division is facilitating the socialization of spor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Organizational Change Process, Organizational Division,

Community Baseball Clubs, Winning Game, Enjoy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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