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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담론이 유행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외국에서 유입된 자기계발 프로

그램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토착화되어 운영‧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보

다 구체적으로, 국제비영리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교 동아리를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대학생들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을 또래집단의 실천

을 통해 어떻게 토착화하여 수용‧ 실천하고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비영리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비즈니스 프

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신자유주의 자기계발담론을 담지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연구대상 동아리는 현재 "회사" 혹

은 "군대"로 비견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

화적 규범과 관계적 맥락들이 작동하여 독특한 실천 양상을 형성했다고 본다. 지

금까지 실천공동체로서 형성되어 온 동아리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헌신과 몰입을 전제로 자기계발이 도모되어왔음을 포착했다. 이처럼 헌

신과 "끈끈함" 등이 강조되는 실천 양식을 한국의 전통적 집단주의 모델의 틀에 

입각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집단주의적인 실천을 통해 자기계발담론을 수용했

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서 리더들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집단주의적 자기계발실천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신입 회

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리더들이 능력과 자신감보다 조직에의 헌신과 조화로운 

성격 등을 우선시하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면모가 드러난다. 선발된 신입은 통제와 

보살핌 속에서 조직에의 몰입이 강제 또는 유도된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

트 팀 활동의 경우, 가족비유를 경유한 집단주의적 실천을 통해 자기계발이 도모

된다. "부모와 같은" 리더는 "아이들"인 신입과 팀원들을 잘 "길러내서" "가족" 같

이 "끈끈"하되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 하는 팀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즉 가족비

유를 통해 팀의 성취와 단결, 개개인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꾀한다. 한편 국내대

회는 매해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팀을 넘어 동아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강한 일

체감과 감정적인 유대를 경험하며 '우리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연구자는 집단주의적 실천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구성

원들에 대한 조직의 감정 통제 및 훈육 과정과 이에 얽힌 젠더 갈등에 주목했다. 

감정은 쉽게 '전염'되어 자칫 조직의 단결과 발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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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는 시시각각 집단적인 평가 ‧ 관리 ‧ 통제의 대상이 된

다. 조직의 관리자인 리더들도 예외는 아니다. 리더들은 집단적인 감정 통제를 수

행하는 감시자인 동시에 대상이 되며, “아이들”인 팀원들의 감정 상태까지도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감정 관리, 즉 "멘탈 관리"의 압박을 받는다. “멘탈 

관리”란 외부의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의 표출을 억누르며 상황

에 따라 통제, 보살핌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정 규율을 의미한다. 조직에

서는 감정 훈육을 통해서 향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감정 관리를 미

리 학습할 수 있다며 자기계발의 효과를 설파한다. 그렇지만 가장 힘든 순간 학생

들에게 역할 수행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성 자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팀원들

에 대한 고마움, 애정 등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이러한 집단적인 감정의 훈육 과정에는 젠더 문제가 개입된다. 조직을 체

계화시킨 핵심 리더들이 주로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이었으며 군대경험과 나이

라는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집단주의적 실천은 남성성과 결부된다. ‘군대 다녀

온 남자’는 조직 몰입도가 좋고 “멘탈”이 강한 이상적인 구성원을 표상하게 된 반

면, ‘어린 여학생’은 몰입도가 낮고 “멘탈”이 약해 지양되는 구성원을 표상하게 되

었다. 어린 여학생의 “여린” 성격은 “유리멘탈”로 명명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리더로 내정된 여학

생들은 “멘탈 관리”에 대한 압박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 이는 비단 조직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졸업 후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경험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여학생들은 힘들어도 감정 관리의 노력을 기울이며 상당 부분 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대부분 표면행위인 “그런 척”에 머문다. 여기에서 남성성과 결부된 “강

한 멘탈”과 그 훈육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자 “언젠가는 배워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한계점

을 갖는다. 이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인의 감정 관리 문제로 축소

시켜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궁극

적인 역할 수행 동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아니

라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 있다. 이 애정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그다지 바라지 않고 

원치 않았던 사회생활의 측면까지 학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

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과 실천 간의 간극을 보여주며, 담론의 실제 수용 

과정에서 작동하는 지역적 맥락과 구체적인 관계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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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담론이 상정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율적인(autonomous) 자아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게 만든다. 단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힘든 순간을 버티

게 해준 원동력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는 점만 보아도, 이들을 단순히 개별화

된, 고립된 주체로 환원시킬 수 없음이 드러난다. 

• 주요 용어: 전지구화, 신자유주의, 토착화, 자기계발, 대학생, 동아리, 집단주의, 

감정 훈육, 젠더, 실천공동체

• 학번: 2012-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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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론 서론 서론 서론 

    1. 1. 1. 1. 연구배경과 연구배경과 연구배경과 연구배경과 문제의식문제의식문제의식문제의식

  우리는 어느새 자기계발이라는 용어가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그것의 소비와 실

천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든, ‘나’를 끊임없이 ‘계발’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언설들이 범람한다. 이는 후기 근대의 상황 아래 자아 정체성

이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성찰을 통해 기획되어야만 하는 삶(기든스 1997)을 예시

한다.

  한국에서 자기계발열풍이 불어 닥친 것은 최근 20여년 사이의 일이다. 1980년

대 성공학과 처세술과 관련된 자조지침서들을 경유해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

가했다. 이제는 ‘자기계발서’라는 노골적인 이름을 달지 않은 각종 텍스트들까지 

자기계발담론의 자장 안에서 소비  실천되며 일상의 삶 전반을 파고든다(서동진 

2009: 269-271). 사실 1990년대는 해방 이후 지속되어오던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와 민주화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아벨만 외(Abelmann et al. 

2009)는 그동안 억눌려온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분출되던 한국의 시대적 상

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이 보다 수월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본

다. 그러나 자기계발열풍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이

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전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이루어

진 결과1), “직장 또는 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 전체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감수성”(박소진 2009: 20)이 확산되었고 이는 자기계발담론의 

소비를 부추겼다. 

  대학생은 자기계발담론을 적극적으로 소비  실천하는 가장 두드러진 집단 중 하

나이다. IMF 이후 자기계발담론은 대학가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미 

1990년대 초 민주화의 이행에 따라 대학의 풍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고, 이는 

자기계발담론이 수월하게 유입될 만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1980년대 대학가에

서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위세를 떨쳤으나, 1990년대 대 내외적인 지

각변동에 따라 학생들은 점차 이념과 정치의 강박을 떨치고 억눌려왔던 개별자로

서의 욕망들을 분출한 것이다(소영현 2012: 388-390). 이처럼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의 삶에 대한 열망은 자기계발담론과 접합하기 쉬웠다. 그렇지만 IMF와 그 

1)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이미 변환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외환위기는 전면적인 변환과 급속한 확
장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통로이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Song 2006; Kim B. 

K. 2000; 박소진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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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년실업난의 심화는 개별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보다는 차라리 그

가 감당해야 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대학생

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2) 대학생 일반이 지성인 혹은 엘리트 집단으로서

의 위상을 상실한 것(엄기호 2010: 24-25) 또한 위기의식에 일조했고, 이는 자기

계발담론의 파급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요즘 대학생활의 키워드는 ‘스펙3) 쌓기’가 되었을 만큼, 대학생들의 

자기계발의 실천은 일상이 되었다. 한때 대학생이 “놀고먹는”이라는 수식어를 달

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쁜 삶을 영위해간다. 학점관리는 기본

이고, 복수전공, 영어자격증 공부, 봉사활동, 해외연수/교환학생, 인턴 등까지 소화

해내려면 방학을 헌납하고 4년을 꼬박 바쳐도 부족하다. 실제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4) 그런데 이러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두고 기성

세대는 ‘속물적’이라고 은근한 “도덕적 비난”을 가하고(엄기호 2010: 14), 자기계

발에 매몰되어 “고립된 주체로 파편화”되고 있다며 문제시하기도 한다(소영현 

2012: 390). 

  하지만 학생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자기계발담론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실천한

다고 했을 때, 정말 원자화된, 파편화된, 고립된 주체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사회문화적 맥락들과 사회적 관계

에 주목하는 인류학적 관점을 통해 담론과 실천의 간극을 포착해내고자 한다. 국

제비영리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생 동아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

여, 학생들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을 또래집단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토착

화하여 수용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1980년대 11.4%에 머물렀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2000년에는 52.5%, 2010년에는 70.1%까지 

치솟았다.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통계청에서 밝힌 원 출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
료집>이다)

3) ‘스펙’은 취업 준비생들이 학력, 학점, 영어 점수(토익), 자격증, 해외 연수, 인턴 등을 종합해 부르

는 용어로, 구직 시 선보이는 시장 가치가 될 만한 조건들의 총합이다.

4) 전정윤  김지훈, “취업난에 ‘졸업유예’ 2년새 2배↑…대학은 “돈 더 내라,” <한겨레>, 2014.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31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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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선행 선행 선행 선행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및 및 및 및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 배경 배경 배경 

        1) 1) 1) 1) 후기 후기 후기 후기 근대와 근대와 근대와 근대와 자아자아자아자아

  본 연구는 후기 근대의 상황, 특히 전지구화와 후기 자본주의의 흐름 아래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담론이 유행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수입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또래집단을 통해 어떻게 토착화시켜 수용  실천하는

가를 살펴보려 한다. 

  후기 근대 혹은 고도 근대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개인’과 ‘자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벡(1997), 래쉬(1998), 기든스(1997), 바우만

(2005[2000]) 등 사회학자들은 후기 근대 사회를 ‘위험사회’, ‘성찰성’, ‘탈전통

화’, ‘액체근대’ 등의 개념을 통해 특징지으며, 후기 근대의 삶에서 ‘개인’과 ‘자아’

의 문제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올랐음을 제시한다. 특히 기든스(1997)는 후기 근대

적 삶에서 자아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투하는 ‘성

찰적 기획’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5). 스윗맨(Sweetman 2003)은 이처럼 성찰적 

기획이 일상화된 나머지 본성처럼 경험되는 현상을 부르디외의 개념에 기반하여  

“아비투스화된 성찰성 혹은 성찰적 아비투스”(habitual reflexivity or reflexive 

habitus)라고 개념화했다(권숙인 2011: 48). 

  후기 근대로의 이행은 포드주의와 대량생산의 산업화 시대에서 전지구화와 신

자유주의, 소비주의의 시대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사회학자 로즈는 푸코의 

통치성(Foucault 1991)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가 기획한 새로운 주체를 “기업가

적 자아(enterprise self)”로 규정했다(Rose 1990: 240). 개인은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처럼 소유하며 심지어 “기술의 다발(bundle of skills)(Urciuoli 2008)” 혹은 

“기술들 혹은 특성들의 모음(a collection of skills or traits)”으로 간주된다. “성

찰적인 매니저(reflexive manager)”가 된 개인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

리하게 된다(Gershon 2011: 539). 사회학자 서동진(2009) 역시 푸코의 통치성을 

기반으로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즉 신자유주의가 주조

해내는 자기계발주체의 형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든스와 로즈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이 담론 차원에서 제기한 자아의 논

의에는 지역적 맥락과 관계성, 실제 일상 경험에서 부여되는 의미가 삭제되어 있

다. 신자유주의적 자아(neoliberal self)는 사회적 관계에 앞서 “자율적으로

5) 고도 현대의 조건들, 예컨대 탈전통화, 미디어 및 교통수단의 발달, 전지구화, 거대서사의 종말 등
이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이에 따라 개인은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전기적 서사

(biographical narrative)를 만들며 자아를 성찰적으로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기든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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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관계란 책임과 위험을 분배하

기 위한 시장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연합으로 환원된다(Gershon: 540). 

 하지만 인류학, 특히 문화와 개인의 심리 간의 상호 얽힘에 주목해온 심리인류학

에서 자아란 사회적 구성물(미드 2010[1962])을 넘어 문화적 산물(Hallowell 

1955: 81)로, 문화가 없이는 자아의 의식과 감각이 존재할 수 없다는 토대에서 

출발한다. 모스(Mauss 1985[1950])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자아의 개념이 보편적

인 개념이 아니라 서구의 사회문화적 산물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민속심리학

(ethnopsychology)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과정들이 자아 및 감정과 어떻게 얽혀있

는지에 주목해온 바 있다(예: Fajans 1985; Geber 1985; Lutz 1985; Ito 1985). 

  후기 근대와 자아에 관한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예: Strauss 19976); Jung 201

17)) 중에서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기든스와 로즈가 놓치고 있는 지역적 

맥락들과 관계적 맥락들을 포착해낸다. 워커다인(Walkerdine 2006)은 심리인류학

적인 각을 세워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주체 및 자아에 대한 논의들이 지역적  관

계적 맥락들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특정한 장소와 

관계적 맥락과 실천 속에서 퇴적되고 체화된 것이므로,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모델

은 지역적 맥락과 관계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민족지적 연구들(예: Walkerdine 2003; Matza 2009; Alexy 2011; 

Walkerdine & Bansel 2011; Leve 2011; Gooptu 2013)은 로즈가 상정하는 ‘기

업가적 자아의 기획’이 균질적이지 않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공간과 관계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  저항  변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령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이혼을 한 일본 여성들의 사례를 살펴보면(Alexy 2011), 신자유주

의적 자아 모델이 일본의 문화적 규범 및 개인적 열망들과 혼재되는 양상이 그려

진다. 결혼 상담가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이상을 

근거로 부부가 서로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일본 가정의 관행과 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일본의 자아됨을 비판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독립적인 자아의 형상

을 온전히 체화하기보다는 여전히 의존성이 기반이 된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6) 클로디아 스트로스(Strauss 1997)는 과거와의 단절, 초국가적 이동,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후기 근대에는 오직 파편화된(fragmented) 주체들만이 남았다는 제임슨(Jameson 1991)을 주장
을 반박하며, 미국인들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부분적으로 분절된 주체가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통합된 주체가 존재함을 주장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통합된 자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감정적인 경험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시켜준다. 

7) 정향진(Jung 2011)의 연구는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문화를 고찰함으로써, 

후기 근대의 자아의 형성이 프로테스탄적인 근대적 자아기획을 통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베이비

부머들은 어린 시절 훈육 받은 감정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서 심리치료 
등 프로테스탄티즘적인 자아실현의 노력을 행한다. 즉 자유로운 감정 표출과 통합된 자아를 형성

하기 위해 감정과 자아를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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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 외국의 자

기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 사례를 통해서, 신자유주

의적 자기계발담론과 실천 간의 균열 지점을 그려낼 것이다. 담론이 간과하고 있

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성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을 

어떻게 토착화하여 수용  실천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특히 감정의 측면에 주목하려 하는데, 후기 자본

주의가 개인의 감정에 어떻게 침투되는지를 잘 드러내준 “감정노동(emotional 

labor)”에 관한 사회학자 혹실드(2009[1983])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 혹

실드는 사회학자이지만 민족지에 근접한 질적 방법을 통해 미국의 항공 승무원의 

사례를 연구하여, 상업적 논리에 따라 개인의 감정체계가 상품화되는 현상을 생생

히 포착해냈다. 

  혹실드(2009[1983])에 따르면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일터에서 상대

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마음의 상태를 갖게 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유도하거나 

억눌러 외적인 감정표현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항공 승무원은 항상 밝게 

웃고 따뜻하게 고객을 응대해야하며 추심원은 공감을 자제하고 의심과 불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기업은 감정이 있는 척 하는 “표면행위(혹실드 

2009[1983]: 57)”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불러일으켜져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내면행위(혹실드 2009[1983]: 57-59)”를 요구하며, 깊숙하게 개인의 감정체계

에 관여한다. 이는 자아와 감정 혹은 감정 표현 간에 소외감을 발생시키며 개인은 

‘진짜 자아’에 대한 혼란 속에서 일과 자아 간의 거리 조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방

안을 모색하게 된다.  

  혹실드는 직업세계에서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지

만, 짧게나마 가족을 계급적 조건과 연결시켜 언급하며 미래의 감정노동을 위한 

훈련 장소로 기능하는 지점이 제시한 바 있다(혹실드 2009[1983]: 200-206). 그

러나 혹실드 이래의 후속 연구들8)은 주로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서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직업세계 입문 전에 이를 대비한 훈육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감정에 대해 주로 다루면서,  

8)  Steinberg 외(1999)는 혹실드 이래로 수행된 감정노동에 대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정리했

는데, 특히 질적 연구들은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헤어스탈리스트 등 각종 서비스 직업의 감정노
동을 다루었다. 그러나 그가 정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자들의 연구로, 인류학에서 감정노동과 

관련한 연구로는 David(2007)가 있다. David(2007)는 할리우드 탤런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인

턴십을 수행하며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할리우드 매니저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을 포착해냈다. 할
리우드 매니저들은 자신들이 맡은 연기자들을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항상 잘 차

려입고 유쾌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감정노동을 수행하여 먼저 자기 자신부터 판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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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나가기 전 대학생들이 가족이 아닌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 관

리를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2) 2) 2) 2) 청년청년청년청년, , , , 대학생과 대학생과 대학생과 대학생과 실천공동체실천공동체실천공동체실천공동체

  본 연구는 외국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생 동아리 사례를 통해, 학

생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또래집단의 실천을 통해 토착화시켜 

수용  실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청년

(youth)의 범주9)에 속하는 대학생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검토

하고, 본 연구의 차별화된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법적 연령으로는 성

인이나 아직 학생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규범을 습득하고 

자신의 삶을 모색하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기

민하게 반응한다.

  최근 청년에 관한 연구들 중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삶을 조망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협상해 가는지에 관한 연구들(예: Cole 2005; Mains 

2007; Cole and Durham 2008; Jeffrey 2010; 권숙인 2011; Allison 2012; 조

문영 2012)이 주를 이루는데, 자아 및 감정의 문제가 직  간접적으로 어떻게 다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메인스(Mains 2007)와 제프리(Jeffrey 

2010)는 각각 에티오피아와 인도의 실업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닌 불안의 정

체를 그 사회문화적 맥락 아래 규명하며, 해외 이민을 가거나(Mains 2007) “시간 

때우기”라는 관행(Jeffrey 2010)을 통해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의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는 소수(예: 송도영 

1986)이나, 최근의 연구들은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상황과 관련지어 대학생들

의 삶을 포착(이규호 2006; 박소진 2010; 김효진 2011; Abelmann et al. 2008; 

조문영 2013)하고 있다. 예컨대 박소진(2010)과 조문영(2013)은 글로벌 경험에 

주목한다. 박소진(2010)은 단기해외연수 경험이 세계 속의 다양한 한국인과의 만

남을 제공해 대학생들의 자기정체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됨을 제시했다면, 조

9) 오늘날 생애주기는 흔히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시기적 구
분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Bucholtz(2002: 528)는 청년

(youth)이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입각해 유연하고(flexible), 경합 가능한(contestable) 사회문화적 

범주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근대화는 청소년(adolescence)과 청년(youth)라는 범주의 출현에 
큰 영향을 미쳤고(e.g Condon 1877), 한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근대로의 전환기에 아이와 어

른 사이에 처음 ‘청년’이라는 개념이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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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2013)은 기업이 주관한 단기해외봉사활동의 경험이 무한경쟁과 사회적 관계

의 부재에서 야기된 학생들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치유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밝힌

다.    

  대학생들의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수용 양상을 다룬 연구는 아벨만 외

(Abelmann et al. 2009)가 대표적이다. 아벨만 외는 IMF 이후 학생들이 사회에 

순응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학생을 넘어 코스모폴리탄적인 페르소나(persona)를 

갖추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사람됨을 요구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구자들의 주장은 재학 중인 학교의 '브랜드', 젠더, 가족 배경에 따라 자

기계발에 대한 부담이 차이가 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

의적 전환이 학교의 ‘브랜드 자본’의 차이를 가속화시켜오자 명문대학생들보다 중

위권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편 ‘여성적’인 것은 ‘가정적’

으로 상상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남성적인 이미지와 대비

되며 제약이 가해진다고 본다. 이는 후기 근대적 삶, 특히 신자유주의적 상황 아

래 사회구조적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담론이 팽배한 와중에서도, 여

전히 젠더와 계급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이는 워커다인(Walkerdine 2003)

를 비롯한 학자들이 지적해온 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청년, 대학생과 관련한 인류학의 선행 연구들은 후기 근대의 상황, 특히 

전지구화와 후기 자본주의의 흐름이 특정한 지역적 맥락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젊

은이의 실질적인 경험과 의미를 그려낸다. 그러나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점을 놓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본 논문을 통해 포착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외국의 청년에 관한 연구부터 한국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까지 저소

득층, 실직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어 ‘위’에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아벨만 외(Abelmann et al. 2009)와 김효진(2011)이 한국의 명문대학생들을 다

루고 있긴 하나 전자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며 후자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더 초

점이 맞추어져있다. 네이더(2006)는 인류학에서 그동안 주변적이고 소외된 집단에 

집중해온 관심을 ‘권력 상층부’로 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이강원 외

(2013)는 국내 인류학계에서 ‘위로의 연구10)’가 극소수임을 밝히고 네이더의 제안

을 실제 연구경험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며 ‘위로의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시사

점, 연구전략들을 제시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연구해야만 ‘진정한

10) 이강원 외(2013)의 ‘위로의 연구’의 개념은 네이더의 ‘상층부 연구’와 차이를 갖는다. 네이더의 

연구는 고정된 위계와 이분법을 전제로 ‘위’의 대상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법률회사, 기업, 

관료집단 등 특정한 권력집단으로 한정된다. 반면 이강원 외(2013)이 말하는 ‘위’와 ‘아래’의 구분

은 인류학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위치, 인식론적 권위 등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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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 혹은 ‘합법적인(legitimate)’ 인류학자로 간주되는 학계의 풍토(이강원 

외 2013: 18)”는 되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을 비가시화하는 우”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배경의 

엘리트 집단의 명문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로, 한국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적인 실천과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집단의 실천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윌리스

(2004[1977])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 일명 “싸나이들”에 대한 민족지를 

통해 문화의 창조성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서 의도치 않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지

적한 바 있다.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대다수인 학교에서는 독자적인 하위문화인 

“반학교 문화(counter-school culture)”가 구축된 반면 소수에 불과한 다른 학교

에서는 하위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은 또래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라미레즈(Ramirez 2008)의 멕시코의 중산층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 역시 또래집단의 실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학생들은 자기성찰과 또래들과

의 토론을 통해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대안적 시각을 형성해나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는 또래집단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하위문화의 

구축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본 연구를 통해 또래집단의 실천을 통해 외국의 프

로그램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변형시켜 독특한 실천 양상을 만들어가

는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동아리를 웽거(2007[1998])의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 간주하고자 한다. “실천공동체”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참여자

들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이다. 실천이란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인 관여 속

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공동체의 형성과 재생산의 원천이 된다. 이는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행위뿐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들까지도 포함한다. 즉 구성원

들은 호혜적인 관여 속에서 공동체 특유의 행위 양식과 이해의 틀이 녹아 있는 

실천 행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실천공동체를 형성  유지하게 된다. 이 실천 

양식에의 참여는 단순히 어떤 활동에의 참여를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참여’로, 우

리가 누구이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정체성 형성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천공동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학

생들이 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들을 활용하여 독

특한 실천 양식을 형성  유지시켜온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

공동체는 학습이 인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상호참여를 통해 이루

어지는 과정11)임을 전제하고 있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11) 본디 실천공동체는 레이브와 웽거(2010[1991])가 도제 제도를 모티브 삼아 발전시킨 『상황학

습(situated learning)』에 근거해 등장한 개념이다. 상황학습과 실천공동체가 전제하는 학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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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학습과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지부이자 명문대학 경영대 동아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외국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동아리라는 ‘실천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토착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3) 3) 3) 한국인의 한국인의 한국인의 한국인의 집단주의 집단주의 집단주의 집단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천공동체(웽거 

2007[1998])를 형성하여 토착화하는 양상을 한국의 전통적 집단주의의 틀로 분

석하고자 한다. 즉 학생들이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 일련의 독특한 실천 양상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규범, 특히 집단주의에 입각해 

살펴본다.

  비교 문화론적 관점에서 집단주의는 주로 서구의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비서구

사회의 가치체계의 전형으로 논의되어 왔다(대표적으로, Hofstede 1980; 

Triandis 1980; Kagitchibasi 1987). 이종한(1994)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여러 연구들(Hofstede 1995; Hsu 1971; Pai 1990; Triandis et al. 

1985)의 공통된 결론을 정리했는데,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은 내집단이 개인의 심

리적 장의 중심이 되며 개인의 목표는 내집단의 목표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구성

원들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조화가 중시되며 개인은 집단과 공동운명체로서 ‘우

리’ 의식이 형성되는 것 또한 특징으로 제시된다. 이와 달리 개인주의 문화의 특

징으로는 개인이 심리적 장의 중심으로 내집단과 분리되며 개인과 집단의 목표는 

무관하다는 점이 언급된다.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정서가 독립되어 자기충족적이고 

‘나’ 의식이 강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신수진  최준식 2004: 89-90). 마커스와 

키타야마(Markus & Kitayama 1991)의 경우, 비서구의 집단주의와 서구의 개인

주의를 자아에 관한 논의로 접근해, 각각 상호의존적 자아(interdependent)와 독

립적인 자아(independent self)로 개념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여러 연구들에서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Hofstede 1980; Triandis 1988). 한상복(1998)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를 전통적인 한국 사회조직의 주요 원리 중 하나로 지적한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실천에 깊숙
이 참여해가는 과정으로 일상적 삶의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합법적 주변 참여”로 

설명된다(레이브 웽거 2010[1991]: 26-27). 신입이라는 주변적 위치에서 점점 더 깊이 참여해

가면서 해당 실천공동체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행위 양식과 이해의 틀을 습득하면서 완전한 참여
자(full participant), 즉 고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참여의 궤적은 곧 학습의 궤적이자 정체성 

형성의 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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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조옥라 외 2003: 11). 여러 학자들(대표적으로, Chang 1977; 최재석 

1977[1965]; 임희섭 1994; 최상진  김기범 2011)은 한국의 전통적 집단주의의 

특징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시되는 점을 꼽는다. 즉 “가족주의적 집합주의”라는 것

이다(신수진  최준식 2004: 33). 최재석(1977[1965])은 가족주의를 한국인의 사

회적 성격으로 제시하며, 가족이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로 한국인의 공동체 

지향 의식은 가족중심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최상진과 김기범의 경우에도 한국의 

집단의식을 가족관계 의식 및 가족감정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고 규정된다고 해

석하며 “정과 일체감의식을 기본 틀로 한 가족형 집단의식”으로 추론한 바 있다

(최상진  김기범 2011: 218). 이와 달리 일본의 우리의식 또는 집단의식은 ‘주’, 

‘기리’, ‘닌조’, ‘아마에’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정되는데, 혈연, 지연을 넘어 이익

집단에 대한 귀속의식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족형 집단의식”과 차별

화된다(최상진  김기범 2011: 218-219).

  한편 토착심리모델인 ‘정’ 역시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국의 

집단의식을 설명해준다. 김주희(1992)는 1970년대 말 한국의 농촌사회에 들어가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품앗이를 한국인의 관계성의 기본 모델로 설정하고 한국인

의 토착심리를 ‘정’의 모델을 통해 탐구한 바 있다(정향진 2013: 182-183). 한국

문화에서 ‘정’은 ‘우리성’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힘으로 간주된다(최상진 2010: 

45). ‘우리’ 관계에가 형성되면 ‘정’이 개입되고, ‘정’이 들면 ‘우리의식’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다(최상진  김기범 2011: 218).

   한국에서 전통적 집단주의는 근대화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

양한 방식으로 차용되어 오기도 했다12). 농촌 사회의 마을행정조직부터 대기업까

지 근대적 조직들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민족지들은 전통적 집단주의적 규범, 가

족주의 등이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준다(예: Kim 1992; Janelli 

1993; 조옥라 외 200313)). 뿐만 아니라 과거 1970년-80년대 대학생 동아리 집

단에서 전통적 공동체문화가 활용되기도 했다. 1970년대 대학 내 전통문화 부흥

운동이 전개되고 탈춤과 사물놀이 관련 동아리들이 전국적으로 확대(오제연 

12) 김광억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체계가 역설적으로 “현대화의 과정이자 수단(김광억 1996: 6)”으

로서 재생산되어왔으며, 이는 “단순한 과거의 잔재이거나 자동적인 전승이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
거나 저항하거나 또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형성

(construction)(김광억 2000: 8)” 되어 왔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13) 조옥라 외(2003)는 영 호남 지방 농촌 지역의 네 마을에서 행해지는 공동체 문화를 조사하여, 
농촌의 근대적 조직들이 전통적 집단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동체성을 활용하고 있음

을 제시한다. 여기서 공동체 관념은 일상적 삶의 지배적인 규범이 아니라 '명분'으로 기능하여, 공

동체적 의례를 통해 이상화된 유대와 결속을 강조하며 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뿐이다. 그
렇기에 전통적 공동체성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극히 개인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행동들이 때때로 용

납될 수도 있다(ibid: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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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되면서, 전통문화의 집단성이 재조명되었고 공동체 개념은 학생운동 및 사

회변혁 운동의 중요한 이론적 무기로 활용되었다(이숙 2006: 102-103).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 전통적 집단주의 이념을 의식적으로 차용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

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용 과정에서 출현한 일련의 특징적인 실천 양상을 집단주

의 틀에 입각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화심리학의 연구들은 근대화와 전지구화의 영향에 따라 전통적 

집단주의 모델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모델과 공존하는 양상을 제시하는데(예: 한규

석  신수진 1999; 신수진  최준식 2004), 일부 학자들은 한국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예: 이종한 2000).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

은 두 모델을 대립적인 가치체계로 상정하고 있으며 단선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한계를 보인다.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는 전지구화가 문화적 동질화를 의미

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고, 최근 전지구화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대표적으로, 

Anderson-Fye 2003; Fong 2007; Tobin et al. 1989, 2009)은 외래의 문화적 

지식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맥락과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수용  거부  변형되는 

실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 사례를 살펴보면, 정해영

(2010; 2011)은 한국 중산층 부모의 사회화 관습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서구에서 유입된 개인주의적 양육 모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집단

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보여준다.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서구에서 

유입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담지한 자기계발담론을 학생들이 어떻

게 수용하고 실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전통적 집단주의의 틀로 분석함

으로써 토착화되는 양상을 포착해내려 한다.  

14)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가 중시되지만 실천의 의미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해석되어 집단주의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부모의 체화된 경험이 반영되어 암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를 전달하면서 
서구 양육 모델은 선택적으로 채택되기도 한다(정해영 201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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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는 국제비영리단체 H의 지부이자 한국의 명문대학교 A의 경영대 소속 

동아리 H(이하 H-A)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H-A에 앞서 국제

비영리단체 H를 간략히 소개하면, H는 1970년대 중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

국의 지역 리더십 교육 단체로 시작해 전 세계 규모로 성장한 단체이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39개국 1600여개 대학이 소속되어 있다. H 단체의 목표는 지역사

회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대학생들을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H 단체는 프로젝트를 비롯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대학 단위로 지부를 설립해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한국에는 2004년 4개의 대학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A 

대학교에는 2007년 설립되었다. 현지조사 당시에 H-A는 한국 내 지부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부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성장해있었다. 

  H-A는 2013년 3월 기준 총 회원 수는 130여명 정도로, 주 연구대상은 당시 

활동 중이던 회원 24명(여자: 12명 남자: 12명)과 활동을 종료한 회원 9명(여자: 

5명 남자: 4명)이다. H-A에서는 활동 회원을 “엑팅 (멤버)”로, 최소 의무 활동 기

간 1년을 마치고 나간 회원을 “알럼나이”라고 칭한다. H-A는 경영대 소속 동아

리이나 회원들의 학과 분포는 다양했다15). 본 논문에서 동아리 이름, 프로젝트 이

름, 연구대상자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더불어 H-A의 특성

상 본 논문에서는 영어 단어의 사용이 유달리 많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탓에 H-A에서는 영어 단어 혹은 영어를 변형시킨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활동 경험을 가급적 생생히 담아내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연구자가 학부 시절 H-A에서 활동한 경험은 연구대상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

쳤다. 2년간 활동 경험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는 무엇

인가”, “나는 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이며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인가”, “어떤 

집단에서 사회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고민과 질문을 낳았다. 이러한 고민

들은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구체화되면서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파일럿 조사까지 포함하면 2013년 1월 말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15) 당시 활동 중인 24명의 학과 분포를 살펴보면, 경영학(9명), 경제학(3명), 농업경제학(3명), 기계
공학(1명), 음악대학 기악과(1명), 인류학(1명), 심리학(1명), 외교학(1명), 언론정보학(1명), 자유

전공학부(1명), 간호학(1명), 국사학(1명)이었다. 사실 H-A는 창립 당시 경영대 소속이 아니었고 

경영대 학생도 소수였다. 경영대 소속이 된 현재는 경영대 학생들이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다른 
경영대 동아리와 비교하면 그 비율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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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관찰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1월 말부터 2월까지는 파일럿 조사 기

간으로, 연구윤리심사(IRB)를 준비하는 한편 현장에 들어가 분위기 파악 및 라포 

형성을 시작했다. 3월부터 7월까지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여관찰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층 면담은 라포가 어느 정도 구축된 5월 이후부터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현장에 들어갈 때는 자본주의와 ‘사람됨(personhood)’을 연결시켜, 학생

들이 또래집단을 통해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사회화되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초점이 다소 막연하고 광범위했고 이론적 틀이 명확하지 않아, 현지조

사가 끝난 후 자료를 정리하면서 연구초점과 질문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

다. 자료를 토대로 자기계발담론을 담지한 외국의 프로그램을 또래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토착화하여 수용  실천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활동 당시 연구자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던 지점들과 

맞닿아 있었다.

  현지조사에서 과거 활동 경험과 “알럼나이”라는 신분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

용했다. 일단 연구 허락을 받기 용이했고 과거 활동 경험 덕분에 빠르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H 단체나 활동 관련 정보들도 얻기 수월했다. 또한 과거 활동 

이야기를 공유하며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라포를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되레 알럼나이라는 신분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초기에 학생들

에게 연구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낯선 알럼나이로 인

식된 탓이다. 나중에 한 학생이 술자리에서 “사실 언니가 오면... 좀 의식되고 부

담스럽고.. 왠지 알럼나이이기도 하니까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할 것 같고 

그랬어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낯선 알럼나이로서의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들은 물론이고, 뒤풀이, MT 등 각종 모임들에 가

능한 많이 참석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면서 친해지려는 노력

을 기울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럼나이처럼 지적

하고 평가하는 말하기를 삼갔다. 

  또한 현장이 익숙한 만큼 연구자로서 어떻게 분석적 거리를 둘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도 많았다. 이 때문에 최대한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면서 초반에는 의식적

으로 활동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자제하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

하고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그런데 “잘 알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현장이 생각보

다 생경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깊숙이 들어

가기 위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실제 “엑팅”은 아니지

만 “반쪽짜리 엑팅”처럼 일을 한다며 “반엑팅”이라는 호칭도 얻었다. 

   참여관찰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된 현장은 매주 한 차례 진행되는 전체 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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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 차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팀 모임이었다. 초기에는 회의에서 쏟아내는 방

대한 활동 내용과 자료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연구 자료인지를 선별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몇 주간은 아예 속기하듯이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들까

지 전부 기록했는데, 점차 프로젝트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참여관찰의 초점은 활동 내용에서 점차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으로 

옮겨갔다. 특히 중  후반부에 라온 팀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보다 

깊숙이 살펴볼 수 있었다. 현지조사 당시 4개의 프로젝트 팀이 운영되고 있었는

데, 현실적으로 4개의 팀을 전부 참여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연구자

를 가장 호의적으로 반겨준 라온 팀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하며 간간히 다른 팀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비교를 할 수 있었다. 라온 팀의 회의를 비롯해 팀 MT와 뒤

풀이, 대상지, 파트너와의 계약 현장, 외부 조사 및 미팅까지 함께 하면서, 학생들 

간의 관계와 실천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각기 맡은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리더들이 어떻게 팀을 만들어 가는지에 주목했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지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일상적인 프로젝트 관련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현장을 참여 관찰했는데, 그 중에

서도 리쿠르팅과 국내대회가 유의미한 현장이었다. 리쿠르팅 선발 과정에 부분적

으로 참여했는데, 리더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선별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동아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이상적인 구성원으로 상

정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한편 후반부 참여관찰의 핵심이었던 국내대

회는 1년에 한 차례, 한국에서 활동하는 H 지부 학생들이 모여 1년 간 프로젝트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우승을 가리는 행사이다. 1달여간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특히 학생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눈여겨보기 위해 최대한 자주 방

문하고 때론 같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대회 현장에서는 학생

들이 이 대회를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중

점적으로 보고자 했다.

  한편 연구 기간 내내 사이버 공간 또한 참여관찰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젊은 20

대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일상이었다. 매번 전체 클럽

과 팀 별 클럽에서 회의록과 보고서 등을 올려놓고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

고, SNS 실시간 채팅을 업무에 대한 논의부터 소소한 대화들까지 이어나갔다. 이

는 활동 내용 및 학생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

은 개인 SNS에 H-A 활동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소회를 간간히 표출하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짐작해볼 수 있었다.16) 

  심층 면담의 경우, 파일럿 기간에 실시한 2명의 면담을 참고하여, 5월 이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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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시작해 총 28명17) (여자:17명 남자: 11명)과 면담을 했다. 면담자 동의 

아래 녹취를 실시했고 1회 평균 2~3시간이 소요되었다. 개인 면담을 통해서는 연

구자는 "힐링"을 담당하는 상담자로 거듭났다. "활동을 하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홍보를 했는데, 면담을 한 학생들이 "언니/누나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이 되었다"라는 말을 주변에 퍼트려준 덕분에 면담 요청이 점차 수월

해졌다. 후반부에는 역으로 회장단으로부터 “얘네 둘이 요즘 좀 의욕도 별로 없고 

소외된 거 같아요. 누나 혹시 시간되시면 힐링 타임 좀 가져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요청의 이면에는 감정 상태에 대한 조직

적인 평가와 통제, 관리의 측면이 있음을 깨달았고, 학생들의 “힐링”에 대한 욕구

는 자유롭지 못한 감정표출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알럼나이와의 면담은 참여관찰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 참여

관찰로는 H-A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따라

서 1~2년 전 리더로서 조직과 프로젝트 구성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알럼

나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과거와 현재 간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평균 활동 기간인 1년의 궤적을 

전부 참여 관찰할 수 없는 한계도 보완해주었다. 알럼나이와의 면담을 통해 1년간

의 학생들의 변화 양상과 의미부여 과정을 더듬어볼 수 있었다.

  현재 활동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먼저 이상적인 구성원은 어떤 사

람이며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조직의 성격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 또한 활

동 궤적의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았을 때의 경험과 갈등 양상들을 포

착할 수 있었다. 조직과 ‘나’와 맞지 않는 지점,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점과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점 등에 대한 질문들은 개별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조직

의 형상을 그려내면서 개인의 내면 역동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입과 팀원, 리더를 골고루 면담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활동 멤버인 리더의 서사

에 집중했다. 주정보제공자는 4명으로 팀 리더 2명과 다음 학기 리더로 내정된 팀

원 2명으로, 이들의 경우 2~3시간 동안 추가 면담을 실시했으며, 면담이라기보다

는 편안한 담소에 가까울 만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6) 개인 SNS 내용을 따로 저장을 해 자료화할 경우 상대방에게 허락을 먼저 구했다.

17) 면담자 리스트는 연구 대상자의 정보 보호 문제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익명으로 처리해도 

워낙 소규모의 인원인데다 각 학과마다 1명씩 온 학생들도 많아, 단과대학과 성별, 연령, 기수가 
함께 제시되면, 신분 추정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점이 우려되었다. 성별과 연령 분포를 비롯한 자세

한 특징은 논의를 통해 차차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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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H H H H 단체 단체 단체 단체 개관개관개관개관

    1. 1. 1. 1. 국제비영리단체 국제비영리단체 국제비영리단체 국제비영리단체 HHHH와 와 와 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H H H H 단체단체단체단체

  A 대학교에 H라는 단체의 지부가 동아리 형태로 설립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이

다. 그렇지만 국제비영리단체 H의 설립은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당시 미국의 한 비영리기관에서 설립한 본 단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즈

니스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기업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프로젝

트를 수행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자유 시장 경

제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고 기

업 활동이야말로 인류 성장엔진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설립 이념에는 냉전 

시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선전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단적

으로 드러난다.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를 시장 경제, 성공 기술, 기업가

정신, 재무 능력, 경제 윤리 등을 주제로 교육하여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지역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H는 1995년 이후 세계 곳곳

에 퍼지기 시작해 40여년이 흐른 현재는 대규모의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39개

국 1600여개의 대학에서 6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월마트, KPMG, 유

니레버, 코카콜라, 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포함해 약 440개의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출범 당시 시장경제의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을 재조정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창조적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기업의 CSR 등이 부각되기 시작하

자, H 단체는 단체명과 브랜드에 전면 수정을 가했다. 시장경제교육보다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키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담론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현재 H 단체의 미션은 “오늘의 리더들과 내일의 리더들이 모여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힘을 통해 보다 나은, 보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

으로, 전 세계 대학생들을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내일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도 더 이상 지역 사회의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

회문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경제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의 긍정적

인 힘”을 통해 대상자들의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변화를 

이끄는 “비즈니스 리더”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단체 이름과 브랜드, 미션 등 표면

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으나 연구자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단체가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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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적인 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본다. 

  H 단체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본부가 존재하고 그 아래 국가별 

조직이 있다. 본부에서는 프로젝트와 팀 구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세계 대회를 주관한다. 국가별 조직은 해당 국가 내의 참여 

대학교를 모집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국내 대회의 개최를 담당한다. 실질적인 

각 대학 내의 지부 설립과 활동 및 운영은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 의해 자체적으

로 이루어진다. H 단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학내 동아리 형태로 지부를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다.

  한국에 H 단체가 설립된 것은 2004년이다. 한 알럼나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한 대학생이 미국 대학교의 H 지부에 소속되어 활

동한 후 한국에 돌아와 동아리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고 한다. 설

립 당시에는 4개의 대학에서 출발하여 계속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13년 기준 30

여개의 대학교가 소속18)되어 있으며 누적회원은 총 2,300명에 달한다. 한국 H 단

체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원은 기업 인사들로, 대다수가 국제비영리

단체 H의 공식 후원기업들로 한국에 지사가 있는 외국계기업들19)이다. 국내 기업

들의 참여가 낮은 탓에 한국 H 단체는 인지도를 높이고 후원을 이끌어내려 노력

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 S 산하의 재단을 유치하기도 했다. S 재단은 국내대회 

때 별도로 수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 H 단체는 일 년에 2~3차례 공식 교육 컨퍼런스를 열어 프로젝트에 필요

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다른 지부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최대한 많은 인원

이 참석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점차 가입 대학 수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프로젝

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 H 단체 차원에서 프로젝트 인증제 형식을 도

입했다. 인증제는 매해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 평가기준(criterion)에 부

합하는 프로젝트만 H의 프로젝트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회에도 출전 가능

하다. 인증 이후로도 프로젝트의 진행 및 변동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

도록 되어 있다.

18) 서울수도권 내의 대학이 2/3 이상을 차지한다.

19) 2013년 기준 10개 후원 기업 중 8개는 국제비영리단체 H 공식 후원기업에 해당하는 외국계기

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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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A A A A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H H H H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소개와 소개와 소개와 소개와 활동 활동 활동 활동 개괄개괄개괄개괄

  명문대학교인 A 대학교에 H 지부가 설립된 것은 2007년이다. 한국 H 단체에서 

지부 설립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고, 이에 참가했던 몇몇 학생들이 뜻을 모아 A 

대학교에 지부(이하 H-A)를 설립했다.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 3월 기준 신입인 16기까지 누적 회원이 총 130여명이 달하는 

동아리로 성장했다. 2012년까지 수차례 연속으로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가면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는 지부 중 하나로 꼽힌다. 활동 중인 회원을 “엑팅(Acting)”으로 최소 1년이라는 

활동 기간을 마친 회원을 “알럼나이”로 칭하는데, 평균 엑팅 수는 20~25명 내외

이다. 현지조사 당시 엑팅은 총 24명이었다.  

  H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중심 동아리이다.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회장단20) 아

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를 필두로 한 각각의 프로젝트 

팀이 형성되어 운영된다. 프로젝트 팀은 대체로 3~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새

로운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임시로 NP(New Project) 팀이 만들어지

고 아이디어를 구상 및 구체화하여 전체 회의(General Meeting)를 통해 수차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내부 검증 후 한국 H 단체의 프로젝트 등록제를 통과하면 

정식 프로젝트로 인정받는다. 

  현지조사 당시 운영되고 있던 프로젝트 팀은 총 4개로, ‘누리’, ‘라온’, ‘아름’, 

‘소담’(가명)이다. 누리는 4년 차에 접어든 H-A의 대표 프로젝트로, 경기도 지역

의 영세 염전을 대상으로 염부들의 소득 증진과 쇠퇴하는 천일염 산업의 재활성

화를 꾀한다. 창립 이래 3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시도되었지만 다수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와중에,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프로젝트이다. 한편 

라온은 경기도 지역의 영세 포도 농가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출범한 지 1년이 넘

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었다. 아름은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 프로젝트

로 대학생에게 헌 물품들을 기부 받아 중고 물품 마켓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21) 마지막으로 소담은 NP 팀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 있었다. 

  프로젝트 활동은 “팀모(팀 모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팀모”는 일주일에 

2~3차례로 한 회당 2~4시간 소요되며,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주재 아래 프로젝

20)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조직을 총괄하며 한국 H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알럼나이와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21) 중고 물품 마켓을 운영하는 아름 프로젝트는 H-A 내부 검증 절차에서는 프로젝트 팀으로 승인

받았지만, 한국 H 단체에서 정식 프로젝트로 인가를 받지 못했다. 대상자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마칠 즈음 해당 프로젝트는 종료 결정이 내려졌고 아름 팀원

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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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DB팀장) 회원 회원(아름PM) 회원

회원 회원(PR팀장) 회원 회원

회원 회원(라온PM) 회원 회원(EDU팀장)

회원(누리PM) 회원 회원(OP팀장) 회원(소담PM)

트의 방향성과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해당 주의 업무에 대한 논의로 채워진다. 팀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혹은 여럿이서 자료조사, 제안서 작

성부터 각종 “컨택”, 미팅, 대상자 방문 등이 이루어진다.   

  H-A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팀은 프로젝트 팀이지만, [표 II-1]의 조직구조도에

서 제시되듯 엑팅은 원칙적으로 디비전(Divison) 팀에도 소속된다. 디비전은 프로

젝트와 별개로 동아리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팀으로,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 오퍼레이션(OP: Operation), 에듀케이션(EDU: Education), 프로모션(PR: 

Promotion) 으로 나뉜다. 

[[[[표 표 표 표 II-1] II-1] II-1] II-1] 조직구조도 조직구조도 조직구조도 조직구조도 (2013(2013(2013(2013년 년 년 년 3333월 월 월 월 기준기준기준기준))))

  디비전 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데이터베이스(DB)팀은 동아리의 자료 

관리 및 정리를 담당한다. 공식 홈페이지 관리, 동아리 업무와 관련된 외부 연락

처 관리, 동아리 내 모든 자료의 문서화, 외부 보도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다. 그

리고 피알(PR)팀은 대외 협력 팀으로 리쿠르팅을 준비하고 동아리 홍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면, 에듀(EDU)팀은 내부 교육 팀으로 신입 교육 세션과 매

주 교육 세션(Education session)의 기획과 진행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OP팀은 

동아리 회계부터 매주 G.M 뒤풀이와 동아리 정기 행사들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22) 경영대학 소속 학생 단체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경영대학 소속의 지도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려 형식상 이름을 올려놓은 것으로, 지도교수는 일상적인 동아리 활동에 참여 개입하지 

않는다. 엑팅 기간 내내 지도교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장

부회장

지도교수22)

누리 라온 아름 소담

프로젝트

디비전

DB팀

PR팀

EDU팀

OP팀 

L.M 

(임원진 회의)
G.M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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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아리 정기 행사는 엠티(MT),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정기 장터, 

체육대회 등이다. 현지조사 당시에는 매주 1회 모이는 에듀팀을 제외하고 디비전 

팀은 정기모임을 갖지 않았고 필요한 상황과 시기에만 잠시 활동하는 정도였다.

  매주 각 팀별로 진행된 프로젝트 활동 내용과 조직 운영 관련 사항은 임원진 

회의(Leader's Meeting; 이하 LM)와 전체 회의(General Meeting; 이하 GM)에서 

공유된다. LM에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프로젝트 매니저(PM), 디비전 팀장이 참

석하며 동아리 최고 집행기관으로 기능한다. 회장단의 주재 아래 각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성과를 보고하고 조율하며 조직 및 팀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

한다. 

  GM은 LM과 달리 모든 엑팅들이 모이는 자리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각 팀의 

프로젝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다른 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프로

젝트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현지조사 당시에는 매주 목요일 경영대 강의실

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해 3~4시간 가량 이어지곤 했다. 각 프로젝트 팀은 팀원별

로 돌아가면서 PPT를 제작해 발표를 하며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된다. 프레젠

테이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① 지난 주 업무 계획표와 ② 실제 진행 상

황을 보여주는 표 ③ 진행한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 ④ 논의 점 ⑤ 다음 주 업

무 계획표이다. 발표가 끝나면 피드백 시간이 주어지고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팀

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조언, 비판, 질문, 논의 점 등에 대해 답변을 한다. 프로젝

트 발표가 끝이 나면, 종종 에듀팀에서 준비한 30분-1시간 내외의 교육 세션이 

이어진다. 선배 알럼나이를 초청해서 미니 강연 형식으로 꾸며지기도 하고, EDU

팀이 현재 동아리 내부에서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짧은 

강의 세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회장단의 짧은 공지사항 전달과 함께 GM은 

끝이 난다. 그러나 공식적인 GM이 끝나도 각 팀별로 잠시 모여 짧은 회의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당일 피드백을 받은 점들을 논의하거나 다음 팀 모임 날짜를 

잡고 활동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점검한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H-A 조직과 활동을 소개했다면, 프로젝트 활

동 외에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1년간의 주요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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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2] II-2] II-2] II-2] 1111년간의 년간의 년간의 년간의 활동 활동 활동 활동 일정표일정표일정표일정표

  엄밀히 말해 H-A 동아리의 회칙에서 규정한 활동 의무 기간은 최소 4‘학기’이

다. H-A에서는 일반 수업 학기 외에 방학을 1‘학기’로 규정했다. 일반 학기보다 

방학 기간이 짧지만 수업이 없어 더 많은 시간이 할애 가능하므로 ‘1학기’로 간주

해도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리쿠르팅은 1년에 3~4차례 매 학기 초와 방학 전후로 이루어지며 7월과 9월의 

경우 대회 참가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절차는 1차 서류전형

과 2차 면접으로 나뉘며, 보통 매 기수 당 4~10명 내외의 합격자를 뽑는다. 리쿠

르팅은 동아리 조직에 있어서 중대사다. 한 기수만 리쿠르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 곧장 조직과 프로젝트 팀의 존속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보통 한 달 전에는 리쿠르팅 준비가 시작되며, 별도로 선발된 리쿠르팅 매니저

와 회장단이 주축이 되어 업무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현수막, 웹진과 배포

용 팜플렛, 동영상, 포스터, 홍보용 물티슈와 파일 등을 주문제작하며, 지원서 및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리쿠르팅의 꽃인 설명회를 기획한다. 설명회 날짜를 잡

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경영대 동아리들과 설명회 날이 겹칠 경우, 특히 

그 동아리들이 H-A보다 더 인지도가 높을 경우, H-A의 설명회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약 우선권이 기존 경영대 동아리 연합

에 있어서 좋은 날짜와 강의실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강의실 선

점에 밀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설명회 전에는 “포스터 

전쟁”이 벌어진다. 캠퍼스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팀을 짜서 포스터를 붙이러 돌아

다니는데, 학기 초에는 모든 동아리들이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에 열을 올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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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어진다. 또한 수업 전후 쉬는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강의실에 들어가 로고가 

박힌 파일과 팜플렛을 나누어주며 홍보를 한다. 하지만 방학 무렵에 실시하는 학

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홍보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한편 프로젝트 활동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고 경쟁하는 H 단체의 공식 대회

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국내 대회와 세계 대회는 각각 1년

에 한 차례씩 여름과 가을에 개최되며, 대회 준비 시기에는 조직이 일시적으로 재

구성되고 모든 노력이 대회 준비에 집중된다. 국내 대회는 한국 대학 지부들이 모

여서 1년간의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이틀 동안 진행된다. 각 

학교당 주어진 발표 시간은 17분, 질의응답은 5분으로 엄격하게 준수되며,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나 질의응답 때는 한국어도 병용된다. 심사위원으로는 주로 기업인

들이 초빙되어 H 단체가 제시한 프로젝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여 우승학교

를 선정한다. 여기서 우승한 학교는 한국 H 단체를 대표하여 가을에 열리는 세계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연구대상인 H-A 동아리는 4년째 우승을 하며 세계 대회

에 출전해온 학교인 까닭에 “우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낀다. 대회 준비

는 5월 말부터 약 1달 간 이루어진다.

  H 단체의 전체 행사는 대회 외에도 1년에 2~3차례 이루어지는 공식 교육 컨퍼

런스가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H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기업인과 알럼나이들을 초빙하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비즈니스 

관련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꼽히는 프로젝

트 팀들은 발표를 하여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하기도 한다. H-A 몇몇 프로젝트들

은 모범 사례로 꼽혀 발표를 요청받아 2013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

례씩 발표를 했다. 공식 행사에의 참가는 의무는 아니지만 H-A 회장단은 다른 학

교와의 교류 차원에서 참가를 장려한다. 

  친목도모를 위한 H-A의 행사들도 있다. 전체 MT는 1년에 3~4차례 이루어지

며, 대체로 신입회원이 들어온 후와 대회를 마친 후에 실시된다. 알럼나이까지 참

여하는 행사들로는 홈커밍데이가 대표적이다. 1년에 한 차례 4월 중에 실시되며, 

1기부터 모든 알럼나이에게 연락을 하여 시간이 되는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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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구성원의 구성원의 구성원의 구성원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동기동기동기동기

        1) 1) 1) 1)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배경 배경 배경 배경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배경을 짐작해보기 위해 현지 조사 당시의 활동 

회원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20명23)이 참여했다. 본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에 대해, ‘중(7명)’과 ‘중상(6명)’으로 위치 짓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중하(4명)’, 

‘상(3명)’, ‘하(0명)’ 순이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스스로 가늠한 수준만으로는 경

제적 배경을 추론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직업군과 학비 및 생활비/용돈 조달 방식

과 매달 평균 생활비/용돈 지출 금액24)을 함께 조사했다. 

  부모님의 직업군은 다양했다. 부( )의 경우, 사업가 (4명)와 전문직 (판사, 연구

원, 교수, 교사, 목회자, 건축설계사:  6명)이 절반을 차지했고, 회사원 (3명), 자영

업자(3명), 농업 (1명), 기술직 (1명)으로 구성되었다. 모( )의 경우, 주부가 절반 

이상(11명)이었는데, 직업 중에는 전문직 (교사, 교수, 약사 등 : 4명)이 많았고 

자영업 (3명), 회사원 (1명), 농업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학비 조달 방식은 장학금 (11명) > 부모님의 지원 (4명) > 장학금 + 부모님의 

지원 (3명) > 학자금 대출 (2명) 순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1명은 본

래 장학금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다가 최근 대출을 한 경우였다. 생활비/용돈 조달 

방식은 부모님 (12명)> 부모님의 지원 + 과외/아르바이트 (6명) > 과외/아르바이

트 (2명) 이었다. 즉 연구대상자들 중 학비와 생활비/용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학비를 장학금이나 부모님을 통해 

충당하고, 생활비/용돈은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부모님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을 엄밀히 특정한 ‘계층’으로 분

류하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안정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

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정된 배경 덕분에 학생들이 

H-A 활동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계발의 노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본을 보다 

수월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23) 20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경기권이 9명, 지방이 10명, 해외 1명이었다. 

24) 그렇지만 매달 평균 생활비/용돈 지출 금액의 경우, 학생들마다 포함 내역을 다르게 설정해 기재

한 탓에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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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동기  동기  동기  동기  

  학생들이 국제비영리단체 지부이자 동아리인 H-A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복합

적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열망,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회적 참여에 대한 바

람이 공존한다. 

  최근 대학가에는 각종 자기계발 프로그램들과 대외활동들이 넘쳐난다. 연구대상

자들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H-A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로 “진짜 현실 세계”로 

들어가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학생들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면서, “실제 사회생활”, “진짜 현실”을 경험하며 실질적인 배움

과 성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격증과 학점, 영어점수보다 실제 사회경

험과 직무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는 취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서 H-A를 선택하

기도 한다. 사실 직무 경험을 생각하면 인턴이 더 적합한 선택일 수 있지만, 요즘

에는 인턴을 지원하려고만 해도 다양한 경험들이 요구된다. 한 학생은 “인턴도 붙

으려면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H-A 활동을 하고 

나서 인턴을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은 보통 인턴 전 

단계로, 아직 인턴을 지원하기는 두렵기도 하고 “쓸 거리”가 부족해 붙을 확률이 

낮을 때,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선택되곤 한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 자기계발과 관련한 지원 동기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된

다. 저학년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탐색을 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해 “기초체력”을 

다지려는 바람이 크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고 싶다”25)고 토로하는 학생들은 H-A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보면서 “나”를 

찾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은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졸업 후의 삶에 대해 윤곽을 잡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일단 무엇이든 많이 경험해두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성장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모습은 후기 근대의 삶에

서 자아의 성찰적 기획(기든스 1997)이 아비투스화되어 당연해지고 일상화된 측

25) 대학생들의 “자아 찾기”는 한국의 독특한 입시문화 때문에 부추겨진 측면도 있다. 학생들은 한국

의 피 튀기는 입시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입시문화에 구조화된 청소년기”(조경진·
김은정 2009)를 보냈다. 조용환(1994; 1995; 2000)이 지적했듯, 입시문화는 ‘홀로서기’의 과업을 

유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입시에 매몰되어 인생에 관한 성찰적인 질문들은 성적에 하등 도움

이 되지 않고 방해되는 “골치 아픈 것”으로 전락해버리며, 진지한 자기성찰과 실존적 질문들은 모
두 대학 진학 이후로 유보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입시경쟁에 회의를 품고 달갑지 않게 여기

더라도,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죽었다 치고’ 착실하게 공부한 모범생이 대부분이다. 대학에 와서 

비로소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에 
대한 성찰적인 질문과 고민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이런 고민과 탐색의 와중에 H-A에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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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보여준다(Sweetman 2003). 

  반면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고학년들은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며,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과 배움을 얻길 바란다. 고학년이 될

수록 주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화되는 취업난 속에서 “명문대 졸업장

만으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음”을 깨닫고, 얼마 남지 않은 졸업까지 취업에 직접적

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역량을 쌓을 필요성을 느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원한 

고학년들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

고 팀워크, 리더십 등을 배우기를 기대한다. 가령 권도훈(27세, 남자)은 고시를 준

비하다 그만두고 취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인문대 출신으로 경영에 대해 무지

했던 까닭에 경영 지식과 실무를 배울 필요성을 느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싶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는 바람도 

공통된 지원 동기이다. 최근 대학에서 반이나 과모임의 결속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3학년만 되어도 반이나 과모임 활동에의 참여가 줄고 인간관계가 

상당히 좁혀지는데,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결핍감을 해소하고 싶

은 욕구에서 H-A에 지원한다. 이를테면 허지민(24세, 여자)은 3학년이 되니 주변

의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버리자 권태로움과 결핍감을 느꼈

고, 다른 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원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기계발의 열망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바람의 경우, 구

체적인 열망의 정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

다.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동기가 있다면 사회적 참여에의 욕구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 여부에 따라 “소셜한 사람”과 “비즈니스적인 사람”으로 구분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싶다”는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지

닌 연구대상자들의 다수는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이력을 갖고 있으며, 비경

영대 출신의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 장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해오면서 느낀 회의감

이 H-A 지원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저소득층 멘토링을 꾸준히 해온 이수경(22세, 

여자)은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계속 얘기만 해주고 끝”이

라 무력감을 느꼈고,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안을 찾는 과정에서 H-A에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H-A의 프로젝트 활동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 소득을 올

려주고 자립을 달성시켜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봉사활동보다 실질적이고 “지

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는 대학생이라는 신분, 특히 명문대학생이라

는 위치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연구대상자들은 연령으로는 성인이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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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독립, 육아 등 성인으로서의 책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 시기에 사회에 의

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과거와 달리 대학

생이 더는 ‘선택받은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누리진 못하지만, 명문대학생들

은 여전히 잠재적 엘리트 집단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의무감

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활동들은 

사실상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유달리 강

했던 지원자들은 기대와의 차이로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참여 과정에서 사회적 참여 외의 자기계발과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다른 두 가지 

지원 동기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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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실천을 실천을 실천을 실천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자기계발 자기계발 자기계발 자기계발 

  본 장에서는 외국에서 도입된 리더십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또

래집단을 통해 어떻게 토착화시켜 수용해왔는지를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시작

된 국제비영리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을 담지하고 

있음을 보인 후, 이를 도입한 동아리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포착한다.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몰입”

과 “끈끈한” 유대를 전제로 개인의 성장과 배움을 도모해왔다. 연구자는 이를 한

국 전통적 집단주의 모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집단주의적인 실천을 통해 자기계

발을 꾀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쿠르팅과 신입교육, 프로젝트, 

대회준비까지 한 학기 동안 중심이 되는 동아리 활동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집단

주의적 자기계발 실천 양상을 그려낼 것이다.

    1. 1. 1. 1. H H H H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자기계발담론자기계발담론자기계발담론자기계발담론

  본 절에서는 국제비영리단체 H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식이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담론을 담지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본다. H 단체가 설계한 리더십 프로그램은 

일명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묘사된다.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함

으로써 리더십을 학습하게끔 만드는 까닭이다. 즉 이 프로그램은 학교 강의 커리

큘럼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실제 비즈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제  경영 관련 이론들과 지식들을 현실에 접목시켜보고 실무를 익히며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을 기르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애초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인 프로젝트의 틀을 설계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사회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이사진에 참여하

고 스폰서로 자금줄을 대면서 H 단체의 운영에 관여해왔다. H의 프로그램은 “현

재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묘사되고 

전자가 후자의 멘토로 상정된다. 본부에서 제공한 이상적인 조직구조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업인사로 구성된 고문단(Business Advisor)으로부터 활동에 대한 자

문을 구하도록 되어있다. 

  학생들은 미국에 위치한 H 단체의 본부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본 지침과 성

공 사례들에 의거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한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왔다. II장에서 국제비영리단체 H를 소개하면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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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1970년대 미국의 비영리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

든 지역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으며, 자유시장경제를 선전 및 교육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2000년대 중  후반 처음 한국에 H 단체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시장경제교육의 성격이 짙게 남아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프로젝

트의 기준은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5가

지의 주제와 관련해 직 간접적인 교육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자립을 달성

하는 것이었다. 

* * * * 2000200020002000년대 년대 년대 년대 중반 중반 중반 중반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Judging (Judging (Judging (Judging Criterion)Criterion)Criterion)Criterion)

①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시장 경제 작동 원리 (Market Economics)

② 성공을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Success Skills) 

③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기술 (Entrepreneurship) 

④ 경제적 안정, 자립 및 성공을 위한 금융 지식 (Financial Literacy)

⑤ 장기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개인/기업 경제 윤리 (Business Ethics) 

  그렇지만 2010년을 전후로 평가 기준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 H 단체 

본부가 단체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었다. 기존의 프로젝트

가 경제문제에 국한되었다면, 새 기준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

고, 세세한 경제교육의 주제들 대신 “기업가정신의 실천”이라는 다소 모호한 경영

학적 용어가 전면에 내세워졌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기가 감지되고 대신 

창조적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유행하면서 그에 걸맞게 

단체의 정체성을 재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기준기준기준기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떤 팀이 비즈니스와 경제 개념의 적용과 

기업가적 접근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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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I-1] III-1] III-1] III-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H H H H 단체의 단체의 단체의 단체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등록제 등록제 등록제 등록제 양식양식양식양식

  



- 30 -

  그렇지만 H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기본 뼈대와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 본다. 어려운 이들의 자립을 돕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실제 비즈니스를 경험

하고 각종 기술과 지식들을 습득하며 리더십을 학습하는 점은 동일하다. 나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상자들의 자립으로, 대상자들이 기업  경

영 관련 지식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체득해 자신의 삶을 ‘경영’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상자들을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이 

상정하는 “기업가적 자아(entrepreneurial self)(Rose 1990: 240)”로 거듭나게 

하면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체화하도록 만든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내고 어려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드물고 실

패하는 프로젝트가 더 많다. 하지만 오히려 H 단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도전”으

로 명명하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발하고 성장시킬 것을 요

구한다. H의 홍보동영상을 보면 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시 ‘기회’를 

포착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안 될 

것 같다는데 머무르기 보단 어떻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것을 촉

구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단체가 개입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 H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1년에 2-3 차례 공식 교육 컨퍼런스를 연다. 기업 인사들 및 H 단체에서 

활동했던 졸업생들을 연사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비즈니스 지식과 기

술,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 상반기 교육을 살펴보면, H 활동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부터 유

통, 마케팅, 제안서 쓰는 방법 등 실무와 관련해 필요한 지식들까지 포함된다.  

  한편 H 단체는 대회라는 형식을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해 

경쟁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 활동을 독려하고 평가한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H 단

체가 제시한 평가기준(criterion)에 의거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다. 애초에 평가

를 전제로 하고 프로젝트는 설계되기 때문에, 평가란 이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

소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평가 주체는 기업인이다. 대회에서 후원 기업 인사

들26)은 H 단체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다. 심사 위원으로서 

26) 이와 같은 기업의 참여와 후원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활동의 일환으로서, “무
자비한 이윤추구로 현재 대학생이 갖는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킨 장본인이 아니라 불안한 세대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되찾도록 이끌어주는 도덕적 멘토”이자 “NGO나 사회적 기업의 적대자가 

아니라 그들을 후원하고 이끄는 자비로운 중개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조문영 2013: 59). 즉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기업 인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로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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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학생들이 H 단체의 평가기준에 따라 훌륭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기업 인사들을 초빙해 경쟁하고 평가받는 대회의 형식은 학생들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티브 잡스의 독특한 발표

가 유명세를 떨친 이후, 효과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회는 기업인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성과를 발표하고 기

업보고서처럼 활동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 실제 기업인들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계발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결국 미국에서 출발한 H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사회공헌을 내세우고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실제 비즈니스 경험

과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등 각종 기

술들을 체득하며 자기를 계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2. 2. 2. 2.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형성 형성 형성 형성 역사역사역사역사: : : :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실천을 실천을 실천을 실천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수용수용수용수용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

식은 전 세계의 어느 국가의 대학 지부나 동일하다. 그러나 이 형식은 진공 상태

에서 이식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지역 

사회의 맥락들, 사회문화적 규범들,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작동한다. 단적으로 

미국의 한 대학 지부와 H-A 지부를 비교해서 생각해본다면, 동일한 프로그램의 

형식을 채택했을 지라도 수용 및 실천 양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H-A 지부이자 동아리의 형성 역사를 되짚어보며, 외국의 리더십 프로그

램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도입되어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013년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할 당시 구성원들은 H-A를 동아리라기보다

는 “회사 같다” 혹은 “군대 같다”라고 표현했다.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조직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 통제와 위계가 중시되는 한편 “끈끈

함”, “전우애” 등이 강조되는 이유에서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리더십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독특한 실천 양상을 형성해왔다고 보았고, 동아리를 

웽거의 실천공동체(웽거 2007[1998])로 간주하고 동아리 형성의 역사, 즉 실천공

동체의 형성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천 양상을 규명해보려고 했다. 어떤 

실천공동체에서든 구성원들의 참여는 공동체의 유지와 재생산을 결정짓기 때문에, 

호혜적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하지만 호혜적 관여의 양상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구자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식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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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 “끈끈함”

과 “우리” 등을 강조하는 호혜적 관여의 양상을 발견했고 이를 한국의 전통적 집

단주의의 틀로 분석했다.   

  연구자는 동아리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동아리 창립의 핵

심 멤버와 만나 대화를 나눈 기록27)과 알럼나이들과의 면담을 참고했다. A 대학

교에 H의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아리 창

립 멤버인 이정진(32세, 남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도입된 이력이 있

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금세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정진

은 2007년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H-A를 동아리를 설립하고 학교 커뮤니티 사이

트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총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시작했다. 그러나 2년 차

에 접어들면서 동아리에 존폐 위기가 닥쳤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일단 H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식 자체가 학생들에게 

낯설고 어려웠다. 기존 한국의 동아리 지형도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관련 동아리

와 경영· 경제 관련 동아리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봉

사와 경영  경제가 얽혀있는 생소한 접근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

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에 있는 제3섹터의 전통이 빈약한 

한국 사회에서 수용하기엔 명료한 인식의 틀이 부재했던 것이다. 사실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한다는 측면만 보아도 생소했다. 당시만 해도 창업 동아리를 

제외한 경영  경제 관련 동아리의 경우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학술 동아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H 단체의 본부와 한국 H 단체에서 제공한 프로젝트 지침과 기준

(criterion)을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부딪혀보며 진행했고, 그런 와중에 

몇몇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무산되었다. 학생들은 전문 비즈니스 인력이 아닐 뿐더러 과반수이상이 경영에 관

해 무지한 비경영대 소속인 상황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계속되는 실패에 학생들은 의욕이 꺾였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배움과 성장을 얻지 못하자 “이렇게 시간을 쏟아 동아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졌다. 그래서 잠시 핵심 활동인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세

미나 형식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회의감만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구성원의 충원까지 어려웠던 것은 동아리 존립 가능성

27) 연구기간 중 한 팀이 선배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현재는 회사에 다니는 동아리 창립 멤버와 만

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자는 그 자리가 가지 못했으나, 학생들이 선배와

의 대화를 파일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었다. 초기 동아리 설립 배경의 이야기는 이 자료를 바탕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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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했다. 초창기 멤버들이 활동을 종료하고 나가면서, 새로운 활동 인원의 수

급이 절실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여 지원

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상 IMF 이후 대학가에 자기계발담론이 확산

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프로그램들과 대외 활동들이 범람하고 있는 

와중에, 낯설고 인지도가 낮은 H-A는 일반 학생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는 다른 경영 학회 동아리들과 비교해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A 대

학교의 몇몇 경영 학회 동아리들은 컨설팅, 투자, 마케팅 등 분야를 특화시켜 세

미나를 운영해왔는데, 관련 분야 기업종사자들이 해당 동아리 출신 학생들을 선호

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았고 인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유인책이 확

실했다.

  그러한 와중에 소수의 학생들이 동아리를 다시금 일으켜보고자 하는 의지로 

“기적처럼” 국내 대회의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우

승 자체가 동아리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했다. 웽거는 실천공동체

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공동체의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

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웽거 2007[1998]: 120). 실제로 학생들은 점차 체계적

인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2011년 회장단을 필두로 조직의 체계화 작업들

이 이루어졌다. 웽거의 표현대로라면, 동아리 존폐를 거듭하면서 비로소 “공동체

의 경영 관리가 “업무 수행에서 도구적 기능이 아니라 바로 업무 수행 자체"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웽거 2007[1998]: 120).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1] III-1] III-1] III-1] 김승열김승열김승열김승열(26(26(26(26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전 전 전 전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면담 면담 면담 면담 

김승열: 이 조직이 되게 의미 있고 대학생들 내 친구들 후배들이 이런 활동들을 더 많

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직은 내가 자신 있게 “같이 하자”라고 하기에 부족하기 때

문에 좀 더 내실이 다져진 단체로 만들고 나랑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도 좀 더 의미 가

지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몰입할 수 하게 하는 게 목표였고. (...) 내가 원했던 건, 최소

한의 시스템과 몰입이었거든. 사람들마다 기준이 너무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봉사 동

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영대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계

속 빚어지는 충돌도 엄청나게 많았고. 내가 원했던 건 우리는 일반봉사동아리처럼 보이

고 싶진 않았어. 일반 봉사단체는 너무 많은데 우리 단체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면 좀 더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가지고 완전 몰입해서 사람들에게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몰입하길 바랐지. 

더 투자를 많이 하길 바랐고.

  조직의 체계화 작업의 목표는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대 동아리

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구성원들을 보다 더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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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승열 전 회장은 다른 경영대 학술 동아리들과 비교하며 H-A가 개인의 헌

신과 몰입을 이끌어낼 만한 체계, 인지도 및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보았

다. 그래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제도적인 정

비28)를 이행하고, “에듀케이션 세션을 미친 듯이”하고 “만날 공부하라”고 독촉하

며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면서 자기계발적인 요소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학내 인지도 상승, 지원자 증가, 국내대회 우승 등의 일련의 성과가 나

왔고, 이후 회장단들도 체계화 작업을 이어오며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조직”으

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성과가 가장 중요시되면서 위

계적이며 통제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위계적인 성격과 통제의 경우, 리더들이 

갓 군대를 제대한 남학생들이었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29). 조직 

구성과 관리의 핵이었던 역대 회장은 현지조사 당시 회장인 13기까지 13명 중 

12명이 군대 다녀온 복학생의 범주에 해당했다. 특히 최근 1~2년간의 회장은 “비

즈니스적이다”, “냉철하다”는 수식어가 붙은 복학생 남자들로, 심지어 본인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선배들의 직  간접적인 압력에 따라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회장

단은 프로젝트 팀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태도를 두고 문책을 가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였다. 작년(2012년) 상반기 전 남자 회장단은 “왕제처럼 군림하며 

통치”했다고 묘사되며, 하반기 남자 회장도 회원들에 의해 “독재자”로 비유된다. 

  이러한 회장단의 조직 운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는 작년 누리 팀

에서 벌어진 “단두대 매치”이다. 당시 팀원이었던 박경호(24세, 남자)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잃어 침체된 상황에서 몇몇 팀원들이 새로운 팀으로 옮기려

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프로젝트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사전에 회

장단과의 협의 없이 프로젝트의 이동 문제가 거론되자, 알럼나이들과 회장단은 분

노했다. 안 좋은 시기에 옮기려는 팀원들의 행동을 “단물만 빼먹고 나간다”며 “이

기적”이라고 비판했고 계속 침체에 빠져있는 프로젝트를 두고 “그런 식으로 하려

면 클로징해라”고 혼을 냈다. 그리고 “완전 칼 물고 누리 팀 문제가 뭔지, 중장기 

문제와 계획이 뭔지 숙제로 제출”하라고 말하며, 일명 “단두대 매치”, 즉 성과발

2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이 때 효과적으로 사용된 도

구가 P.P.E.S이다. P.P.E.S는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의 약자로 흔히 학생들은 
“빼스”라고 칭하는데, 일주일동안 업무에 투여된 정량적인 시간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매주 무엇

을 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 관리가 이전보다 철저히 이루어졌다. 2) L.M(Leaders' 

meeting)을 강화하여, P.P.E.S 내용과 프로젝트 방향성을 체크했다. 3) 디비전(Divison)을 정상화
했다. 프로젝트와 별도로 동아리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디비전이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사실상 유

명무실한 존재였다. 따라서 각 디비전의 역할을 재분배, 명시, 추가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매주 교육세션(자기발전 세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리쿠르팅도 강화되었다. 

29)  H-A의 집단주의적 실천과 남성성과 결부되는 지점은 IV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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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시켰다. 성과발표 자리에서 미흡한 지점들이 드러나자 회장은 독하게 질책했

고 결국 한 팀원을 울음을 터트렸다고 했다. 다른 팀원은 회장에게 “왜 그렇게까

지 흔드냐”, “도대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반

발하기도 했는데, 회장은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몰입과 헌신을 도모하기 위한 팀원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평가 역시 심화되었

다. 활동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보조적으로 벌금제도를 운영했고, 일주일

에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을 토대로 몰입 정도를 평가했다. 리더들의 모임인 

LM(Leader's Meeting)에서는 팀원들에 대한 평가가 공유되고 문제가 되는 팀원

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책이 논의되었다. 위계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은 

정보 공유의 차이에서도 드러났다. 조직 운영과 성과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리더

들은 신입들이나 팀원들의 몰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의 공유를 차단했다. 

  한편으로는 조직의 결집과 성취를 위해 “끈끈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들 또한 전개되었다. 홈커밍데이, MT 등 각종 친목도모 행사들이 기획되고 

뒤풀이를 비롯해 비공식적인 모임과 만남이 장려되었다. 이는 최근 담임학급 교사

들이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유사하다(정향진 2014). 교사와 학생 간

의 권위주의적 관계구조가 사라지는 등 학교 환경이 변화하자 교사들은 학생들과

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관계성 자체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 행

위를 실천하게 되었다. H-A에서도 리더들이 위계적인 성격과 통제를 강화했다고 

하나 1980년대 후반까지 건재했던 동아리의 집단주의적 구속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관계성 자체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처럼 H-A의 리더들은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조직”이자 “끈끈한” 조직을 

지향하면서 위계적 성격과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성 형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그렇지만 최근 관계성보다는 위계적 성격과 통제가 더 부각되면서 현

지조사 당시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H-A를 “회사 같다”고 느끼며 심지어 “군대 같

다”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작년(2012년) 하반기 “H-A는 동아리인가 회사인가”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는데, 회장단을 비롯한 몇몇 프로젝트 매니저(PM)은 “H는 동아리가 아니라 회

사다”라고 주장하며,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시하여 강도 높은 몰입과 헌신과 단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다른 프로젝

트 매니저와 구성원들은 “H-A는 대학생 동아리다”라는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며 

관계를 해칠 만큼 가혹한 방식의 성과 추구와 헌신에 대한 요구에 반발했다. 그럼

에도 회장단을 위시한 리더들의 입장과 정당화 논리가 더 강력했는데, 프로젝트활

동의 대상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강력한 명분을 제공해준 까닭이다. 당시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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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견을 함께한 정국현 PM(26세, 남자)은 “H-A는 동아리다”라는 주장을 반박

하는 별도의 글을 올렸는데 대상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잘 드러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2] III-2] III-2] III-2] 정국현정국현정국현정국현(26(26(26(26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의 의 의 의 글의 글의 글의 글의 일부일부일부일부30)30)30)30)

 솔직히 말해 ‘동아리다’라는 주장에는 ‘왜 나를 더 우쭈쭈해주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참 

많다. (....) 내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면,    HHHH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람과의 공유된 공유된 공유된 공유된 경험은 경험은 경험은 경험은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있을 있을 있을 있을 

때 때 때 때 이 이 이 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날 날 날 날 참 참 참 참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챙겨줬지챙겨줬지챙겨줬지챙겨줬지. . . . 참 참 참 참 친했지친했지친했지친했지’’’’의 의 의 의 수준을 수준을 수준을 수준을 넘어서야 넘어서야 넘어서야 넘어서야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믿는다믿는다믿는다믿는다. . . . 진지진지진지진지

한 한 한 한 태도로 태도로 태도로 태도로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일에 일에 일에 일에 임하고임하고임하고임하고, , , , 서로의 서로의 서로의 서로의 열정에 열정에 열정에 열정에 감탄하고감탄하고감탄하고감탄하고, , , ,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성장을 성장을 성장을 성장을 도와주고도와주고도와주고도와주고, , , ,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힘든 힘든 힘든 힘든 시간도 시간도 시간도 시간도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견뎌내면서 견뎌내면서 견뎌내면서 견뎌내면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말 말 말 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전우전우전우전우’’’’같은 같은 같은 같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되어야 되어야 되어야 되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 . .  (...)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면 하면 하면 좋은 좋은 좋은 좋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될 될 될 될 수 수 수 수 있을까있을까있을까있을까????라는 라는 라는 라는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간단하고도 간단하고도 간단하고도 간단하고도 명료한 명료한 명료한 명료한 

답은답은답은답은‘‘‘‘    역지사지역지사지역지사지역지사지’’’’를 를 를 를 해보라는 해보라는 해보라는 해보라는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대상자라면대상자라면대상자라면대상자라면, , , ,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팀은 팀은 팀은 팀은 믿을 믿을 믿을 믿을 만한가만한가만한가만한가????’’’’    (...)(...)(...)(...)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라고 라고 라고 라고 솔직한 솔직한 솔직한 솔직한 답이 답이 답이 답이 나오는데도 나오는데도 나오는데도 나오는데도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최선을 최선을 최선을 최선을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않않않않

다면 다면 다면 다면 부끄러워해야 부끄러워해야 부끄러워해야 부끄러워해야 하고하고하고하고, , , ,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지금보다 지금보다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더 더 더 높은 높은 높은 높은 곳에 곳에 곳에 곳에 도달하기 도달하기 도달하기 도달하기 위해 위해 위해 위해 많은 많은 많은 많은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 . . 때론 때론 때론 때론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밤을 밤을 밤을 밤을 지새우게 지새우게 지새우게 지새우게 하고하고하고하고, , , , 좀 좀 좀 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말이다말이다말이다말이다. . . .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대대대대

해서 해서 해서 해서 ‘‘‘‘그럴 그럴 그럴 그럴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없다없다없다없다’’’’라고 라고 라고 라고 생각한다면생각한다면생각한다면생각한다면, , , , 왜 왜 왜 왜 굳이 굳이 굳이 굳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선택이 선택이 선택이 선택이 친목동아리가 친목동아리가 친목동아리가 친목동아리가 아니아니아니아니

라 라 라 라 HHHH였는지 였는지 였는지 였는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좋겠다좋겠다좋겠다. . . . (...)(...)(...)(...)

    가벼운 가벼운 가벼운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일을 일을 일을 일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건건건건, , , ,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H H H H 활동을 활동을 활동을 활동을 RESUMERESUMERESUMERESUME에 에 에 에 쓰기 쓰기 쓰기 쓰기 위해위해위해위해,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즐겁기 즐겁기 즐겁기 즐겁기 위해 위해 위해 위해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이용해먹는이용해먹는이용해먹는이용해먹는’’’’    것과 것과 것과 것과 크게 크게 크게 크게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않다않다않다않다. . . . 그들의 삶의 

질이 높이면서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하지만, 그들을 ‘이용해먹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

다. HHHH에 에 에 에 지원할 지원할 지원할 지원할 때 때 때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말했었는지 말했었는지 말했었는지 말했었는지 다시금 다시금 다시금 다시금 생각해보았으면 생각해보았으면 생각해보았으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좋겠다좋겠다좋겠다....

  이처럼 정국현은 “우쭈쭈쭈”를 바라며 적당한 강도로 가볍게 일하는 ‘아마추어’

의 나이브한 마음가짐을 비판한다. “대상자를 이용해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을 환기시킴으로써, “프

로페셔널한” 태도를 갖고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동아리 내의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열정에 감탄하고, 상호 성장을 

도와주고, 굉장히 힘든 시간도 같이 견뎌내”는 “전우 같은 존재”로 설정된다. 

  정국현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주장한다면, 뒤

이어 글을 올린 문영지(24세, 여자)는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바친 만큼 값진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30) 밑줄과 강조는 원본 그대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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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3] III-3] III-3] III-3] 문영지문영지문영지문영지(24(24(24(24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의 의 의 의 글의 글의 글의 글의 일부일부일부일부31)31)31)31)    

  무엇보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적극적인 적극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자세가 자세가 자세가 요구됩니다요구됩니다요구됩니다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성과, 대상

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자신을 자신을 자신을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H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제공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나가고 성장해가는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록 그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

는 곳입니다. 저는 H 활동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사회공헌을 사회공헌을 사회공헌을 사회공헌을 위해 위해 위해 위해 희생한 희생한 희생한 희생한 기간기간기간기간이 되거나 

알콩달콩 ''''친구친구친구친구''''들과의 들과의 들과의 들과의 추억추억추억추억''''만만만만''''을 남기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장이 성장이 성장이 성장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HHHH에 에 에 에 

무수한 무수한 무수한 무수한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투자한 투자한 투자한 투자한 여러분에 여러분에 여러분에 여러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보상이며 보상이며 보상이며 보상이며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HHHH가 가 가 가 추구하는 추구하는 추구하는 추구하는 바입니다바입니다바입니다바입니다....

  H에 대한 고민 없이 주어진 H만 해나가더라도 결국 이력서의 한 줄은 남겠지요. 이

력서에 쓰는 A 대학교의 H 활동 한 줄?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별 거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 아직 H가 한국에서 그만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합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커리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단언코 아닙니다. 여러여러여러여러

분을 분을 분을 분을 차별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것은 것은 것은 것은 HHHH에서 에서 에서 에서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했고했고했고했고, , , ,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고민을 고민을 고민을 고민을 했고했고했고했고, , , ,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했는가 성장했는가 성장했는가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천금 천금 천금 천금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성장의 성장의 성장의 성장의 기회를 기회를 기회를 기회를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흘려 흘려 흘려 흘려 보내지 보내지 보내지 보내지 않으셨으면 않으셨으면 않으셨으면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좋겠습니다좋겠습니다좋겠습니다....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프로젝트,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여

러분의 차별점이자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H-A 활동에 “천금 같은 성장의 기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계발적

인 성격을 강조한 영지의 글에서도 조직이 개인보다 우선시되는 입장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사례 III-3]의 마지막 문단의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프로젝트, 더 나

은 자신”이라는 대목의 단어 나열 순서에서 조직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알럼나이는 “H-A가 

후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떻게 H-A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향상되는 자신의 역량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결국 개인의 성장이란 조직 안에서 추구되

는 것으로서,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비로소 개인도 성장할 수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이처럼 H-A 동아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보면,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 일체

감, 공동운명체로서의 의식을 전제로 구성원들의 성장이 도모되어왔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외국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천공동체를 형성해오는 과정에서 

출현한 H-A 학생들의 독특한 실천 양상이다.  연구자는 이를 한국의 전통적 집단

주의 모델에 입각해 분석함으로써, 조직에의 헌신을 전제로 자기계발이 도모되는 

31) 강조와 밑줄은 원본 그대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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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양상을 “집단주의적 자기계발 실천 양상”으로 명명했다.  

  연구자가 처음 파일럿 조사를 간 시점은 “동아리인가 회사인가”라는 논쟁이 벌

어진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였으나 좀 더 “온건한” 회장단으로 바뀌면서 다

소간 분위기가 변화해가고 있었다. 회장단과 프로젝트 매니저는 각각 6개월, 3~4

개월마다 바뀌는데, 리더의 성향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도모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며 새로운 구성원들의 유입까지 더해져 실천 양식은 일정 부

분 지속되고 일정 부분은 변화해간다. 이는 집단주의적 자기계발 실천 양상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파일럿 조사까지 합쳐 약 반 년 

동안 참여관찰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천공동체의 연속과 변화를 중점적으

로 살피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리더의 주도 아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가는 실천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3. 3. 3. 3.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자기계발의 자기계발의 자기계발의 자기계발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구체적인 구체적인 실천 실천 실천 실천 양상양상양상양상

  본 절에서는 새로운 구성원을 뽑는 리쿠르팅부터 국내대회까지 한 학기 동안의 

대표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며, 리더들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집

단주의적 실천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그려낸다. 리쿠르팅 

과정에서 리더들이 조직에 “헌신”할 사람, ‘나’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람, 관

계지향적이고 조화로운 성격의 사람을 선호하는 양상에서 집단주의적 면모를 읽

어낼 수 있다. 신입교육 과정에서는 갓 들어온 신입들을 몰입시키기 위해 “군기”

를 잡는 한편, 관계성을 도모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한편 핵심적인 활동인 프로젝

트 팀 활동에서는 가족비유가 두드러진다. 이상적으로 설정된 “가족 같은 프로페

셔널한 팀”을 만들기 위해 “부모와 같은” 리더가 “아이들”인 신입과 팀원들을 어

떻게 “길러내는지”를 제시하며, 가족비유를 경유한 집단주의적 실천을 통해 자기

계발이 도모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국내대회 사례를 통해, 대회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스파르타식’의 집단주의적 실천 과정을 그려내며, 대회는 팀을 

넘어 H-A 조직 전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결집하고 ‘우리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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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리쿠르팅과 리쿠르팅과 리쿠르팅과 리쿠르팅과 신입교육신입교육신입교육신입교육: : : :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헌신헌신헌신헌신””””의 의 의 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리쿠르팅은 일 년에 3~4회, 매 학기나 방학 초반의 지정된 날짜에 진행되며, 

1차 서류면접과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서류 형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선발 방

식은 선배들의 실천들이 ‘객체화’된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기반으로 현재 구성원

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 1차 서류전형용 지원서는 전공, 영어점수,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등에 대한 인적 사항 및 경력에 대한 기술부터 4가지 에세이 질

문32)까지 포함하여 기업 입사 지원서를 방불케 한다. 

    [[[[표 표 표 표 III-2] III-2] III-2] III-2]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중 중 중 중 1, 1, 1, 1, 2 2 2 2 항목 항목 항목 항목 

32) 2013년 봄학기 지원서에서 4가지 에세이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은 H에서 무엇을 얻길 바라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2.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H 활동이 그 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조직 내에서 본인이 지금껏 부딪혔던 난관과 이를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4.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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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회장단과 프로젝트 매니저(PM)들은 각종 능력과 경력들보다 “조직에 헌

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중요시한다. 애초에 지원서 가장 첫 부분에 다음과 같

이 H-A 활동의 ‘의무’를 기재해놓음으로써 ‘최소한 이 정도 헌신할 각오를 하라’

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표 III-3]처럼 16기 봄 리쿠르팅 때

는 아예 지원서에 추가 항목을 넣어 해당학기의 계획과 할애 가능한 시간을 기록

하게 함으로써, 헌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서 

시간은 헌신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도구로 활용되었다.

* * * *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첫 첫 첫 첫 페이지페이지페이지페이지 

3) H의 기간은 최소 1년 입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16기 분들께서는 방학을 포함하여 

2013년 3월 마지막 GM까지 활동을 하셔야 Alumni 자격이 부여됩니다. (* 방학과 정규

학기를 동일한 학기로 인정합니다. 리쿠르팅 지원서에 명시한 이유와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의 한에서만 중간에 1회의 휴식이 가능. 휴식 이후에는 남은 기간을 보충하여

야 Alumni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매주 목요일 저녁 모든 Acting Member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인 GM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GM은 프로젝트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특정 주제 및 case에 대해 토의 학습

하며, H의 발전적 운영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멤버가 모이는 자리인 만큼 반드

시 참석하셔야 하며, 지각, 결석 시 높은 벌금을 매기는 등 출결사항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33).

33) 회칙에는 참석할 ‘의무’로 규정되고 있는 회의 및 행사들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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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학기에 학업 및 기타 활동(학점, 동아리, 아르바이트) 계획이 무엇이며, H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일주일 기준)

활동

계획

2012년도 2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학점은 이수를 마친 상태입

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12학점 정도(1학기:6학점, 2학기:6학점)만 

이수하고 나서 2014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경영학과 

전공선택과목 ‘소비자 행동(수요일 오전 9:30~12:30)’ 3학점을 포함, 전공

과목 3학점(월/수요일 2:30~6)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업 외에 월요일과 

수요일 수업 직후 영어 단어 스터디가 있고, 수업과 스터디 시간을 제외하

고는 주 3회 오전에 운동, 그리고 주 2~3회 정도 저녁에 아르바이트, 토

요일 3시 이전과 일요일 오전은 연주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완전히 동아리에 할애할 수 있는 요일이 주 3회 이상(화, 목, 

금, 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동아리에 합격하여 활동시간을 조정할 때, 

혹시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애 가능 

시간 
약 30시간 이상 

5) 향후 매주 목요일 GM, 신입회원 교육 세션(3.22-3.28) 등의 일정을 반드시 이수하

셔야 합니다. 

[[[[표 표 표 표 III-3] III-3] III-3] III-3]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추가 추가 추가 추가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예시 예시 예시 예시 

  면접은 일 대 다 면접으로 30분간 진행되는데, 시작 전 지원자에게 다시금 각종 

활동 의무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면접자는 그 자리에서 짧은 비즈니스 케이스를 

풀고 답변을 한 후 인성면접을 보게 된다. 인성 면접의 경우, 지원서를 토대로 지

원 동기, 기타 활동 이력, 조직 경험, 리더 타입, 관심 있는 사회 문제, 본인의 장

단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묻는데, 특히 조직의 몰입 가능성과 성격을 중요하게 본

다. 조직의 몰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활동과 졸업 준

비가 병행 가능하겠느냐”, “봉사활동과 H-A 활동이 겹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이 거듭 확인 질문이 들어간다.  

  이처럼 지원서나 면접 과정에서 H-A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직  간접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데, 보다 선명한 형상은 최종 평가 및 선발 과정에서 드러난다. 전체 

라 엄격한 처벌을 명시한다. 지각 및 결석에 대한 처벌은 ‘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GM의 경

우, 지각 5,000원, 결석 10,000원이다. 하지만 지각 2회가 결석 1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각이
나 결석이 누적되어, 한 학기에 결석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학기를 활동 학기로 인정받지 못한

다(5장 출결 규정 제21조). 하지만 처벌이 감면될 여지도 존재하는데, 회원이 회장단의 재량에 따

라 부과되는 과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 결석 1회를 감면 받을 수 있다(제22조). 다만, 프로젝트나 
동아리 운영에 관련한 시급한 일이 있을 경우 회장단의 허락 아래 G.M 출석을 면제 받을 수 있

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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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정이 종료된 후 회장단과 프로젝트 매니저들(PM)이 모여 면접 때 기록한 

평가표34)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팀별로 이루어지며, 각 팀의 PM

이 팀 의견을 대표한다. 칠판에 세로로 팀 이름을, 가로로는 지원자들 이름을 써

놓은 후, 팀별로 A, B, C, D 평가를 내린다.35)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에는 비즈니스 케이스, 조직에 대한 태도, 일과 관련한 성

격, 관계에 있어서의 성격 차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나, 학생들은 비즈니스 케이

스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선발된 학생들을 살펴보아도 비즈니

스 케이스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는 학생들이 평

가 과정에서 사용한 말들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특징들(+)

과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특징들(-)로 분류했으며, [표 III-5]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16기로 선발된 상위 3명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표를 통해서 H-A에서 상정하는 이상적인 구성원의 윤곽을 어느 정

도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집단주의적 가치들이 드러났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자질들을 보면,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자기주도성과 자신감, 화합을 잘 하는 

조화로운 성격 등이었는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선발된 상위 3명을 보면 조직의 

몰입도와 온화하고 조화로운 성품이 돋보였다. 공교롭게도 3명 다 군대에서 제대

한 지 얼마 안 된 남학생들이었다. 실상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도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로 군대 경험의 유무가 고려되는 까닭에 마냥 ‘공교롭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했다. 이는 조직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남성성이 결부되어 있는 

측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젠더 문제는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위 3명은 자신감 있어 보이기보다는 되레 소극적인 축에 가까웠음에

도 선호되었던 반면 자기주도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능력이 출중해 보이는 지원자

들의 경우, 평가가 엇갈렸다. “나를 중시”하고 “자기 꺼 못 버리는 타입”의 지원

자는 거의 뽑히지 않았고 강한 자신감을 내 비춘 지원자에게는 항상 “고집이 셀 

것 같다”, “독불장군 같다”고 부정적인 우려와 비판이 뒤따랐다. 너무 “센” 사람

보다는 조용하고 소극적이더라도 조직을 우선시하고 성격이 온화한 사람들이 더 

낫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새로운 조직구성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헌

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개개인의 개성이나 자신감은 최대한 공

34) 16기 봄 리쿠르팅 때 평가표는 "1. 비즈니스 케이스 2. 인성면접 3. 최종 평가"라고 항목만 제시

되어 자율적으로 평가를 기재하는 다소 단순한 형식이었지만 그 전의 평가표들을 살펴보면 평가

항목을 세분화시켜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한 때도 있었다. 가령 과거의 한 면접평가표는 
Strategic thinking, Social mind, Passion(성격, 기질-proactive), Relationship, 조직몰입가능성

(현실적인 제약조건, 조직에 대한 헌신), 성향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 평가 시 참

고해야 하는 지원서의 항목, 질문이나 면접 질문까지 표기해놓았다.   

35) A는 ‘우리 팀에 꼭 뽑고 싶다. 데려오고 싶다’, B는 ‘뽑고는 싶지만 우리 팀 제외하고 다른 팀이 

좋겠다’, C는 ‘애매하다. 보류하자’, D는 ‘아닌 것 같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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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긍정적긍정적긍정적긍정적)))) - - - -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①①①①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이성적, 논리 있음

 조직적 사고

 꼼꼼하게 질문함

 설득력 없음

 산발적, 포인트 없음

 순발력 없음

 질문 안 함

②②②②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조직 몰입도 좋음

 시간 투자 의지 많음

 충성심 있음

 헌신적임 

 개인적, ‘나’ 중시 

 자기 꺼 못 버리는 타입

 시간 공헌도 부정적임

③③③③    일과 일과 일과 일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성격성격성격성격

 책임감, 비판적 자기의식

 자신감, 자기주도적임 

 멘탈 튼튼함

 (일에) 욕심 있음 

 책임감 없음

 자신감 없음, 소극적임 

 멘탈 약함

 고집 셈 

 독불 장군 같음 

④④④④    관계관계관계관계

 둥글둥글하고 온화한 성격  

 긍정적임, 유쾌함 

 주변 인간관계 좋음 

 잘 챙겨주는 스타일

 화합 좋음 

 중재 잘 할 것 같음 

 인간으로서 ‘어림’ 

 배려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음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1 1 1 1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2222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3 3 3 3 

농경제, 남자, 26세 경영, 남자, 24세 경제, 남자, 26세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케이스케이스케이스케이스

+

 처음은 별로였으나 

나중엔 체계적으로 

답변

 나름 조직적 사고
 꼼꼼히 질문하며 

나름의 논리 있음

-

 질문 안 함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음

 답변으로 제시한 

전략이 애매함 

 공격에 대해 소극

적 태도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  충성심 있음
 몰입도 좋을 것 같

음

 밤샘 가능, 수업도 

빠질 수 있다고 함, 

헌신도 높음

-

동체의 조화로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까지만 고려되는 점은, 나보다 집단이 우

선시되고 개성과 자신감보다 타인과의 조화로움이 중요시되는 집단주의적 면모를 

보여준다.

[[[[표 표 표 표 III-4] III-4] III-4] III-4] 최종 최종 최종 최종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빈번하게 빈번하게 빈번하게 빈번하게 사용된 사용된 사용된 사용된 표현 표현 표현 표현 정리  정리  정리  정리  

[[[[표 표 표 표 III-5] III-5] III-5] III-5]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선발된 선발된 선발된 선발된 상위 상위 상위 상위 3333명에 명에 명에 명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정리 정리 정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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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조직 조직 조직 내 내 내 내 

역할 역할 역할 역할 
 팀원 타입  팔로워 타입  팔로워 타입

성격  성격  성격  성격  +

 주인의식 있을 것 

같음

 체력, 멘탈 튼튼함

 재밌게 같이 일 할 

수 있을 것 같음 

 인간관계 좋을 것 

같음 

 사람 포기하지 않

고 꾸준히 접근하는 

스타일

 조정 잘 할 것 같

음

 온화한 성격

 할 말 나름 많이 

하는 편. 주도적일 

수 있을 듯. 

-
 자기 주도적일까 

의구심 

 나서는 걸 무서워 

함 
 소극적임 

최종 최종 최종 최종 

팀별 팀별 팀별 팀별 

평가평가평가평가

A, A, A, A-B A, A, A, B A-B, A, A-B, B 

  조직의 리더들은 이렇게 선발한 신입들을 하루빨리 조직 활동에 몰입하고 헌신

하도록 ‘군기’를 잡는 한편 관계성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처음 신입

이 들어오면 ‘의도적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시킨다. 이는 이미 리쿠르팅 과정에

서 몇 번씩 환기시킨 지점이기도 하다. 신입들은 매일 저녁 교육 세션을 듣는 한

편, 2주간 모의 프로젝트를 기획해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모의 프로젝트의 기획

은 도우미 선배 한 명과 함께 신입들끼리 팀을 만들어 2주간 진행되며, 최종적으

로 1등을 가리는 “경쟁 PT"를 하게 된다. 아직 프로젝트의 지침조차 이해하지 못

한 신입들이 최소 3~6개월은 걸리는 새 프로젝트 구상을 단 기간에 해내기는 쉽

지 않다. 교육 기간 동안 신입들은 오전  오후 중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매일 저

녁에는 신입교육세션을 들은 후, 모의 프로젝트 구상을 위해 밤늦게까지 팀 모임

을 했다. 몇몇 신입들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

다”고 토로했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4] III-4] III-4] III-4] 신입교육세션 신입교육세션 신입교육세션 신입교육세션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신입들의 신입들의 신입들의 신입들의 반응반응반응반응

장민준(24세, 남자): 그냥 동아리가 아니에요. 동아리를 그동안 많이 해봐서 빡세 봤자 

동아리려니 했는데… 그런데 완전 일주일 스케줄이 쫙! 진짜 놀랐어요.

서지혜(22세, 여자):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교육이 매일 있는데 모의 프로

젝트까지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회장은 “지금부터 이 정도의 로드를 경험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게 필요”해서 

일부러 이 같은 일정을 짰다고 말했다. 지난 번 신입을 뽑았을 때 처음부터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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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굴렸더니” 확실히 그 신입들은 적응도 빨랐고 정식 팀에 들어가서도 “신입답

지 않게 일도 잘 했다”고 평가하며 “초장부터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는 일종의 신입생 ‘군기잡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신입들은 “보살핌”의 대상이기도 하다.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몰입

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추진된다. 봄 리쿠르팅이 끝

나면 알럼나이들까지 조직 구성원 전체가 모여 친목을 다지는 홈커밍데이가 추진

된다. 신입들은 이미 사회에 진출한 대선배들과 만나 선배들의 경험담을 비롯해 

조언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된다. 또한 “친해지길 바래”, 이른바 “친바”라는 프로그

램이 운영된다. “친바”는 랜덤으로 사다리를 타서 기존 구성원과 신입들을 1:1로 

연결시켜 따로 밥을 먹고 재미있는 “인증샷”을 남기게 함으로써 친밀감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매주 전체 회의 후 새벽녘까지 이어지는 

뒤풀이 술자리에의 참석을 적극 권장하며, MT를 기획해 함께 놀고 밤새 술을 마

시며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의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신입들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면서부터 일상 활동

에서 가장 중요한 소속 집단의 단위는 조직 전체보다는 팀이 된다. 신입들은 각기 

소속된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된다.

        2) 2) 2) 2)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활동활동활동활동: : : :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같은 같은 같은 같은 프로페셔널한 프로페셔널한 프로페셔널한 프로페셔널한 팀팀팀팀””””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H-A 리더십 프로그램의 핵심인 프로젝트 팀 활동에서는 가족비유를 경유한 집

단주의적 자기계발 실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가족비유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동아리 전체보다는 각 팀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여겨지며 

리더와 신입  팀원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된다. 팀 활동 평균 인원이 

3~6명의 소규모로 실제 핵가족과 유사한 규모이기도 하다. 최근 1~2년 사이 프

로젝트 팀들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팀의 명맥을 유지시켜나가며 독자적인 

알럼나이 그룹을 형성해온 바 있다. 그 결과 팀이 조직 안의 또 다른 조직처럼 자

리 잡아가면서 팀별 색깔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팀 리더들은 때때로 회장단

의 통제와 개입 혹은 다름 팀들의 비판에 “맞서” “가족”과 같은 자신의 팀을 지

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집단주의의 특징이 가족중심적

인 성격에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대표적으로, Chang 1977; 최재석 1977[1965]; 

임희섭 1994; 최상진  김기범 2011). 정향진(2014)의 경우 담임학급제도에서 나

타나는 가족비유와 가족주의의 민속심리학적 층위에 주목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

서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로 비유되면서, 담임교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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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실천은 아이들을 “정성을 들여 보살피는” “부모”의 역할로 규범화된다. 여기

서 가족비유는 교사들의 의사가족적인 교육적 실천과 지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향진은 가족주의가 심리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이유를 가

족주의 이념성이 아닌 그것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반하는 “정”, “마

음”, “심정” 등과 같은 민속심리학적 범주들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부모됨” 자

체보다 “(부모의) 마음”이 교사들의 심리적 현실에서 더 큰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정향진 2014:  175) 이 같은 관점에서 H-A의 프로젝트 팀을 살펴보면 가

족비유는 리더의 역할을 비롯해 학생들의 실천 양식을 규범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끈끈함”, “애정”, “미운 정 고운 정”과 같은 민속심리학적 범주들과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리더들의 심리적 현실에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H-A에서 가장 이상적인 팀은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 하면서 “가족” 같이 

“끈끈한” 유대가 형성된 팀이다. 리더들은 과거 선배들의 활동 사례를 참고하여 

지나치게 “프로페셔널함”만 추구해서도, 지나치게 관계적 측면만을 강조해서도 팀

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을 깨닫고, 최대한 성과와 관계, 통제와 보살핌 간의 균

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각 팀별 색깔과 주기적으로 바뀌는 리더들의 성

향에 따라 팀의 운영 방식과 분위기가 변화한다. 현지조사 당시 가장 오래된 4년 

차의 누리 팀과 안정적인 팀으로 꼽히던 1년 차의 라온 팀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

로 어떻게 리더들이 "가족 같은 프로페셔널한 팀"을 지향하며 팀원들의 성장을 도

모하는지를 살펴본다. 

  팀의 가족비유에서 신입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로 비유되며, 

리더의 역할은 “부모처럼”, “부모 같이” 신입과 팀원들을 “잘 키워내는 것"으로 

규범화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학생일지라도 처음 맡

아보는 팀장의 역할을 홀로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 

기수의 멤버가 부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부PM)를 맡아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와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주로 PM은 카리스마, 권위와 위계, 통제를 통해 팀

을 다스리고 무게중심을 잡는 “아빠 같은” 역할을 맡는다면, 부PM은 아이들을 돌

보는 “엄마 같은” 역할을 맡는다. PM과 부PM, 즉 일종의 “부부”의 “케미

(Chemistry의 준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학반응, 일종의 궁합을 의미)"와 “조

합”이 곧 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간주된다. 리더도 신입도 아닌 중간 팀원은 형

제자매처럼 신입을 챙기고 “부모”를 돕는 것이 역할이 된다. 아직 "아이"인 신입

은 “부모”가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숙제 검사 맡는 것 같

다"고 느낀다.

  현지조사 당시 누리 팀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아빠”, “엄마”, “딸”,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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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족비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PM은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과묵한 성격의 

남학생으로 “아빠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고, 부PM은 사근사근하지만 야무진 여

학생으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보살피고” “챙겨주는” “엄마 같은” 역

할의 수행했다. 이처럼 누리 팀은 PM과 부PM이 각각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수행하며 좋은 "케미"를 보여주었고, 가족비유가 잘 활용되었다. 누리 팀과 같이 

가족비유가 잘 작동하는 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보인 반면, 

가족의 형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가족비유가 작동하지 않는 팀에서는 운영이 

불안정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아름 팀의 경우, 어린 여학생이 PM을 맡았

는데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부PM도 공석이었다. 가족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구축

되지 못한 점은 구성원들의 통제와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신입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안정적인 팀으로 평해지던 라온 팀의 경우에

도 가족비유가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리 팀처럼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부모”라고 명시적으로 칭하지는 않았으나, PM과 부PM이 하

는 역할과 실천에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챙겨주고", "걱정하는" 모습들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또한 “애정”, “끈끈함”, “의( )” 등 역할 및 실천에서 직  간접적

으로 동반되는 민속심리학적 범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라온 팀의 PM과 부PM

은 각자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팀의 성취를 위해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PM이 전

체 프로젝트 운영을 통제하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돌진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부

PM은 묵묵히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역할을 수행했다. 사

실 PM과 부PM이 둘 다 남학생으로, 여자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보살핌”이 부족

하다고 느끼는 지점들도 있었다. 그런데 마침 연구자가 중  후반부에 라온 팀을 중

심으로 활동하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안정적인 가족의 형태의 구축

과 가족비유의 작동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현지조사가 끝날 무렵 라온 

PM이 연구자에게 “생각해보면 그게(여자 팀원들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역할) 우

리한테는 비어있었던 부분”이었다고 말하며, “그걸 딱 채워주었다”고 고마움을 표

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라온 팀에서 “가족” 같으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 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입

이 들어오면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 팀 뒤풀이, 팀 MT, 소풍 등 일련의 노력

들이 이루어진다. 신입이 들어온 후 가장 먼저 추진되는 팀 MT를 예로 들면, 현

지조사 당시에는 프로젝트 대상지인 포도 농가 주변으로 MT를 떠났다. 마침 프로

젝트 핵심 파트너가 대상지 주변의 펜션에 초대를 해주어 파트너 방문 겸 MT의 

성격을 띠었다. 파트너들을 방문해 신입들을 소개하고 같이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최근 농가의 상황과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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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떠난 후에는 학생들끼리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팀 MT는 함께 먹고 자고 놀면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정”의 관계, “정”의 공동체(김주희 1992; 정향진 

2014)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리더들은 신입들과 팀원들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면서" 관계 형성을 꾀하

기도 한다. 이러한 “보살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행위로, 활동업

무뿐 아니라 사적인 고민들까지도 "케어(care)"의 대상이 된다. 담임학급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교과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이 관여해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정향진 2014: 168). 이를테면 리더

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신입에게 “너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데?”라면서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거나,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팀원

에게 장문의 손 편지를 작성해서 전달하고,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는 팀원과 술

을 마시며 위로를 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담임학급의 “정의 공동체”와 달리, H-A 팀은 정의 관계 자체만이 목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 형성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팀의 성과와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같기만 해서는 안 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에

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들은 관계성 형성을 통해 조

직에 대한 몰입과 애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신입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만큼 역량을 갖추도록 길러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PM은 신입들에게 의무들과 규율들을 주지시키며 통제한다. 팀 모임

의 참석은 의무로, 시험  가족 행사,  약속 등은 불참사유가 될 수 없고 지각 시 

벌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신입은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팀 모임을 빠

지려고 하자, “고작 그런 걸로 빠지냐”,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프로젝트 팀 활동은 PM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지는데, PM은 매주 

"업무 테스크 표"를 인터넷 클럽 게시판에 올려 업무를 할당한다. [표 III-6]는 신

입이 합류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4월 마지막 주 라온 팀의 “업무 테스크 표”이다. 

해당 주의 팀 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팀 전체의 방향성을 환기시키며 다음 

주의 구체적인 업무 분배를 한다. 항상 책임자와 기한이 명시되고, 아래에는 생략

되었지만 각주를 달아 자세한 설명과 지침이 제공되기도 한다.36) 팀원들은 개별적

36) *, # 표시에는 해당 업무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각주가 달려 있는데, 지나치게 내용이 
길어 생략했다. 한 예시만 들면 전통가양주 업무의 "#"에 첨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와 관련해서 미리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술에 대한 지

식도 미리 쌓아서(필요하다면x ‘강요’입니다ㅋ) 가서 이야기할 때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역량을 쌓아서 ‘ㅂ’ 주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은 라온의 하반기 하게 될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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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진행자 내 용 기 한

박스 (기정 PM, 

태민)

박스 제1안 시제품 발주넣기 4/25

박스 2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면 작성 4/26

유통관련 자문단 리스팅 시작(마무리) 4/26

유통 (도훈 

부PM)

아파트 직거래 관련 전략/준비(구체화)* 4/30

‘ㅇ’ 마트와 ‘ㄹ’ 마트용 제안서 작성 (지속)

‘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재계약 준비/개시** -

파트너 필요정보 요구(기정) 4/30

마케팅 (유진)

웹툰 웹툰 웹툰 웹툰 파트너와 파트너와 파트너와 파트너와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일 일 일 일 3333가지 가지 가지 가지 이상이상이상이상((((마무리마무리마무리마무리)))) 4/30

증강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진행여부 진행여부 진행여부 진행여부 확정확정확정확정! ! ! ! 및 및 및 및 기획기획기획기획((((보고보고보고보고)***)***)***)*** 4/30

아파트 직거래시 필요한 홍보전략 수립**** 4/30

학교 근처 팝아웃 스토어 기획(보고) 5/3

‘ㄱ’ 전통주 기업 관련 업무 진행 (유통쪽이긴 함) 

- 연락 오는 경우 진행, ‘제안’정도로 할 것. (우리 방향성은 일단 

전통가양주로 합의)

(자유)

포도국수 관련된 것은 스스로 진행! (책임자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유)

전통가양주

(진욱: 신입)

연구소 정보조사, 가능성 재판단(천천히)

- - - - 부담갖지 부담갖지 부담갖지 부담갖지 마세요마세요마세요마세요. . . . 처음인 처음인 처음인 처음인 만큼 만큼 만큼 만큼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자유)

으로 또는 함께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 마감일까지 게시판에 결과보고를 올리고, 

일주일에 2~3차례 열리는 팀 회의에서 구두보고 혹은 발표를 하게 한다.

[[[[표 표 표 표 III-6] III-6] III-6] III-6] 업무 업무 업무 업무 테스크 테스크 테스크 테스크 표 표 표 표 - - - - 2013201320132013년 년 년 년 4444월 월 월 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주 주 주 주 예시예시예시예시37)37)37)37)

4월 4주차, 해야 할 일들! (4/23 ~ 29)

★ 바쁜 시험기간 동안 프로젝트 참여하느라 고생하고 계신 우리 팀 모두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논의의 범위가 ‘프로젝트의 확장’에 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신

입 분들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견 잘 내고 서로의 생각 공유해가면

서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펀딩이 진행되

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전통주’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올해 하반기를 진행할 발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를 비롯해 가공식품, 그리고 타 작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 또한 (가까운)미래의 프로젝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하게 탐색하는 것

을 권장합니다.(방향에 대한 탐색은 직접 ‘찔러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의는 필

수이지만 길어지는 걸 경계하도록 할게요.) (이하 줄임)

P.S. P.S. P.S. P.S. 논의된 논의된 논의된 논의된 내용들 내용들 내용들 내용들 및 및 및 및 팀모록은 팀모록은 팀모록은 팀모록은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클럽 클럽 클럽 클럽 게시판에 게시판에 게시판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올려주세요올려주세요올려주세요!!!!

◎◎◎◎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진행진행진행

다른 여타 일들과 마찬가지로 ‘당위성’과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수시로 내리면서 일을 진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37) 강조와 밑줄은 원본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 50 -

준비하시면 준비하시면 준비하시면 준비하시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온라인SNS 

판매

(희진: 신입)

‘ㅋ’ 소셜 미디어 기업에 제안할 만한 내용 리스팅(천천히)

- - - - 부담갖지 부담갖지 부담갖지 부담갖지 마세요마세요마세요마세요. . . . 처음인 처음인 처음인 처음인 만큼 만큼 만큼 만큼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가지고준비하시면 가지고준비하시면 가지고준비하시면 가지고준비하시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자유)

법인

(나눠서)

법인 수익구조/수수료 구조 구상(기정) 4/30

환불 규정에 관한 조사 및 구상(도훈) 4/30

품질관리는 어떤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유진) 4/30

팀 진행

(나눠서)
‘라온’ 스페셜리스트(명예회원) 관리법(현규) 4/30

신입 독후감

(진욱, 희진)

남은 파트 댓글달기 4/26

내가 PM이라면 우리 프로젝트의 미래방향을

~~~게 하겠다 발표 준비
4/26

펀딩

(모두)

'B' 결과발표 4/30

공모전 PT 제작 5/6,7

마을기업 PT 완성 4/25,26

이 주의 PT: 유진

진행자진행자진행자진행자 내용내용내용내용 기한기한기한기한

희진
포도 직거래가 CO2 발생량을 줄인다면 대체 얼마나 줄이는 건지? 논문

이나 신빙성있는 자료 찾기!
4/30

진욱
학생창의연구 사업계획서 숙지하고 박스관련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공부할 것!(모르면 질문!!)
4/30

진행자진행자진행자진행자 내용내용내용내용 시기시기시기시기

도훈, 진욱 대형 마트 고잔점 실사/ 보고 다음주

도훈, 유진, 진욱, 희진 'o' 마트 구매담당자 미팅 금요일

기정, 희진 ‘ㅋ’ 대표님(가능하다면) 미팅 미정

진욱, 기정, 연구자38) 전통주 연구소 대표님 미팅 다음주까지

미정 ‘F’ 대표님 미팅 (온라인 마켓 관련) 다음주까지

유진 등 웹툰 작가 재미팅 5월초

◎◎◎◎    개인별 개인별 개인별 개인별 tasktasktasktask

◎◎◎◎    컨택컨택컨택컨택////미팅 미팅 미팅 미팅 일정일정일정일정

  이와 같은 업무 분배 표만 보아도 "아이들"을 잘 길러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의 고심이 들어가 있다. 사실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지부터 고민거리이다. PM과 부PM은 팀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며 무엇에 

흥미를 보이고 무엇을 잘 하고 못 하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팀원들이 가장 잘 해

낼 수 있을만한 업무이면서 동시에 재미를 느끼고 좋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업무를 찾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점점 그 업무에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팀

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라온 팀은 아예 미

38) 연구자도 일부 테스크를 맡아 활동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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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PM제를 만들어 굵직한 업무별로 책임자를 정했고, 업무 분배 표를 봐도 박스 

개발, 마케팅, 유통 등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영역, 업무에서만큼은 해당 

팀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처럼 최대한 자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그에 상응하

는 책임을 지게 된다. 라온 PM은 [사례 III-5]에서 팀원의 성향을 파악해 비중 

있는 업무를 맡길 때는, "아이들"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더

라도 일단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5] III-5] III-5] III-5] 김기정김기정김기정김기정(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라온 라온 라온 라온 팀 팀 팀 팀 PM PM PM PM 면담면담면담면담

김기정: 사실 유진이(22세, 여자)한테 아예 마케팅 맡겼을 때 도훈이 형(부PM; 27세, 

남자)이랑 걱정했어요. 마케팅 망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각오는 어차

피 시킬 거라면 100% 믿음을 다 주고 망하면 그때 가서 제가 다 해주면 된다는 거였

죠. 리스크는 감수해야하는 거고 기대가 엎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일 넘겨줘도 

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인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벌써 1달 지났는데? 싶죠. 참을성이 필요하죠. 

  이처럼 "아이들"이 각자의 성향을 살리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역할 및 업무 

분담을 실시하면서, PM은 지속적으로 팀원들에게 "프로페셔널해질 것"을 요구한

다. 업무 분배 표의 각주에는 “다른 여타 일들과 마찬가지로 ‘당위성’과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수시로 내리면서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자님

의 판단에 맡깁니다.” 등 팀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들이 곧잘 

등장한다. 라온 PM은 신입을 대상으로 한 짧은 세션을 진행하면서도, “내가 맡은 

일은 나 밖에 알지 못한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내가 해낸다. 물론 판

단도 내가 한다”라며 “팀으로서의 개개인의 ‘Professionalism’”을 추구하라고 강

조하기도 했다. 팀 모임 때도 마찬가지다. 신입이나 팀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구체화  실현 여부를 물으면, “늘 네 인풋, 네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서 

그거보다 얻는 게(아웃풋)이 많으면 가보면 좋다”, “언제까지 할 지 기한은 자율

적으로 해라”라고 충고하며,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보며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키우도록 한다. 

  팀 회의에서는 신입을 비롯한 팀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발표나 

구두보고를 하고, 논의할 지점들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또한 논의 점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일 때는, 비판적인 의견 표현이 장려된다. 수동적으로 끄덕이거나 ‘좋아

요’라고 호응하기보다는, 비판을 하고 질문을 던지며 ‘아니다’ 싶은 제안에는 과감

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성과가 날 수 있

으며, 팀원들도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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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PM과 부PM의 경우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업무들을 중점적으

로 수행하긴 하나, 그만큼 팀원들이 별반 흥미를 보이지 지루한 일들이나 행정적

인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재미있는 업무가 생기면 팀원들에

게 "양보"한다. 가령 마케팅용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일이나 직접 팝업 스토어

(pop-up store)를 만들어보는 일 등은 모두 팀원과 신입에게 돌아갔다. 연구자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자, 라온 PM은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이 더 재미있다는 걸 알고, 저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팀원들에게) 애정

이 있고 일 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라고 대답하며 팀원을 먼저 “챙

기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PM과 부PM은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팀원들을 길러낸다. "아이들"이 

팀에 애정을 갖고 몰입하도록 하면서, 사소하게는 시간 관리법, PPT 제작 요령, 

발표력, 미팅 노하우 등부터 자율성, 자기주도적 태도, 비판적 표현력 등까지 역량

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실상 리더들의 관계 형성의 노력부터 프로젝트 업무 활동까지의 핵심은 “서로

가 서로의 일상이 될 만큼”, 일을 하든 놀든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다. 의도적인 친목도모 행사를 통해서든, 프로젝트 성과를 위해 함

께 고생하는 과정에서든, 많은 시간을 "부대끼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야 "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고 가족이 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끈끈함"이 집단에 대한 

몰입과 헌신, 애정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프로페셔널함"이 성공적으로 추구될 경우, 신입들은 

팀에 애정을 갖고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개개인의 역량도 증진되는 것을 느

낀다. 라온 팀의 신입 이희진(24세, 여자)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은 좋은 예시이다. 

희진(24세, 여자)은 처음에 “빡세다”는 말을 많이 듣고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PM

을 비롯해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니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의

아하면서 신기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약 3개월이 훌쩍 지난 7월 중순 즈음에는 오

히려 그 자신이 일주일의 대부분을 동아리 활동만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섭섭함을 느낀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고 늦은 귀가가 반복되어 부모님으

로부터 “동아리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6] III-6] III-6] III-6] 이희진이희진이희진이희진(24(24(24(24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라온 라온 라온 라온 팀 팀 팀 팀 신입 신입 신입 신입 면담면담면담면담

이희진: 딱히 계기랄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더 몰입하게 

되어갔던 거 같아요. (...)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막 진짜 되어가니까 재밌어요. 전 원래 

좀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편이라, ‘뭐 하자’ 이러면 ‘응, 그래’ 하긴 해도, 별로 될 거라

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하면 되는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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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요. (...) 근데 결국 사람들, 라온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여기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행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애정을 갖게 되고. 기정이도 보면 사람 제일 잘 챙겨주는 PM인 거 같아요. 제가 국내

대회 테크팀(Technician team의 준말: PPT 제작 담당) 할 때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

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일주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걸 기정이한테 말하니까 수박 사다줬거든요. 그때 좀 감동이었던 거 같아요.

  반면 "가족"의 형태가 불안정하고 가족비유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팀의 

경우, 신입들은 헌신과 몰입에 대한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며 “너무 집단

주의적”이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입의 개인적인 성향과 당시 

사정이 더해져 문제가 커지기도 하는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탈퇴39)를 선택한 

아름 팀의 신입 서지혜(22세, 여자)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아름 팀은 부PM

이 없었던 데다 어린 여학생이 PM을 맡아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기가 센” “아

이들”을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족비유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

다.

  신입인 지혜는 초기만 활동에 대한 굉장한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본디 봉사활

동을 좋아했던 그에게 생각보다 비즈니스 중심의 활동이 맞지 않아 회의감을 느

끼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팀의 분위기가 "가족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느껴

져 불편했고 몰입에 대한 요구는 "희생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II-7] III-7] III-7] III-7] 서지혜서지혜서지혜서지혜(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아름 아름 아름 아름 팀 팀 팀 팀 신입 신입 신입 신입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서지혜: 사람들이 좋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동아리랑 너무 달랐어요. 이건 동아리가 

좀 아니라는 생각? 제가 상담 드린 교수님도 그건 거의 회사 인턴 아니냐고 말했거든

요. 좀 친하고 유대관계가 있고 가족적인 걸 원했는데, 적어도 이 팀에서는 아니었어요. 

회의 때도 분위기가 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들 의견이 세잖아요. “아~ 그래?” 이

런 식으로 좋게 좋게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근데-” 이러면서 치고 나가고. 막 “왜 

그거 안 했어? 했어?” 이런 식(혼내듯이 날 세워서 말하는 식)이고. (...) 조직에서 저한

테 자꾸 희생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 누가 누르면 튀어 오르거든요! 저도 나름 열

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씩 내려놓으려 하는데, ‘빨리 내려놔. 빨리. 아직도 안 내려왔어? 

아직도?’ 계속 이러는 느낌?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쓸데없는 거 때문에 다 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9) 리쿠르팅 때부터 각종 활동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탈퇴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대략 한 

기수 걸러 1~2명의 탈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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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조직과 팀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점을 힘들어했다. 밤 

10-11시까지 회의는 기본이고 그 이후 술자리가 이어지는 게 당연시되는 상황에

서 평균 10시가 통금인 지혜는 눈치가 보였다. 테니스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팀 

모임을 빠지자 팀의 원성을 사면서 심리적 압박은 더 심해졌다. 한 번은 갖가지 

부담이 겹쳐 회의 중간에 나가 몰래 울고 들어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 지혜는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탈퇴를 선택했다.

        3) 3) 3) 3) 국내대회국내대회국내대회국내대회: : : :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전체의 전체의 전체의 전체의 ““““하나됨하나됨하나됨하나됨””””

  본 절에서는 국내대회의 혹독한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집단주의적 실천 과정

을 그려내며, 국내대회가 팀을 넘어서 H-A 조직 전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진한 감정적 연대감과 일체감을 경험하며 "우리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됨을 제시

한다. 

  신입들은 프로젝트 팀 배정 이후 팀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속감을 가장 진하

게 느끼는 집단의 층위가 팀이 된다. 일상적으로 보고, 일하고, 토론하고, 고민하

고, 놀고, 서로 챙겨주며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은 팀 사람들이다. 전체 MT나 홈

커밍데이 등의 간간히 있는 조직의 공식적인 행사들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다른 

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는 일주일에 한 차례 있는 전체 회의(GM)뿐이다40). 그마

저도 GM은 각 팀별로 발표를 하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다소 딱딱한 자

리이다. 그래서 회장단은 전반적인 친목도모를 장려하기 위해 GM 후 뒤풀이 참석

을 장려하나, 뒤풀이 자리에서도 같은 팀끼리 모여 앉아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프로젝트 팀별로 독자적으로 알럼나이 그룹을 형성하고 각 팀별 색깔이 강

해짐에 따라, 조직과 팀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으며 “팀 이기주의”에 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년에 한 번, 7월에 열리는 국내대회는 동아리를 하나의 조

직으로 응집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국내대회는 H 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로 1

년간의 프로젝트의 성과를 17분간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으로 녹여내어 평가

를 받으며 다른 학교 팀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 때 발표는 영어로 진행된다. 

대회준비기간에는 회장단의 진두지휘 아래 프로젝트 팀과 별도로 대회 준비 팀이 

구성되는데, 1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성과, 즉 우승을 거두기 위해 ‘스파

르타식’의 집단주의적 실천 양상이 펼쳐진다. 

40) 원칙적으로 엑팅들은 프로젝트 팀과 디비전 팀에 소속되어있어 디비전 모임을 통해서 다른 프로
젝트 팀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당시 교육 담당팀(에듀: Education의 준말)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곳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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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리더들은 1달간의 “빡센” 준비 과정을 두 단계로 정립시켰다. 1단계

("Phase 1")는 5월 말~6월 중순으로 준비 팀이 구성41)되고 각 팀별로 1년간의 

활동 내역을 정리해 이를 토대로 전체 발표의 골격을 잡아간다. 2단계("Phase 2")

는 방학과 맞물리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로 약 2~3주간 학생들은 거의 매일 밤

을 지새우다시피 하며 완벽한 준비를 꾀한다. 특히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 발표 팀

과 PPT를 만드는 테크팀(Technician team의 준말)은 학교 강의실에서 동고동락

을 한다. 발표 팀 연습은 매일 “텐 투 텐(10 to 10)”으로, 아침 10시에 모여 저녁 

10시까지로 잡혀있고, 테크팀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을 새워 작업을 하고 아침에 

자고 와서 다시 PPT를 만든다. 

  특히 2단계 중간에는 알럼나이 리허설이 진행되는데, 과거 대회를 경험한 선배

들로부터 거침없는 비판과 신랄한 “까임”을 당하는 “두렵고” “살 떨리는” 자리이

다. 리허설 이후에 학생들은 “무지비한 폭격”을 맞고 기존의 내용들을 “전부 뒤집

게” 된다. 한 학생은 알럼나이들이 “대기업 이사 같다”며 표현하며, 동아리임에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알럼나이가 저 위에 있고 엑팅은 아래 있는 것 같다”고 

위계적인 성격의 관계를 꼬집었다. 알럼나이들이 “너넨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

른다”, “CEO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질책하지만, “사실 여긴 H-A 동아

리지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라며 지나치게 위계적으로 검사   
평가  지적하는 알럼나이들의 모습에 불만을 표했다.    

  알럼나이와 엑팅 간의 갈등 외에도 준비 과정에는 갖가지 갈등들이 수반된다. 

예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회장단과 아름 팀 간의 갈등도 두드러졌다. 회장단은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예쁜 그림”을 발표에 담아내길 바란 탓에, 아름 팀을 

발표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다가 아름 팀의 반발을 샀다. 아름 팀은 발표를 하고 싶

은 팀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한 팀원은 “이

럴 거면 그냥 우리 팀은 동아리를 나가서 우리끼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

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알럼나이들까지 개입해 회장단을 문책하면서 한바탕 소란

이 일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준비과정을 살펴보기 위

해, 대회 준비 팀 중 핵심이 되는 발표 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회용 발표

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을 띄는데, 차라리 연극에 가깝다. 발표자들은 

대본을 철저히 암기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마다 설정된 특유의 감정선, 어조, 억양, 

41)대회 준비 팀은, 발표팀(5명)과 발표용 피피티를 제작하는 테크팀(Technician team의 준말: 4명)

이 중심이 되며, 영상팀(2명), 연간 보고서 제작 팀(2명), 스크립트 팀(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간에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에 각 팀에서 최소 1~2명은 잔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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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 표정까지 체득하여 완벽하게 ‘연기’해내야 한다. 발표팀장은 ‘무대의 지휘자’

로서 선배들의 연습 계획표와 전략을 정교화시켜 팀원들을 통제하며 지루하고 혹

독한 훈련을 시킨다. 여기서도 실천공동체의 참여와 객체화라는 이중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현재 활동 중인 학생들이 과거 알럼나이들의 실천이 ‘객체화’된 기록들

을 토대로 ‘참여’를 통해 실천 양상을 만들어가면서, 과거와 연속적이지만 변화가 

생긴다. 

  현지조사 당시 발표팀장은 매일 매일 발표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관리했

고, 중간 중간 의도적으로 문자나 편지 등을 주면서 격려를 했다. 그러나 기본적

으로 ‘당근’보다는 ‘채찍’을 휘두르는 일이 더 많았다. 이는 발표는 곧 H-A 조직 

전체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개별자가 아니라 곧 이 조직 전체를 

대변하는 이로 조직과 동일시된다. 발표자의 실수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감내야 할 책임인 까닭에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직과 한 몸이 되어 

힘겨운 훈련을 잘 견뎌낸다면, 발표자 개개인들은 수백 명 앞에서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무대 경험을 얻게 되고 훈련 과정을 통해 영어 

발표 기술들까지 덩달아 익히게 된다고 본다.  

  6월 마지막 주 임원진 모임(LM: Leader's Meeting)에서 리더들은 발표 팀원들

이 막중한 책임감과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엄격히 규율

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누구는 1시간 지각하고 내일 모임도 교수님 면담이며, 

시험이라는 둥 핑계를 대고 빠지기도 한다”며 “느슨하고 나이브한 태도들”을 문

제 삼았다. 발표 경험은 매해 구성원 중 단 4명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인데 묵묵하

게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는 소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

다. 

  발표 팀 연습은 강의실에 모여서 진행되는데, 발표팀장은 청중석의 중앙에 서서 

무대에 있는 발표자들을 특유의 제스처와 눈빛으로 지휘하며, 발표가 끝나면 세밀

하고 매서운 피드백을 쏟아낸다. 이를테면, “암기가 아직 부족하다”, “성량이 부족

하다”, “R 발음이 혀가 말려 부자연스럽다”, “지금 배가 나와 축 늘어진 자세다. 

좀 더 허리에 힘을 줘라”, “손동작이 어색하다” 등 암기 상태, 성량, 발음, 자세, 

손동작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칠 때까지 반복한다. 사실 감정 연기에 대한 지적

이 가장 많다. 아무리 완벽함을 지향한다고 해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황에서 

발음이 어색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이 강조된다. 발표는 하나의 

이야기(“스토리”)를 담은 연극으로, “신날 땐 정말 신나게 슬플 땐 슬프게 감동을 

확 주면서 소름끼치도록” 감정 선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웃음의 경우, 3가지

로 세분화되어 지시된다. 발표팀장이 손가락으로 하나를 펴면 작은 미소를, 둘을 

피면 큰 미소를, 셋을 피면 눈까지 웃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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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발표자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기색이 역력하

다. 대본이 대회를 목전에 두고도 수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외우는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데다, 영어 발음과 감정 표현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까닭이

다. 조직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부담감과 책임감도 한 몫 한다. 한 연습 날에는, 

발표자 학생이 반복적인 연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당하자 울먹이는 모습을 보

이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가 스스로를 추스르기도 했다. 특히 대회를 이틀 앞둔 연

습 날에는 발표자들의 컨디션이 유난히 좋지 않았다. 발표자들은 계속되는 강행군

으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매일 소염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개인 연습시간이 주어

지자 평소와 달리 책상에 엎드리거나 아예 책상 위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일 정도

로 피로해보였다. 개인 연습이 끝나고 오후 6시에 리허설이 한 차례 진행되었는

데, 피로감이 묻어나는 발표였다. 그러자 발표팀장은 [사례 III-8]와 같이 다소 

“잔인”할 수 있는 지적을 했다. 아무리 힘겹더라도 적어도 발표하는 17분 동안에

는 개별자들이 아닌 조직을 대변하는 이들인 까닭에, 지난 1년간 고생해온 “우리”

를 위해서 “프로페셔널하게” 감정 연기를 하고 스스로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례사례사례사례III-8] III-8] III-8] III-8] 2013201320132013년 년 년 년 7777월 월 월 월 1111일 일 일 일 필드노트 필드노트 필드노트 필드노트 중중중중

발표팀장: 솔직히 이번 발표 정말 힘없어 보여요. (...) 지금 컨디션 안 좋은 건 알지만 

그 십 몇 분 안에는 웃어야하는데… 얼굴에 ‘힘듦 힘듦’, ‘웃음 안 나옴’, 이런 게 있어

서… 그 17분 안에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듯이 하고 와야 하는데, 그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안 된 리허설이라도 놓지 않았으면 해요. 중

간에 한 번 놓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가서), 리허설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

요? 앞으로는 계속 웃음 잘 안 나올 거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리허설 하는 순간만큼

은… 잔인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발표를 잘 할 거라고 우리가 모두 믿고 뽑고 한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몇 분 동안 시무룩하고 안 웃으면 끝이니까… 아무리 잘 해도 전체적 

표정이나 분위기 관리가 안 되서 표현이 안 되면 좀 그럴 거 같아요. 우리끼리는 알지

만 밖으로는 좀 더 프로페셔널 해져야 할 마지막 3일이 온 거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1

년 동안 기쁘고 감동적이었던 걸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표 팀이 시무룩해져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죽으니까…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발표 팀원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

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대회가 중요하다고 하고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계절학기 수업 듣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계속 무리를 

해서 몸이 아픈데도 아픈 티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팀원들은 매일 밤을 새

고 찜질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더 많이 고생하는 발표팀장을 보고 대단하다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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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하면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회의감을 표출했고 “준비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팀원은 발표 팀장을 

“관제탑”으로 묘사하며 "꽉 짜진 스케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누가 위에

서 그러는 게 안 맞고 싫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팀원은 대회당일 예선전

을 치룬 후 연구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습 과정에서 쌓인 섭섭함과 설움

을 토로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1달 이내의 단기간에 대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파르타

식’의 집단주의적 실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펼쳐진다. 그러나 궁

극적으로 대회는 동아리 전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강한 감정적 연대감과 

일체감을 경험하게 해주며 ‘우리성’이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공식적인 단체의 차원에서 국내대회는 한국 H 단체에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기업인들이 서로 한 뜻으로 모여 교류하며 전체의 화합을 꾀하는 “축제”로 명명

한다. 하지만 학생들로서는 우승을 놓고 다른 학교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H-A 

내부의 팀 간의 갈등을 비롯한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무화되고 ‘A 대학교 H’의 이

름으로 결집하게 된다. 평소 ‘우리’에 대한 인식이 평소 프로젝트 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외부의 경쟁 학교의 출현으로 ‘우리’로 인식하는 집단의 단

위가 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

  발표는 발표자 4명의 목소리로 진행되나, 전체 조직이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과

도 같다. 비단 현재 활동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알럼나이들까지 참여한 공동 

작품이다. 발표의 재료가 된 프로젝트는 알럼나이의 손에서 탄생해 키워져 내려와 

현재 엑팅들의 참여까지 녹아든 결과물이며, 대회준비과정에서도 알럼나이들의 축

적해온 노하우와 피드백이 밑거름이 되었다. 대회당일 몇몇 직장에 다니는 알럼나

이들은 월차를 내고 응원을 하러 오고, 오지 못한 알럼나이들도 연락을 해서 소식

을 물어본다. 

  적어도 발표가 행해지는 17분 동안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순간에는 조직

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희로애락을 경험한다. 이 때 깊은 감

정적 일체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자기-함몰적인 ‘우리’”(최상진 2010: 123)가 출

현한다. 최상진(2010)이 제시한 한국의 집단주의적 ‘우리’는 개인의 고유 영역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전체 ‘우리’ 속에 함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정체가 아

예 상실되는 “몰개성화”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가 집단 정체로 전환되나 여전히 

자기 정체는 확인 가능한 “탈개성화”를 말한다(최상진 2010: 123). “우리 애들”

이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묻어난

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대회준비를 할 당시에는 그저 힘들고 “소모적”인 

“쓸데없는 일”로 여겨지던 일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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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느낀다. 

 

[[[[사례사례사례사례III-9] III-9] III-9] III-9] 허지민허지민허지민허지민(24(24(24(24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면담면담면담면담

허지민: 우리가 일을 정말, 하는 일은 할 때는 소모적이고 정말 힘들잖아요. 어쩔 때 보

면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되었을 때. 대회 1등이든 뭐

가 되었든. 뭔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좀 신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회가 다시  

한번 H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같아요.  

   지난 1년간의 힘겨운 프로젝트 활동, 혹독했던 대회 준비 과정은 “하나 됨”의 

경험, “우리”가 되는 경험의 일부가 된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밤을 지새우며 고생

하고 때론 갈등을 빚기도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면서 “우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최상진과 김기범이 제시한 것처럼, ‘정’이 들 때 비로소 ‘우리의식’이 

싹 트게 되는 것이다(최상진  김기범 2011: 218). 심지어 대회에서 우승이 좌절

된 경험까지도 “우리성”을 형성하는 재료가 된다. 현지조사 당시 우승을 기대했던 

학생들이 3위라는 성적을 받자 충격을 받아 뒤풀이가 울음바다로 변했는데, 극한

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집단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났

다. 학생들은 술김을 빌어 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면서 서러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리더들은 자신들을 믿고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서, 

팀원들은 아쉬움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이를 계기로 “정말 정말 열심히 하

겠다”, “내년에 다 발라버리겠다”, “어떻게든 우승하고 말겠다” 등의 절치부심의 

태도와 조직에 대한 헌신을 결의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대회 경험

은 조직의 운명을 공유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

하는 등 강한 감정적인 관여를 통해 조직에 대한 애정과 헌신, 몰입을 이끌어낸

다. 예컨대 신입이자 발표자였던 고준혁(26세, 남자)은 함께 목 놓아 우는 사람들

을 보고 "이렇게나 애들이 (H-A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하고 느끼며 감동을 받았

고,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직 전체의 “하나됨”, “우리의식”의 형성은 다소 일시적이라는 점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회를 통해 강한 감정적 일체감을 경험하긴 하나, 대회기

간이 끝나면 다른 대학교라는 외부의 적에 대항한 결집력이 약해지고 다시금 팀 

위주로 일상이 재편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점차 ‘우리’의 인식은 조직 전체에서 팀

을 기반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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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집단적 집단적 집단적 집단적 감정의 감정의 감정의 감정의 훈육과 훈육과 훈육과 훈육과 젠더 젠더 젠더 젠더 역동  역동  역동  역동  

  앞 장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천공동체를 형성하여 토착

화시켜 수용함으로써 ‘집단주의적 자기계발 실천’이라는 독특한 실천 양상을 만들

어왔음을 제시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집단주의적 자기계발 실천을 정서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먼저 개별 구성원의 자아와 감정이 어떻게 조직적인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훈육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제시한다. 조직

의 리더들은 집단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자아와 감정 상태

를 평가  통제  관리하려 한다. 리더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되레 리더들은 집단적 

감정의 훈육자로서의 역할,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엄격한 감정

규율의 과정을 겪게 된다. 나아가 감정의 훈육 과정에서 젠더가 개입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H-A의 집단주의적 실천이 남성성과 결부되면서 ‘군대 다녀온 남자’와 

‘어린 여학생’ 간의 갈등 구도가 벌어지는 양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어린 여학생’

들의 “여린” 성격이 조직을 위협하는 “유리멘탈”로 문제시되면서 더 심한 감정 

관리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여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가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1. 1. 1. 1. 조직의 조직의 조직의 조직의 감정 감정 감정 감정 통제 통제 통제 통제 및 및 및 및 훈육 훈육 훈육 훈육 과정  과정  과정  과정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 IV-1] IV-1] IV-1] 문지욱 문지욱 문지욱 문지욱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23(23(23(23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면담면담면담면담

문지욱: 얼마 전에 지혜(22세, 여자)랑 은아(22세, 여자)가 좀 겉도는 것 같아서, 안 되

겠다 싶어 따로 만나 이야기했었거든요. (...) 근데 도대체 디모(de-motivation)되는 애

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연구대상자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은 "모티"와 "디모"이다. "모

티"는 영어 단어인 Motivation(모티베이션)의 준말로, 조직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

하고 몰입하는 의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디모"는 De-motivation(디모티베이

션)의 준말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의욕 저하의 상태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동아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모티”와 “디모”라는 말을 접했다고 말한

다. 이 용어들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경영학의 조직관리 이론

에서의 "모티베이션“ 개념을 차용하여 변형시킨 결과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OO 오늘 '모티' 제대로인데?", "OO는 계속 '디모' 상태인데 얘를 어쩌지?"처럼 다

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평가부터, "저 요즘 완전 '디모'인 걸요."라는 자신

의 마음 상태에 대한 평가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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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와 “디모”처럼 감정 상태에 대한 고유한 용어(folk term)가 만들어져 일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조직에서 감정과 마음이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상 집단주의적 자기계발의 실천의 핵심은 감정에 있

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주의적 실천에서 중시하는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 애정은 개인이 집단에 대해 갖는 특정한 감정 및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조직의 리더들은 헌신과 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별 구성원들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주시하고 평가하며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모티와 디모 관리"는 

공식적으로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프로젝트 매니

저(PM)들은 자신의 팀원들에 대한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가  관리를 

해야 한다. [사례 IV-1]의 문지욱은 리더들이 "디모" 상태로 평가된 구성원들을 "

모티"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직의 리더들이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훈육하고자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이 쉽게 '전염' 된다고 믿기 때

문이다. 전체 활동 회원이 25명 내외이고 프로젝트 팀의 규모는 3~6명에 불과해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영향력은 즉각적이며 막대하다고 본다. 만약 “모티”된 사람

들이 열정을 발산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 팀 전체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한다. 반면 한 명이라도 “디모” 상태에 빠지면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디모”된 사람은 팀 내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팀에서는 신입이 심각한 “디모” 상태로 빠져 활동을 소홀히 하자, 다른 팀원이 

“왜 쟤는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하는데 왜 난 다 포기하면서 해야 하는 가”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팀의 화합에 균열이 가해지기도 했다. 

  조직의 리더들은 이러한 집단적인 감정의 훈육(emotional discipline)이 단순히 

조직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의 필수적인 덕목, 즉 감정관

리(emotional management)(혹실드 2007[1983])를 학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식적인 점수나 자격증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자기계발로서의 의미가 

부여된다. 직접 몸을 움직여 조직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몸으로 스며드

는” 학습으로, “진짜 내공”을 쌓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사회인이 되어 직장생활

을 하고 있는 알럼나이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이들은 H-A에

서의 활동이 얼마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으며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었

는지를 설파하고, 현재 직장생활에서 큰 보탬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리더들이 구성원들의 몰입의 정도와 마음의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

용하는 것은 시간이다. III장의 리쿠르팅 과정에서 리더들은 지원자들의 헌신 여부

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할애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게 했

음을 살펴본 바 있다. 조직에 들어오면 실제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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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name: name: name: name: 누리누리누리누리 Date: Date: Date: Date: 2013.5.3~5.92013.5.3~5.92013.5.3~5.92013.5.3~5.9

Project Manager 오경휘 Project 
member 임세진 강미현 장민준 지은아 고준혁

1.Quantitative 1.Quantitative 1.Quantitative 1.Quantitative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IndexIndexIndexIndex

Item Numbers Calculation base

① Hour spent 257 hours
오경휘(72) + 임세진(70) + 강미현(34) + 
장민준(35) + 고준혁(25) + 지은아(21)

② Traveling distance 440km
10km*2*2명(세진, 경휘 : 양재)
50km*2*2명(세진, 경휘 : 염전)
50km*2*2명(세진, 경휘 : 송도)

② Direct reach

④ Gross impression

⑤ Financial Output

⑥ Outcome

⑦ Expenses(Project budget)

매주 팀별로 제출하는 P.P.E.S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에 매주 

활동에 투입한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는 개별 구성원들의 "모티"를 평가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P.P.E.S, 일명 “빼스”라고 불리는 보고서 양식은 본디 김

승열 전 회장(26세, 남자)이 업무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했다. P.P.E.S는 

양적인 측정 항목과 질적인 항목으로 나뉘는데, 그 중 양적인 항목에서 가장 중요

한 항목이 ① Hour spent, 곧 주당 할애한 시간이다. 원래 양적인 측정 항목들은 

매년 국내대회에서 다른 학교의 팀들과 경합을 벌일 때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

는 항목들이다. “빼스”는 대회 준비의 편의성을 위해 매주 기록하도록 만든 것인

데, 점차 팀원들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변모했다. 이는 과거 

선배들이 객체화시킨 인공물들이 여전히 사용되지만 현재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

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표 표 표 IV-1] IV-1] IV-1] IV-1]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P.P.E.S. P.P.E.S. P.P.E.S. P.P.E.S.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Sheet) Sheet) Sheet) Sheet) 1111번 번 번 번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예시 예시 예시 예시 

  [표 IV-1]는 누리 팀 P.P.E.S 1번 항목의 예시로, 개인당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애했는지가 표기되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다. 곧 참여의 정도가 가시적으로 수

치화되고 서열화되는 것이다. 누리 팀 “빼스”를 보아도, 오경휘 프로젝트 매니저

(PM)의 72시간과 신입인 지은아의 21시간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단적인 

비교가 이루어진다. 

  사실 “빼스”는 엄밀성과 강제성 면에서 떨어지는 허술한 관리 도구다. 학생들은 

팀 회의와 외부 미팅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빼스”의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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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일주일에 몇 시간 활동했는지를 적어낸 기록으로 엄밀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가 되어서 “시간을 부풀려 써냈다”고 고

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소규모의 팀이며 매주 팀 회의와 클럽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업무 진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시간을 부

풀려 써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물리적인 강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매주 활동 시간을 보고하게 함으로

써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율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시간 투입량

대로 서열화되어 매주 참여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파악하면서, 스스

로를 ‘채찍질'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내놓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한다. "OO는 저번에 

아우어 스펜트(Hour spent) 70시간 넘게 찍었다는데... 장난 아니다"라는 식의 이

야기들이 조직 내에서 곧잘 회자된다. 사실 주당 60시간~70시간에 달하는 활동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동아리 활동에 매진했음을 말해준다. 이는 학교생활

을 비롯해 개인의 여가 생활까지 제쳐놓고 “워커홀릭”처럼 일해야만 나올 수 있

는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H-A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헌신과 열

정을 상징하는 지표와도 같다. 

  매주 열리는 임원진 모임(LM: Leader's Meeting)에서는 구성원들의 "모티"와 "

디모"가 주된 논의 사항으로 올라온다. “빼스”를 비롯해 프로젝트 팀 클럽 방문 

횟수와 게시물 수, 댓글 수, 비공식적 모임의 참여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상태 

글 등까지도 “모티” 평가 시 활용된다. 특히 “디모”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회의하고 걱정"한다. “디모” 문제는 비단 

해당 학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소속된 프로젝트 팀의 리더, 즉 프로젝트 매니저

(PM)와 부 프로젝트 매니저(부PM)의 책임이 된다. 회장단은 해당 팀원의 PM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PM이 나서서 팀원의 “모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

다. 하지만 “디모”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되어 회장단도 나서

게 된다. [사례 IV-2]를 보면, 심지어 뒤풀이 술자리에서조차 리더들은 소속 팀원

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촉을 곤두세워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늠하려 노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술자리에서는 팀원들이 평소에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

았던 속내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계속 깨어있으면서 팀에 대한 불만, 

요즘 마음의 상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으려 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2] IV-2] IV-2] IV-2] 임세진임세진임세진임세진(23(23(23(23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누리 누리 누리 누리 팀 팀 팀 팀 부부부부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임세진: 민희(소담팀 PM)랑 저랑 같이 집을 같이 가는데, 애들한테 뒤풀이가 뒤풀인데  

        저흰 하고 나오면 ‘하…(한숨)’, 이러면서 터덕터덕 걸어가요. 거기서도 우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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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듣느라) 뒤풀이가 뒤풀이가 아니고. 

연구자: 그만큼 신경 쓰이는 거야? 

임세진: 그러니까 제가 찡찡거릴 순 없고 ‘놀자! 놀자!’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도 미현(22세, 여자)이나 애들이 스스럼없이 말하는 거에서도 (신경 쓰게 되    

        고)… 어떻게 보면 좀 병적인데… 팀에 불만이나 그 아이의 요즘의 상태가 나  

        올 수 있잖아요? 그 때밖에 못하잖아요. 특히 미현이는… 따로 불러서 요즘에  

        대해 물을 수도 없으니까. 옆에 있다가 계속 깨어있게 되어요. 물론 술에 취하  

        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민희랑 집에 가면서 얘기 하게 되고. 오늘 너네 팀 지민  

        (24세, 여자)인 이랬고…. 수경(22세, 여자)인 그냥 오늘도 어쩌고. 

  이처럼 리더들은 항시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개입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해보고 좀 더 잘 챙겨주려는 시도부

터 냉철한 지적과 다소 강압적인 방식의 통제, 그리고 사실상 포기하고 방치해버

리는 극단적인 방식도 있다. 이러한 리더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개입에 대

해 팀원들은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신미림(22세, 여자)은 조직에 대한 몰입

을 평가하고 있는 "시선"이 싫었다고 고백했고, 강미현(22세, 여자)은 대회 발표 

팀 지원 문제를 두고 팀 리더들이 자신의 “모티” 상태를 우려하며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3] IV-3] IV-3] IV-3] 신미림신미림신미림신미림(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누리 누리 누리 누리 팀원 팀원 팀원 팀원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신미림: 왜 처음 신입들 들어오면 얘가 일을 잘 하나 안 잘하나 얼마나 몰입되어 있나 

보잖아요? 그게 불편하지. 그걸 느끼는 순간 불편하지. 그게 H-A에서 제일 적응 안 되

었던 건데. 조직이다 보니까 이 조직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고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싫었거든요.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4] IV-4] IV-4] IV-4] 강미현강미현강미현강미현(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누리 누리 누리 누리 팀원 팀원 팀원 팀원 면담 면담 면담 면담 

강미현(22세, 여자): 세진언니가 최근 절 불러서 얘길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게 

팩트(fact: 사실)인데 “네가 발표를 못 하게 하고 프로젝트에 남게 하면 ‘디모’될 확률이 

얼마나 될 거 같냐?”고 했어요. 사실 전 70%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 화려한 무대에 오르고 나는 저 뒤에 짜져있다는 상상하면 벌써부터 '디모'되는 느낌

인데…. 한 40%했더니 언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 하고 싶진 않

거든요. 또 세진 언니가 걱정하는 게 작년에 오빠가 차기 PM 이었는데 발표를 한 거예

요. 화려한 무대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PM이 ‘디모’가 된 거야. 세진언니도 그랬다고 하

거든요. 세계대회 때도. 지금 세진언니랑 경휘오빠가 그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갔다 왔

다가 PM 시켰더니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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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단 신입과 팀원들만 감정의 통제와 훈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상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감정규율은 더 가혹하다.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감정 상

태를 감시  관리  훈육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더 엄격한 감정의 훈육을 수행하게 

된다. I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젝트 매니저(PM)는 “가족 같은 프로페셔널한 

팀”을 만들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 리더는 “부모처럼” “아이들”로 비견되는 

신입들과 팀원들을 때론 매섭게 혼을 내며 때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잘 “키워내

야” 한다. 이처럼 팀이라는 “가족”의 “울타리”이자 “기둥”이 되어야 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강한 멘탈”로 꼽힌다. 신입과 팀원들의 경우, 조직에 대한 

몰입과 애정이 주된 평가 대상이라면, 리더들은 이에 더해 “멘탈”까지 평가받는

다. “멘탈”은 일종의 정신력, 마음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한다. 리더들에게 요구되

는 “멘탈 관리”는 활동을 하면서, 특히 팀을 이끌면서 경험하는 불안감, 좌절, 상

처, 실망,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성적으로 규율하는 감정 관리를 의

미한다. 믿음직스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리더가 외부의 상황에 동요하고 

팀원들 앞에서 “날 것”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리더들은 자기 자신의 “멘탈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팀원들의 

“모티”와 “디모” 역시 잘 “케어”해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학생들은 “PM이 되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한다. 주어진 역

할에 따라, 자리에 따라 성격과 태도, 표현 방식까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당시 한 PM은 “(팀원일 때는) 개차반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리더의 울타리 아래에서 이따금씩 하기 싫다고 방황도 하고 

불만도 제기하던 “아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고 후배기수들

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으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리더들이 가장 힘들어하며 “멘탈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은 팀원들이 자신만큼 

팀에 애정과 헌신을 보이지 않으며 “이기적”이거나 “디모”된 모습을 보일 때이다. 

리더가 되면 팀에 동화되며 “일체감”을 느끼는데, 백소미(25세, 여자)는 “팀이 나

고 내가 팀”이 되는 “물아일체”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팀 

리더들은 아예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최소한으로 듣고 사생활도 상당 부분 포기

해가며 “우리 팀”을 위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팀원들은 수동적인 태도로 응하거나 참여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

면서, 리더로서는 “내 마음처럼 팀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야속함”을 느끼

는 것이다. [사례 IV-5]의 박경호는 자신은 H-A 활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헌신

하는데 비해 지민이를 비롯한 팀원들은 약속 등 다른 일들을 먼저 챙기며 낮은 

“커미트먼트”를 보이자 실망스러움과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경

호는 팀원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디모”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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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규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5] IV-5] IV-5] IV-5] 박경호박경호박경호박경호(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전 전 전 전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박경호: 솔직히 완전히 ‘커미트먼트’를 하는 애들, '인바운드(Inbound) 하는 애들(조직 

안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누리)만 

해도 저랑 아영(23세, 여자)이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 얼마 전에 지민(24세, 여

자)이랑 말다툼했어요. 벤처캐피탈에서 천일염산업에 대해 알고 싶다고 미팅을 잡았거

든요. 다음 날 10-11시쯤으로 약속해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갔으

면 했는데... 결국 저랑 알럼나이 형만 가겠다고 했어요. 지민이한테 같이 갔으면 좋겠

다고 말하니까 후배랑 점심약속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먼저지, 그게 먼저냐고, 미

룰 수 있지 않냐”고 말하니까, “너도 다 선후배, 친구랑 밥 약속 잡고 먹지 않냐”고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 있으면 다 취소하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커미트먼트가) 

안 되는 건가 싶어 되게 실망스럽고 섭섭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수학공부

도 해야 하고 토플도 해야 하고. 근데 결국 우선순위 문제인 거 같아요. 저는 다른 거 

약속이든 동문회이든 다 취소하는 건데. 오늘 일 끝나고 프로젝터 반납하는 것만 봐도 

애들이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질 않잖아요. 저는 이거 반납하러 갔다 오려면 약속도 취

소해야하는데. 

   몇몇 팀원들은 심각하게 “디모” 상태에 빠져 할당된 업무도 거의 하지 않고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며 리더들의 “속을 썩인다.” 이는 섭섭함의 문제를 넘어선

다. 회장단은 PM에게 “디모”된 팀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팀 내부에서는 “디모”

된 학생이 분란의 소지를 제공하면서, 리더들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에 놓인다. 그런데 따끔하게 지적하고 혼을 내든지 혹은 다독이며 “케어”를 하든

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쓴 소리”,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관계가 상하고 상대방에게 욕을 먹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

히 먹어야” 하며, “케어”를 한다면 상대방의 무기력한 대응에 “진이 빠져” 포기해

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 다스리고 규율해야 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6] IV-6] IV-6] IV-6] 임세진임세진임세진임세진(23(23(23(23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누리 누리 누리 누리 팀 팀 팀 팀 부부부부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임세진(23세, 여자): 처음엔 신입들은 사실 아무것도 거의 못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다 했는데 신입들이 점점 일을 잘 하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만 빼고 있단 말이에요. 큰 것도 애들한테 주고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

만? 근데 걔네들한테 맨날 컨택(contact), 서치(search)하라 할 순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을 하면서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된 된 된 된 거 거 거 거 같은같은같은같은?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생각이 생각이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들었어요들었어요들었어요. . . .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안 안 안 안 

가는 가는 가는 가는 거 거 거 거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자퇴한다고 자퇴한다고 자퇴한다고 자퇴한다고 속 속 속 속 썩여도 썩여도 썩여도 썩여도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회사는 회사는 회사는 회사는 가잖아요가잖아요가잖아요가잖아요. . . . 저랑 저랑 저랑 저랑 PMPMPMPM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좀 좀 좀 좀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거 거 거 거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무슨 미현(22세, 여자)가 난리를 치고 회장단이 난리를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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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PM과 부PM) 일정한 시간 테스크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다했다’ 하는 처리. 

  “아빠가 아프다고 회사 안 가는 거 아니고 애들이 자퇴한다고 속 썩여도 어쨌

든 회사는 가잖아요.”라는 임세진의 말에서 리더들의 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아이들”인 팀원들이 겉돌고 말을 잘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리더들은 자신의 마음

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며 팀을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 이런 과

정을 통해서 리더들은 선배들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

다. 신입 시절에는 선배 리더들이 혼을 낼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막상 리더가 되

어보니 선배 리더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알럼나이들은 힘들어하는 학생들, 특히 리더들에게 “힘든 만큼 정말 많이 성장

한다”, “그만큼 멘탈이 강해질 거야”라고 격려해준다. 전 소담 PM이었던 박은지

는 활동 종료 날에 H-A를 “고생하는 곳”으로 명명하며, 남은 후배들에게 “고생하

면 사람이 큰다”라고 말하며 거지같은 순간”들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기도 했

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7] IV-7] IV-7] IV-7] 2013201320132013년 년 년 년 3333월 월 월 월 28282828일 일 일 일 GM(GM(GM(GM(전체 전체 전체 전체 회의회의회의회의) ) ) ) 필드노트 필드노트 필드노트 필드노트 중   중   중   중   

박은지(23세, 여자): 전 정말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느꼈어요. ‘어머, 오

늘이 목요일? 정말 이 GM이 마지막?’ 여기 서면 안 울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괜찮으

니 감당 할 만 했나 하네요. 나갈 때가 된 건지. 전 H-A가 고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요. 남는 건 고생! 고생하면 사람이 큰다. 고생하다보면 거지같은 순간이 있는데 그 순

간 내가 잘 하고 있는 증거에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알럼나이의 경험담과 조언을 토대로 “많이 배울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 그만두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에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동기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아래의 김

기정 PM과 백소미 전 PM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리더로 인정해주고 항

상 믿고 따라와 주는 팀원들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이야말로, 회의감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들어준 원동력

이 된다는 것이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8] IV-8] IV-8] IV-8] 김기정김기정김기정김기정(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라온 라온 라온 라온 팀 팀 팀 팀 PM PM PM PM 면담면담면담면담

연구자: 왜 그렇게 힘든데 열심히 한 거야?

김기정: 이 조직이 좋으니까요. 아니었으면 나갔겠죠. 일찌감치. 전 라온 팀이 좋아요. 

절 믿어주니까. “아 쟨 된다” 그런 거? 회장단도 의지해주고. 라온 사람들은 제가 “아

니다”라면 아닌 시늉이라도 해주는 사람이니까. 믿음 같은 거? 제가 잘못하더라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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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해해준다는 거?)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9] IV-9] IV-9] IV-9] 백소미백소미백소미백소미(25(25(25(25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전 전 전 전 라온팀 라온팀 라온팀 라온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백소미: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생각해봤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다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조금 있는데 제일 큰 건 아니었고, 

팀이 다 같이 열심히 했었는데 딱 짜여져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어 돌아간다는 그런 느

낌이 좋았어요. 애들이 더 많이 인정해주고. 그런 거에 빠져서 열심히 했어요. 그 팀 사

람들이랑 저랑 동일시 된 거 같아요. (...) 정말 힘이 많이 된 건 팀원들의 호응! 성과가 

‘빵’ 터졌을 때 보다, 막 ‘ㅅ’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에서 가계약을 맺자 이런 때도 ‘앗싸’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내가 좀 무리한 요구

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쉽게 쉽게 호응해주고 의욕을 보여줄 때 

가장 뿌듯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이는 자기계발을 위해 집단주의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

의 성장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더 중요한 역할 수행의 동기가 될 수 있

음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티도록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돕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표면적으로 집단적 감정의 훈육 과정은 학생들이 감정과 자아를 관리하는 법을 

학습하며 자기계발을 하는 기업가적 자아의 형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

나 연구대상자들의 사례에서 제시되듯 실제로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얽히고설

키게 되며, 이는 학생들을 단순히 원자화된, 독립적인, 기업가적 자아로 환원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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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감정의 감정의 감정의 감정의 훈육 훈육 훈육 훈육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벌어지는 벌어지는 벌어지는 벌어지는 젠더 젠더 젠더 젠더 갈등 갈등 갈등 갈등 

  앞서 집단주의적 실천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의 훈육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리더들은 항시 개별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주시하고 평가하

고 관리하는 한편 감정의 훈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 엄격한 감정 규율

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젠더 문제가 개입된다. 조직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감정을 규율하는 집단주의적 실천이 남성성과 결부되는 까닭이다. III장

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천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서, 소위 “군대 다녀온 복학생 남자”로 일컬어지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실천 양상을 만들어왔다. H-A에서는 군

대 경험과 연령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해, ‘군대 다녀온 복학생 남자’와 ‘나이 

어린 여학생’이 각기 대립적인 표상이 되어 갈등 구도를 형성해왔다. 전자에는 

H-A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후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착되며,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에서 나타나는 보수적인 젠더 갈등과 유사한 양상이 벌어진다. 먼

저 집단주의적 실천이 남성성과 결부되어 형성된 젠더 갈등 구도를 살펴본 후, 

“유리멘탈”로 칭해지는 여린 성격을 지닌 여학생들이 엄격한 감정 규율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를 제시한다.  

        1) 1) 1) 1) 남성성과 남성성과 남성성과 남성성과 결부된 결부된 결부된 결부된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실천과 실천과 실천과 실천과 갈등 갈등 갈등 갈등 구도 구도 구도 구도 

  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며 감정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집단주의적 자

기계발 실천 양상은 남성성과 결부된다. 이는 조직의 체계화 과정에서 군대 다녀

온 남학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역대 회장 중 

여학생은 현지조사 당시까지 1명뿐이었다. 국내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두고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한창 성장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조직 전체가 “남초”였다고 한

다. 특히 최근 1~2년간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냉철”하고 “이성적”인 복학

생 남자가 회장직을 맡아왔다고 묘사된다. 이들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

과를 강조하고 위계적인 성격과 통제를 강화시켜오며, 동아리를 “회사” 혹은 “군

대”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왔다. 

  이처럼 남학생 리더들을 중심으로 집단주의적 실천이 형성되어온 상황에서, 군

대 경험과 연령은 젠더 갈등 구도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H-A에 지

원하는 남학생은 대체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복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여학생은 갓 신입생 티를 벗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다수이다. “까라면 까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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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조직문화를 경험해본 남학생들은 강도 높은 헌신이나 감정 규율에 대한 

요구에 대해 “시키면 그냥 해야지”라는 태도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

직생활의 경험이 없는 어린 여학생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등 의문을 표

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남자 중심”, “마초적”으로 묘사되는 경영

대학의 분위기를 경험해본 경영대 출신 여학생이나 “군대 문화식 동아리”를 경험

해본 여학생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문대나 사회대 여학생들은 낯설어하며 거

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0] IV-10] IV-10] IV-10] 박경호박경호박경호박경호(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전 전 전 전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박경호: 군대 경험 중요하죠. 군대 다녀오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기니까요. 조직 문화

를 경험해본 거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여자애들보다 낫죠. 뭔가 시키면 그냥 하

는? 그게 사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웃음). 뒤풀이 회식 같은 것도 ‘가자’ 하면 남

자애들은 대부분 그냥 가는데 여자애들은 아니고?

  군대 경험과 더불어 연령 또한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

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진로와 관

련해 무엇이든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와중

에 H-A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남학생들의 다수는 비즈니스를 직접 해본다는 점

에 더 흥미를 보이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과 배움을 얻고자 한다.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평균 나이가 2-3살이 

어리고 대부분 저학년인지라 조급함이 덜하다.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를 경험해보

고 성장하고 싶다는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가지며, 대상자를 돕는다는 측면에 관심

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린 여학생들은 “회사” 같은, 

“빡센” 동아리 활동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 

  H-A에서 “군대 다녀온 복학생”과 “나이 어린 여학생”이라는 범주는 각기 상반

된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군대 다녀온 복학생은 H-A에서 원하는 상의 하나로 조

직 몰입도가 좋고 “멘탈”과 체력이 강한 이를 표상하는 반면, 나이 어린 여학생은 

조직생활에 서툴고 “멘탈”이 약해 곧잘 “찡찡거리는” 이를 표상한다. 군대를 다녀

온 복학생에 대한 선호는 알럼나이들의 경험담과 조언들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다. 알럼나이들은 종종 뒤풀이 자리에 찾아와 늦은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시며 과

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일단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알럼나이들은 주로 회장단

이나 프로젝트 매니저(PM) 출신의 남자들이다. 한 남자 알럼나이는 리쿠르팅을 

목전에 앞둔 시기 “군대 다녀온 남자를 뽑아야 해”라고 말했고, 늦게까지 술자리

에 남아있는 남자애들을 가리키며 “봐봐, 결국 남는 건 남자들”이라고 뼈 있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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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던지기도 했다.42) 반면 어린 여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너무 “빡세

고” 힘들다고 애처럼 “찡찡거리고” “우쭈쭈쭈”를 바라는 여자애들을 “이기적이

다”, “어리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한 남자 알럼나이는 극단적으로 “여기 

와서 하나 제대로 배운 건 이런 찡찡거리는 애들 많은 회사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2012년) 전 회장단과 아름 팀과의 갈등은 어린 여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들로 구성된 회장단은 성과를 

중시하며 위계적인 성격과 통제를 강화시켜왔는데, 여자들이 다수인 아름 팀과 충

돌이 빚었다. 아름 팀은 “우리가 행복해야 프로젝트도 잘 된다”고 “행복 아름”을 

내세우며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을 거부했고 일보다는 팀원들 간의 관계를 우

선시하는 “아기자기한 분위기”였다. 이를 두고 한 학생은 “여자여자”한 분위기였

다고 묘사했다. 그렇지만 아름 팀은 회장단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장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 팀의 성과 증진과 몰입을 시도하다가 곧 지치면

서 강압적인 태도로 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회장이

었던 박진호(27세, 남자)는 아름 팀이 조직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편한 만

큼 활동하며 조금만 힘들어도 “찡찡거렸다”고 말했다. 또한 “정해진 회의 외에 따

로 만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며 “친하다고 하는데 막상 친하지도 않았다”면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희노애락을 통해 형성되는 “끈끈한 전우애”와 비교하며 

비판했다. 이처럼 당시 회장단이 아름 팀의 분위기를 문제시하고 갈등을 빚으면

서, 여학생, 특히 ‘어린 여학생’의 범주는 “개인주의적/이기적이다”, “찡찡거린다”, 

“멘탈이 약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특징들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졌다.  

   이러한 인식은 리쿠르팅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III장에서 제시했듯이 현지조사 

당시 리쿠르팅 상위 3명을 살펴보면 모두 ‘군대 다녀온 남자’라는 범주에 해당한

다. 물론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발되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전제된 상태에

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당시 리쿠르팅을 지휘했던 [사례 IV-11]의 오규원 회장은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 ‘남자라는 것’이 각각 무엇을 표상하

는지를 말해준다.

42) 몇몇 여학생들은 알럼나이들의 남학생 선호 발언을 의식해 아무리 피곤해도 일부러 술자리에 끝

까지 남으려고 하고, 활동도 더 열심히 하면서 의도적으로 털털하게 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여전히 섭섭함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아무래도 남자 알럼

나이들은 남자 후배들을 더 많이 챙겨주고 선뜻 끼기 힘든 “자기들끼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활동했던 한 여학생은 “여자 PM은 왠지 위축된다”라고 토로하며, 알럼나
이가 되면 자주 나와서 여자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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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사례사례사례IV-11] IV-11] IV-11] IV-11] 오규원오규원오규원오규원(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면담면담면담면담

오규원: 형들(알럼나이)이 자주 말하는 거고 누나(연구자)도 다 들었겠지만 (H에서) 원

하는 상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군대 군대 군대 군대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온 온 온 온 복학생복학생복학생복학생.... 나이 많은 남자라고 하는 게 군

대를 갔다 왔다는 특성에서 나오는 게 조직생활을 해봤고 잘 맞춰간다는 부분이 있고. 

나이가 많다는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상황들을 전

체를 보고 말을 좀 아낀다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마지막으로 남자는 멘탈이 강하고 

체력이 강하다는 말을 대변하는 말인 거 같아요. 

  리쿠르팅 과정에서는 외양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큰 키에 운동으로 다

져진 체격을 지닌 남자 복학생은 “체력이 강하고 ‘멘탈’도 강해 보인다”고 호평 

받는 반면, 작고 어려보이는 인상, “여리여리한” 모습의 여학생은 “멘탈”이 약해 

보인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박은지(23세, 여자)는 과거 리쿠르팅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하며, “여리여리 해 보이는” 외모와 인상을 두고 “일을 잘 못

할 것 같다”, “걱정된다” 등의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외양과 성별, 연령, 태도 등을 바탕으로 리쿠르팅 때부터 개개인의 “멘

탈”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어, 신입교육 시기에는 이미 누가 “멘탈”이 강하고 약한

지에 대한 평가가 돌기 시작한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젝트 팀을 배정하는 “내부 

리쿠르팅”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 매니저(PM)들은 “멘탈”이 강해보이는 남

학생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어린 여학생의 “여린” 성격은 “유리멘탈”로 명명되어 문제시되고 조직적

인 관리의 대상이 된다. “유리멘탈”이란, 한 마디로 유리처럼 투명하고 쉽게 깨지

는 약한 마음의 상태 혹은 정신력을 의미한다. “유리멘탈”은 외부 요소에 따라 감

정이 금세 변화하고 이를 숨김없이 밖으로 드러내며 쉽게 상처를 받아 무너져내

리기 쉽다고 간주된다. 임원진 회의(LM: Leader's Meeting)에서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할 지를 논의할 때, 어린 

여학생들의 “유리멘탈”과 “디모” 문제는 빈번히 거론된다. “유리멘탈”은 불확실성

으로 점철된 H-A 활동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유리멘탈”의 소유자가 리더가 되어 조직과 

프로젝트를 이끌게 될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 된다. 리더가 자신의 “멘탈”을 제대

로 관리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흔들리고 나아가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런 까닭에 선배들은 “유리멘탈”인 어린 여학생보다 “멘탈”이 강하다고 여겨

지는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 회장단과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중요한 리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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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맡기려 한다. 남학생들의 “강한 멘탈”은 “유리멘탈”과 대비되는 것으로, 힘

든 상황이 닥쳐도 감정적인 동요 없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다스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최근 학내의 동아리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여학생의 유입이 많아졌고 신입 기수의 여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웃돌

며 “여초”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남자 선배들과 리더들이 탐탁지 않더

라도, “유리멘탈”을 지닌 어린 여학생이 리더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곧잘 벌

어진다.

  그런데 남자 리더들이 “유리멘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남학생들이 겪는 감정 관리의 힘겨움을 읽어낼 수 있다. 남학생들 중에는 감정기

복이 원래 별로 없다고 말한 사람이 더 많았고 군대조직문화를 경험해본 까닭에 

상대적으로 적응이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이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다. 앞 절에서 살펴본 감정의 훈육 과정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왕제”로 군림하며 조직을 통솔하고 아름 팀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던 박진호(27세, 남자) 전 회장조차 심각하게 “디모”된 시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려 노력하며 그 기색을 일절 

내비추지 않아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한다. “강한 

멘탈”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다른 남자 리더들도 유사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이

처럼 감정과 자아를 규율하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남자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표출하는 여자 리더들의 모습이 “일정부분은 100%로 엄살”로 보여 불

만스럽게 느껴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리멘탈”을 문제시하는 것은 남자 리더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다

루기 어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수의 남자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어린 여학생 

팀원을 관리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고 말하며, 남학생 팀원들이 일도 잘 하

고 관리하기도 수월하다고 평한다. [사례 IV-12]는 이와 같은 남학생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2] IV-12] IV-12] IV-12] 국내대회 국내대회 국내대회 국내대회 종료 종료 종료 종료 후 후 후 후 뒤풀이 뒤풀이 뒤풀이 뒤풀이 술자리 술자리 술자리 술자리 필드노트필드노트필드노트필드노트 

2차 호프집으로 이동했는데, 남자 알럼나이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각종 에피소드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던 중 

어린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 남자 알럼나이가 아무래도 일을 제대로 잘 해보

려 할 때는 동성집단과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다고 말하자 다른 이들이 동조했다. 한 

알럼나이는 어린 여자애들은 늘 케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여

자애들 케어 하는 게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태민 전 PM(26세, 남자)는 직

접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라고 말하며, 

“중간에 털털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어야 된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고 다들 공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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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였다. 

  사례를 통해서 남자 알럼나이들이 리더로서 어린 여학생들을 “케어”하는데 부

담과 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태민은 “털털한 여자아이”가 중간 매

개체 역할로 필요하다는 말까지 한 것이다. 남자 알럼나이들은 어린 여학생이 “디

모”되었을 때 몇 번 어설프게 “케어”를 시도하다가 결국 방치하고 포기해버린 경

우가 많았다. 한 알럼나이는 “내가 느낀 건 디모된 애들은 그냥 버려야한다는 거? 

어쩔 수 없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남자 알럼나이들의 인식과 대응은 “유리멘탈”

인 어린 여학생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면서 동시에 어린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2) 2) 2) 2) ““““유리멘탈유리멘탈유리멘탈유리멘탈””””    여학생들의 여학생들의 여학생들의 여학생들의 참여궤적과 참여궤적과 참여궤적과 참여궤적과 대응 대응 대응 대응 

  신입으로 들어온 어린 여학생들은 점차 적응을 하면서 조직의 리더들이 자신들

의 “모티”와 “디모” 상태를 비롯해 “멘탈”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음을 느

낀다. 그리고 “모티”가 낮고 “멘탈이 약한” 이들이 비판의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간다. 그렇지만 아직 학생들은 이를 ‘자기문제화'하지 않는다. 신입은 

아직 뭘 모르는 “아이”로서 리더들의 책임 아래 보살핌을 받으며,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의 “징징거림”이 용인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오히려 

"왜 힘들다고 토로하는 걸 무조건 안 좋게만 보는 건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

며 H-A 리더들의 부정적인 평가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학생들이 “멘탈”에 관한 직접적인 조언과 압박을 받는 시점은 역할의 변화를 

앞두고서이다. 신입이나 팀원에서 벗어나 한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여학생의 “멘탈” 상태는 조직적으로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며, 

“유리멘탈”은 시급히 ‘고쳐야 하는 문제’가 된다. 리더들, 특히 남자 리더들은 PM

으로 내정된 여학생들의 “유리멘탈”을 지적하고 “멘탈 관리”를 종용한다. 프로젝

트 팀의 기둥이 되어야 할 리더가 쉽게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징

징”거리면, 팀원들이 리더를 믿고 따를 수 없고 프로젝트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

음을 경고한다. 조직과 팀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스스로의 여린 마음을 잘 추

스르고 겉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조직과 팀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여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알럼나이가 설파하는 “진짜 사

회생활”에 관한 내러티브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인턴경험이 있거나 이미 취직을 

한 남자 알럼나이들은, "진짜 사회“는 훨씬 냉혹해서 어린 여학생들의 “유리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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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군대식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곳이 많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간주되며, 이는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합리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H-A 

활동은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며 “멘탈 관리”를 학습하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3] IV-13] IV-13] IV-13] 김승열김승열김승열김승열(26(26(26(26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전 전 전 전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면담면담면담면담

김승열: 한국 조직은 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성 중심적인데 그런 데 가서 

똑같이 그보다 심한 사람들을 견뎌야 한다면 여기서 한 번쯤 배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 이게 정말 못 견디겠다 하는 걸 배웠다면 나한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정

적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느꼈다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대기업을 가면 안 되지. 그것만

으로도 엄청난 경험이지.

  갓 입사를 한 남자 알럼나이는 직장 동기 여자애들이 조직생활에 힘겨움을 느

끼고 있다고 말하며, “(H-A의) 여자애들은, 내가 장담하는데, 취업하는 애들은 고

맙다고 할 거야. 조직의 적응이란 측면에서. 분명히 장담한다.”라고 확신에 가득 

차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비록 H-A에서 활동할 때에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유리

멘탈”을 단련하게 되면, 졸업 후 “진짜 사회생활”을 수월히 해낼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기존의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젠더 불평등을 정당

화시키는 논리가 깔려있다.  

  다음의 라온 팀의 사례는 “강한 멘탈”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남자 리더가 “유리

멘탈”이라 여겨지는 여학생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떤 방식으로 “멘탈 관

리”의 필요성을 교육하는지를 보여준다. 라온 팀은 가족비유가 잘 활용되어 “가

족” 같으면서 일도 잘 하는 안정적인 팀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당시 

남학생 프로젝트 매니저(PM)와 다음 프로젝트 매니저(PM)로 내정된 여학생 간에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김기정 PM(24세, 남자)은 다른 팀원들에게는 “케어”를 

해주며 보살펴주었으나, 김유진(22세, 여자)에게는 그렇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진이 다음 PM으로 내정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더 냉철한 태도로 

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진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행동하고 

쉽게 흔들리며 상처 받는 “유리멘탈”을 지녔다고 평가했고, 이를 보듬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곧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나아가 향후 사회생활을 고려해서도, "알을 깨고 나와" “약한 

멘탈”을 스스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진은 PM이 “너무 

차갑고 전혀 챙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함을 쌓아오다가, 기정이 활동을 종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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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술자리에서 쌓여있던 이 감정들을 터트렸다. 다음은 기정 PM이 당시 술자리

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4] IV-14] IV-14] IV-14] 김기정김기정김기정김기정(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라온 라온 라온 라온 팀 팀 팀 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김기정: 제가 일단 다 들어주긴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은 미안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해도 똑같이 했  

        을 거예요. 저는 별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 듣고  

        말했어요. ‘네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내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  

        여줘서는 안 된다’고. ‘PM이 되면 무조건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연구자: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거야?

김기정: 그렇죠. 평소에 팀원들에게 절대 흔들리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친한 친구한  

        테는 그럴 수 있어도? 뭐 뒤풀이나 그런 자리에서 푸는 건 괜찮아도? 그건 비  

        단 저와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론 안 돼요. 그런 상황은 나중에  

        도 벌어질 수 있는데. 언제든. 

연구자: 그런 식? 그런 상황은 뭐야?

김기정: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상황? PM이 되더라도 저한테 느낀 서운함 같은 건 마찬  

        가지로 회장단에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스타일로 섭섭한 건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로 겪을 텐데… 언젠가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더 공적으로 대한 것도 있고? PM과 팀원  

        간의 관계로서? 저는 욕을 먹고 나쁘다는 소리 듣고 그래도 유진이가 제대로   

        자극 받고 악에 받혀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자애들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알고 다른 팀원이나 다른 팀 여자애들한테는 솔직히 유진이랑 다르게 대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정 PM은 섭섭함을 토로한 유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같은 입

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네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내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감정 표현을 자제할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차가

운’ 태도 때문에 설사 자신이 "욕을 먹고 나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유진이 "제

대로 자극 받고 악에 받혀서라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악역”을 자처해 자극 시키는 방식은 남자 리더들은 “멘

탈”을 단련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외적인 압박과 조언을 토대로 여학생들은 “유리멘탈”로 지칭되는 감

정 및 마음의 상태 혹은 성격을 본격적으로 ‘자기문제화’하기 시작한다. 이수경의 

사례는 어떻게 “유리멘탈”에 대한 조직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멘탈”을 문제

화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지조사 당시 이수경은 중간자에 위치한 팀원이었

는데 잠정적인 PM으로 언급되면서 “멘탈”을 고쳐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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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례사례사례사례IV-15] IV-15] IV-15] IV-15] 이수경이수경이수경이수경(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아름팀원 아름팀원 아름팀원 아름팀원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이수경: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감정기복이라고 해야 하나? 모티(모티베이션: 

사기, 동기 증진)랑 디모(디-모티베이션: 사기 저하)? 칭찬받고 일이 잘 풀리면 막 모티

되어서 해요. 조금 기분 좋고 일 잘 되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부정적 피드백 받고 부

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고 싶지 않아졌고.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인가 인데 그게 잘 안 

되고. (...) 상황에 많이 휘둘리는 거 같아요. 제가 디모 모티되는 게 외부에서 오는 자

극에 대해서.. 이렇게 될수록 (손으로 굴곡을 그리며 출렁이는 동작) 안 좋고 안정적으

로 가야 하는데.  (...) 팀모 때 오셨으니까 보셨을 거잖아요. 제가 비판당하면 일단 화

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고. 지금은 되게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그 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말 튀어 나오고 굉장히 사나워

지고. (감정 컨트롤 하고) 자기컨트롤 그걸 해야 조직생활을 잘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안 되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 시간 많이 바치는 건 당연하다

고 생각하고 그건 괜찮은데…. 너무 유리멘탈이고.. 다 드러나고… 

  수경은 리더들의 잣대로 자신의 성격을 진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도출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외부 변수, 즉 “상황에 많이 휘둘리는” 자아와 감정이다. 프로

젝트가 잘 되거나 칭찬을 받으면 학생들의 용어로 “모티”가 되어 열심히 하지만 

프로젝트의 진척이 없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금세 의욕이 떨어지고 하기 

싫어질 만큼 수경의 감정 기복이 컸다. 면담 당일, 수경은 팀에서 신입이 탈퇴했

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동안 활동에 회의감을 표출하는 신입 때문에 감정적

으로 휘둘려왔다고 고백했다. 프로젝트가 한창 잘 되고 있는데도 신입이 가치와 

의미를 못 찾겠다고 하고 팀 모임도 소홀히 하자, "얘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경은 이처럼 "휘둘리는" 자신의 모습을 H-A에서 ”멘탈이 강하다“고 평

가되는 다른 팀의 소정(22세, 여자)과 비교하기도 했다. 소정을 둘러싼 외부의 상

황이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자기 자

신한테 맞추는" 것처럼 보일만큼 ”자기 통제“를 잘 한다고 평가하며 닮고 싶어 했

다.

  두 번째 문제점은 휘둘리는 감정이 외적으로 고스란히 표출된다는 점이다. 수경

은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순수하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그 의미를 “아이처럼 

싫으면 싫은 게 좋으면 좋은 게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말로 해석하며 "좋은 말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경은 팀 모임 때 자신의 모습을 예로 들며, 정성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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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업무 혹은 열심히 고민해 내놓은 제안에 대해 다른 팀원이 "그거 별론데?"라

고 "까면",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했다. 설사 논리적으로 합

당한 근거가 제시되더라도, 때론 납득이 되지 않고 상처만 커진다는 것이다. 수경

은 이처럼 감정적으로 변해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며 “자기 컨트롤”이 되지 않

는 것이 자신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정적으로 힘들수록 프로젝트 매

니저(PM)를 붙잡고 자꾸 “징징거리며”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리멘탈”을 자기문제화한 학생들은 문제가 되는 감정을 관리하고 통

제하려는 시도를 하나 이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수반한다. 수경의 경우, 일차적으

로 “일과 사람을 분리"하도록 노력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책을 찾아 읽고 전체회

의(GM)의 교육 세션 때 발표를 하여 다른 사람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설사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고 지적당해도 그것을 '나'와 분리된 '일'로 국한시켜 

생각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나 수경은 "나를 까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내 생각을 까는 것"

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하지만, 생각만큼 분리는 쉽지 않고 얼굴에 표가 나게 된다

고 말하며, 그럴수록 자책감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극단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 지워버리고 차라리 주어진 역할 자체에만 충실"

하고자 노력하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었다. 김유진(22세, 여자)은 면

담 당시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자 혼자만 뒤처지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서먹한 관계도 심적 고통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한없이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있었다. 

H-A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이러한 "추한 나"를 들킬 까 싫고 무섭다며, 얼른 "

지금의 나를 바꾸고"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체에만 

몰입해 감정과 자아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극복”은 

쉽지 않았다. 예컨대 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유진은 발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고 자신을 규율했지만, 대회 도중 연구자와 따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설움을 토하며 서럽게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사실 남자 리더들이 요구하는 감정 관리는 ‘표면 행위'가 아닌 '내면 행위'이다. 

'표면 행위'는 말 그대로 외면적으로 몸을 통해서 감정이 있는 체 연기하는 것이

라면, '내면 행위'는 내면의 깊숙한 감정을 건드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

정을 타이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나 상상을 통해 실제처럼 그 감정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혹실드 2009[1983]: 57-64). 한 마디로, 남자 리더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한 멘탈을 가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전 회장 박진호(27세, 남자)는 최근 몇 년간 “진짜 멘탈 강한 여자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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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척하는 애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직 구성을 두고도 "그러는 척하는 여자애들", 즉 어설프게 힘들지 않은 척, 센 

척하는 여자애들의 비중이 "역대 비중 가장 높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리더라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척하는 여자애들”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칼 들고 나타나서 훅 찔러"대서 사고를 크게 

치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여학생들은 남자 리더들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척"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수경 역시 최소한 “척”이라도 잘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테

면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못 받아들이더라도 받아들이는 척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 표출의 통제를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H-A에서 리더 역할을 잘 수행

했다고 인정받는 여학생조차 "정말 강해졌다기보다는, 좀 더 걸러서 말하고, 힘들

어도 참아서 말하는 법"을 익힌 것에 가깝다고 말한다. 예컨대 팀원이 제대로 일

을 안 해 속을 썩여도 이 속내를 적어도 팀원들 앞에서는 표출하지 않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쌓여있는 것은 간간히 H-A 내에서 특별히 친한 친

구나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 알럼나이 혹은 외부인에게 토로하면서 푼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여학생들의 "그런 척"하는 행위는 남자 리더들의 주장처럼 단지 

“멘탈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다. 사실 "그런 척" 하는 행

위에는 여학생들의 비판적인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이들은 남자 리더들이 강조

한 것처럼 자기규율을 통해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강해지

는 것”인지, 그리고 H-A에서 하는 활동이 정말 학생들을 강해지도록 만드는 건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한다. 가령 수경은 H-A에서 “멘탈 관리”를 가장 잘 한다

고 인정받는 몇몇 남자 리더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록 자신이 “유리멘탈”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처럼 체화하면 무섭다", "너무 차갑다"고 지적했고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사례 IV-16]의 진아(22세, 여자) 역시 마찬

가지이다. PM을 하면서 계속 "시험"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정말 “강해지는” 건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힘든 만큼 배운다"는 말이 “빡센” 활동

과 조직의 요구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과적으로는 힘들긴 정말 힘들지만 

과연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출했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6] IV-16] IV-16] IV-16] 임진아임진아임진아임진아(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아름팀 아름팀 아름팀 아름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연구자: 고충이 많았구나. 그럼 하면서 정말 단단해지고 있는 거 같아? 

임진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강해지는 건가? 그냥 시험을 받고 있는데 시험할  

        기회만 많은데, 그게 강해지는 걸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좋거든  

        요. 여전히 내려갈 때도 있긴 하고 그런데 3월 초의 암울할 때와는 비교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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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제가 바뀌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16기라는 외부적 요소 때문에 그런   

        거라서 내가 스스로 성장을 못했구나 싶기도 하고.

연구자: 성장? 

임진아: (힘든 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 약간 (이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화하는  

        게 있으니까. ‘많이 배울 거다.’ 주위에서 그런 얘길 많이 듣기도 했고. ‘힘들면  

        많이 배우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힘드니까 분발하라고 하더라  

        고요. 그런데 솔직히 결과적으로 힘들긴 한데 (그걸) 내가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배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몇몇 여학생들은 남자 리더들이 주장하는 '강함'과 다른 의미의 '강함'을 보여주

며 남자 리더들의 “유리멘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균열을 가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라온 팀의 초기 PM이었던 백소미 알럼나이는 어린 여학생의 범주에 속

했지만, 냉철하고 이성적인 강함을 중요시하는 후배 남자 리더들에게조차 "닮고 

싶은 PM"으로 언급된다. 소미는 “멘탈”은 다소 약했음에도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

한 방식으로 “가족” 같은 팀을 만들며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벽돌 사이의 흙 같은 역할”을 자처하며 팀원들 한 명 한 명 성향에 맞게 “케어”

하며 자연스럽게 “모티”를 유도했다고 한다. 현지조사 당시 오규원 회장은 소미가 

리더일 때 신입이었는데, 당시 경험했던 “가족”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금보

다 더 좋았다고 회고한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IV-17] IV-17] IV-17] IV-17] 오규원오규원오규원오규원(24(24(24(24세세세세, , , , 남자남자남자남자) ) ) )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오규원: 소미누나는 상황을 잘 만들었던 거 같아요. 분위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드는? 지금이랑 좀 다른데. (...) 같이 테스크를 하고 그 순간이 노는 거 같은. 하다

가 밤에 같이 카트라이더 게임 하고 들어갈 때 술 한 잔 하고 다음 날 만나서 또 일 하

다가, 출장 가는 과정이 또 여행가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 같

아요. 그게 그 누나의 특성이기도 한데, 성격이 워낙 좋고 소미누나 보면 싱그럽다 그

래야하나? 천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들 좋아했던 거 같은데... 소미누나가 그걸 의도

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 대상자 만나러 저랑 같이 자주 갔는데 지하철에서 ‘(프로

젝트의)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 얘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해

주면서 (저를) 몰입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또 한 팀원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하

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해주고. 다른 팀원은 떼어 주면 알아서 잘 해주는 스타일이어

서 그렇게 해줬다고 .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아관리와 감정 통제를 중요시하는 기정 PM 또한 이전

에 소미가 만들어놓은 특유의 팀 분위기가 좋아 이 분위기를 유지시키려 노력해

왔다. 본래 자신의 스타일대로라면 훨씬 더 팀원들을 “빡세게 굴렸을 텐데”,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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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좀 더 “화기애애하고” “둥근”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다른 남

자 팀원도 소미를 보고 “여성리더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

며, “겉으로는 허해 보이는데 굉장히 실하고 날카롭게 일을 잘 했다”고 평했다. 

  그렇지만 소미의 사례도 당시 “멘탈이 강한” 남자 회장이 뒤에서 소미를 “케

어”를 해주며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되면서, 기존의 인식을 전복시키

지는 못했다. 남자 리더들은 소미와 같은 “케어”나 “가족” 같은 분위기의 형성 역

시 그 근간에는 “강한 멘탈”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성적으로 자아와 감

정을 잘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그런 척"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읽어냈

지만, 이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의구심을 갖지만 "그런 척"을 하려고 

반복적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납득하고 체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남자 리더는 "여자 PM들이 더 군대 다녀온 남자애들 서로 데려가려고 싸운다"라

며 여학생들의 모순적인 행태를 꼬집기도 한다. [사례IV-18]에서는 한 여학생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변모한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드러난

다. 그 역시 신입 때는 "찡찡"거리는 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H-A를 "갇혀 있는 구

조"라고 비판했는데, 막상 리더 역할을 맡게 되자 "찡찡거리는 여자애들"을 싫어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냉철하고 차갑게 잘라 내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동시에 신입일 때 PM이었던 “오빠”에게 “찡찡거리던” 게 미안

해질 만큼, 남자 리더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구자가 "여자애들

이 힘들어하니까 따로 여학생들의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묻자, 그렇게 되면 

"찡찡거리는 성토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모습에서도 체화된 면모가 드러난

다.

[[[[사례사례사례사례IV-18] IV-18] IV-18] IV-18] 임세진임세진임세진임세진(23(23(23(23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누리 누리 누리 누리 팀 팀 팀 팀 부부부부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임세진: 되게 웃긴 건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여자애들 볼 때 그렇게 되더라구요. 

혜민이랑 저랑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찡찡거리는 여자애들이 싫어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찡찡거렸으니까! 우리가 찡찡되니까 막 찡찡거리는 거 무조건 뭐라고 

하니까 너무 막 갇혀있는 구조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무조건 묵묵한 사람만 잘 하

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려면 뭐하러 동아리하냐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가 되

다보니까?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겠지만 찡찡거리면 막 기 빨린다. 우

리가 왜 그랬을까. PM오빠한테 되게 미안하다. 오빠 만나면 농담반 진담반 오빠 미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벌 받나 봐요 이러구. 

  나아가 여학생들이 제기하는 비판적인 시각은 "왜 동아리인 H-A에서 이렇게까

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 그쳐버려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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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비판 의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사례

IV-19]에서 진아는 H-A에 대해 비판적인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나, "굳이 여

기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비판할 뿐, "배워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제기하

지 않는다. 즉 ‘언제’ 배워야 하는가 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칠 뿐이다. 

젠더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모순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더라도 남자 알럼나

이들이 주장하듯 사회생활에서의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지금 배우길 원하진 않았지만 H-A에서 미리 경험한 것이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남자 알럼나이들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수긍한다.  

이로 인해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개인의 감정 관리 문제로 축소되고, 

이는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사례사례사례사례IV-19] IV-19] IV-19] IV-19] 임진아임진아임진아임진아(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아름팀 아름팀 아름팀 아름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임진아: H는 한마디로 하면 사회와 대학의 중간쯤. 

연구자: 어떤 의미? 

임진아: 부정적인 의미에서. 

연구자: 왜?

임진아: 내가 여기서 인간관계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인턴하면 그냥 배울 텐데 왜 굳  

        이 여기서 겪는지 모르겠어요. 리더나 팀은 회사가면 얼마나 배울 텐데 굳이   

        여기서 배울 이유가 없지 않나 싶었고. 정치나 권력 관계 보면서 대학생이 이  

        렇다는 거에 싫증 감을 느꼈고.

  하지만 여학생들이 향후 사회생활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 괴

롭고 싫어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역할 수행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 앞 절의 감

정의 훈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사람들

과의 관계 자체에서 나옴을 지적한 바 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리멘

탈”로 문제시되는 여학생들은 감정 관리의 압박에 괴로워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은 역할 수행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준다. 아래의 세진과 진아의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례사례사례사례IV-20] IV-20] IV-20] IV-20] 임세진임세진임세진임세진(23(23(23(23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누리팀 부부부부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임세진: 대회 준비하면서 밤샐 때 진짜 힘든데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사람을 잃기 싫어서 하게 되었어요. 전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기분 상하게 되고 저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

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나 경휘오빠(PM; 26세, 남자)는 누리가 클로징 되어도 별로 상

관없거든요? 프로젝트는 닫힐 수도 있죠… 사람이 중요하죠. 재밌어서 했다기보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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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안 잃으려고? 

[[[[사례사례사례사례IV-21] IV-21] IV-21] IV-21] 임진아임진아임진아임진아(22(22(22(22세세세세, , , , 여자여자여자여자) ) ) ) 아름팀 아름팀 아름팀 아름팀 PM PM PM PM 면담 면담 면담 면담 

임진아: 정말 신입덕분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 그래도 신입 언니랑 오

빤 되게 단단해서.(...) 오빠는 얘길 많이 해줘요. 고맙게.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했는

데. 수업도 겹치고. 저는 같이 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

고. 그래서 결국 둘이 하게 하기도 하고. 얘기 많이 해주는 편이고. “원래 말 잘 안 해

주는데 네가 피엠이니까 말해준다”고 하는 게 많은데. 근데 PM으로서 제대로 대처해줄 

수 없는 게 좀 많아 안타까웠어요. 고민 얘기해줘도 좋은 해결책이 나오진 않지만…… 

사실 고맙고 열심히 하고 “PM PM” 해주는 게… (전) 어린 여자애고 그런데 못 하는 것

도 많이 보일 텐데 따라주는 게 고마워요. 좋은 팔로워 같아요. 그래서 신입 때문에 열

심히 한다는 거고. 이래서 하게 되는 거구나 싶어요.

  세진은 힘들어도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해요”라고 말했고, 진아는 

H-A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분출하면서도 어리고 부족한 PM이라도 믿고 잘 따라

와 주는 신입들이 고마워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애정이 동력이 되어 때론 개인으로서는 그다지 바라지 않

고 원치 않았던 사회생활의 측면까지 학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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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I. VI. VI.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자기계발 프로그램

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토착화되어 운영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비영리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생 동아리 사례를 통해, 학생들

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을 어떻게 또래집단의 실천을 통해 토착화시켜 수

용  실천하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III장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어떻게 동아리 차원에서 수용하

여 ‘집단주의적 자기계발 실천’이라는 독특한 실천 양상을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보

았다. 먼저 미국에서 시작된 비즈니스 리더십 프로그램의 형식이 신자유주의 자기

계발담론을 담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천공동체를 형성해온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배움을 도모해왔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현재 동아리는 동아리가 아니라 “회사”나 

“군대”로 상상된다. 연구자는 강도 높은 헌신에 대한 요구와 “끈끈한” 유대에 대

한 강조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실천 양상을 한국의 전통적 집단주의의 틀로 분

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집단주의적인 실천을 통해 자기계발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은 리더들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집단

주의적 자기계발 실천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리쿠르팅 과정에

서는 조직에 헌신할 사람, ‘나’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람, 관계지향적이고 조

화로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 선호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면모를 읽어낼 수 있

었다. 신입교육 중에는 리더들이 신입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군기”를 잡는 

한편 관계성을 도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편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 팀 활

동에서는 “가족 같으면서 프로페셔널한 팀”을 만들기 위해 “부모와 같은” 리더가 

“아이들”인 신입과 팀원들을 “키워내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처럼 팀에서는 가족

비유를 경유한 집단주의적 실천을 통해 자기계발이 도모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대회 사례를 통해, 대회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스파르타식’의 집단주의적 실

천 과정을 그려내고, 대회를 계기로 팀을 넘어 H-A 조직 전체가 “하나”로서 강한 

일체감과 감정적 유대를 경험하고 “우리성”이 형성됨을 제시했다. 

  나아가 IV장에서는 집단주의적 실천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구

성원들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집단적인 통제와 훈육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젠더 문제가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포착해냈다. 

  감정은 쉽게 ‘전염’되어 조직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믿음 때문에, 구성원

들의 감정 상태는 시시각각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리더들은 집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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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통제를 수행하는 감시자 및 훈육자인 동시에 스스로가 대상이 된다. “부모처

럼”로서 “아이들”인 팀원들의 감정 상태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감정 관리, 즉 “멘탈 관리”의 압박을 받는다. “멘탈 관리”란 외부의 상황에 동요

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의 표출을 억누르며 상황에 따라 통제, 보살핌 등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정 규율을 의미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집단적 감정 훈육을 

통해 향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감정 관리를 미리 학습할 수 있다

고 자기계발의 효과를 설파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천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

에 역할 수행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대한 욕구보다 사람들과

의 관계 자체일 때가 더 많다. 이러한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 애정 등의 감정들이 

되레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감정의 훈육 과정에서 젠더 문제가 개입된다. 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실천은 남성성과 결부되는 지점이 포착되었다. 조직을 체계화시킨 핵심 리더들이 

주로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고, 군대경험과 나이라는 요

소가 작용해 “군대 다녀온 남자”와 “어린 여학생”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전자는 조직 몰입도가 좋고 “멘탈”이 강한 이상적인 구성원을 표상하고 후자는 

몰입도가 낮고 “멘탈”이 약해 지양되는 구성원을 표상한다. 어린 여학생의 “여린” 

성격은 “유리멘탈”로 명명되고 문제시된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특히 리더로 내정된 여학생들은 “멘탈관

리”에 대한 압박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 이는 비단 조직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졸업 후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미리 경험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여학생들은 힘들어도 감정 관리의 노력을 기울이며 상당 부분 체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표면행위인 “그런 척”에 머무는데, 여기서 남성성과 결부

된 “강한 멘탈”과 그 훈육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언젠가는 배워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인의 감정 관리 문제로 

축소시켜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궁극적인 역할 수행 동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다. 바로 이 애정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그다지 바라

지 않고 원치 않았던 사회생활의 측면까지 학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과 실천 간의 간극을 보여주며, 담론의 실제 수용 과정

에서 작동하는 지역적 맥락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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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계발담론이 상정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인 자아(autonomous)

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게 만든다. 자기계발담론에서 독립적인 자아란 관

계들과 맥락들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아로, 심지어 갖가지 "기술의 다발들

(bundle of skills)(Urciuoli 2008)"로 환원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

계는 시장의 합리성을 근거로 맺는 동맹(alliance)으로 축소된다. 개인은 개별화된 

경영자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개별 경영자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연합을 맺는다고 보는 것이다(Gershon 2011: 539-540). 

  하지만 자기계발담론을 일상에서 소비하고 수용한다고 할 때 정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가 주조되는 것일까?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시장 동맹(market 

alliance)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인가? 본 연구 결과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지점을 

제공한다. 연구대상자들은 외국에서 도입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담론을 수용하여 리더십, 팀워크, 감정관리 등 갖가지 자기 발전을 도모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자아의 형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고립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다. 집단주의적 자기계발의 실천 양상에 참여한 학생들의 마음에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열망과 조직 및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이 혼재되는 양상이 드

러난다. 특히 가장 힘든 순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을 사람들과의 관계와 애정, 고

마움 등의 감정에서 찾는 모습에서는 되레 사회적 관계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는 

자아의 형상이 발견된다. 이는 차라리 집단주의 모델에서 상정하는 상호의존적 자

아(interdependent self)의 형상에 더 근접한다(Markus & Kitayama 1991).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처럼 

보일 지라도, 이러한 실천 양상이 개별화된 주체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계성 자체와 애정, 고마움처럼 관계에서 파생된 

감정들이 강력한 역할 수행의 동기가 됨을 포착해낼 수 있다.

  후기 근대적 삶은 전통적 신분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탈전통화”된 삶 (기든스 

1997), 공동체를 비롯해 무거운 것들이 녹아내려버린 삶 (바우만 2005[2000]) 

등으로 묘사되며, 삶의 무게중심은 ‘개인’과 ‘자아’에 쏠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서 ‘개인’, ‘자아’, ‘심리’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상정된다는 점과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환원되어 좁은 

시각에 갇히게 만든다는 점이다. 자기계발담론과 자조(Self-help) 담론의 유행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류학, 특히 심리인류학의 관점

은 유용성을 갖는다. 심리적 과정이 어떻게 사회문화적 과정과의 상호 얽혀있는지

를 제시함으로써, 고립된 자아에 국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풍부한 상을 그려

내며 문제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기계발담론이 놓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구체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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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에 주목하여 실제 실천 양상을 그려내면서, 담론이 상정하는 개별적인, 고립

된 주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하지만 한계점은 개인의 자아와 집단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해 ‘자아됨’, ‘사람됨’의 모델로 정교화시켜 제시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궁극적인 역할 수행 동기로 제시된 “애정”을 비롯해, “헌

신”, “끈끈함” 등 민속심리적인 범주들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 역시 또 

다른 한계점이다. 이는 한국의 토착심리학, 민족심리학(ethnopsychology)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부족해 적합한 이론적 모델을 차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주된 분석틀로 활용한 전통적 집단주의에 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가 사실

상 부재해, 대신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후속 연

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본 논문과 같은 연구들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한국

의 토착심리학, 민족심리학에 대한 연구들이다. 다소 막연한 제안이나, 토착심리학

적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와 이 관계 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감정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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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Collectivist Collectivist Collectivist Collectivist Practices Practices Practices Practices for for for for Self-development Self-development Self-development Self-development 

: The case of an undergraduate club at a prestigious university 

in South Korea

Jiyoung Jiyoung Jiyoung Jiyoung YunYunYunYu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ntemporary fever in self-help in 

Korean society under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since the 2000s and 

attempts to explore how a foreign self-improvement program is localized 

and practiced in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Particularly, based on the 

ethnographic research in an undergraduate club, I examine how students 

have adopted a leadership program of an international NPO and its 

self-improvement discourses in a local context.

  The leadership program originating from the United States back in 1970s 

is to cultivate leader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by conducting a 

business project which aims to help people in need. Seeing its format as 

entailing neoliberal self-improvement discourses, I explore how students 

have adopted it by forming ‘a community of practice.' As club leaders have 

emphasize strong "devotion" and "loyalty" to the community, the club is 

now imagined as "a company" or even "a military." By analyzing the 

emphasis on "devotion" to the club and strong emotional bond with a 

model of traditional Korean collectivism, I argue that students have 

developed their own unique practices, namely collectivist practices for 

self-development.

  By looking into several crucial activities and events, I describe how 

leaders actually perform collectivist practices for self-development, 

interacting with other members. In the recruiting process, applicants who 

are likely to prioritize the club rather than him/herself are preferred. New 

members are controlled as well as cared by leaders who attempt to instill 

"devotion" and "loyalty" to the club. Especially, project managers u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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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metaphors to make an ideal team, which is both "family-like" and 

"professional." They undertake "parent-like" roles to raise their 

"children-like" team members as more devoted and competent members. In 

addition, National Competition held once in a year is to evoke a sense of 

"we-ness" among all the club members. 

  I particularly focus on affective dimensions of these collectivist practices. 

As leaders constantly evaluate the state of mind-heart of each member 

and attempt to control it in order to achieve a common goal, students are 

under pressure to discipline one's emotion. Leaders themselves are no 

exception. In fact, leaders are compelled to go through more severe 

emotional discipline since they are responsible for nurturing their team 

members. Collectivist emotional control promises on learning 'emotional 

management', which is presumed indispensible for successful social life 

after graduation. However, it turns out that relationships are the driving 

force to lead students to endure the most difficult time. Ironically, rather 

than aspirations of self-improvement, the feelings of affection and  

responsibility for community enable students to ultimately achieve 

self-improvement.

  I also examine how gender is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llectivist 

practices of emotional discipline. Collectivist practices have been attached 

to masculinity as mainly designed by male leaders and affected by two 

main factors, military experience and age. Accordingly, young female 

students' so-called "fragile" personality is problematized. Particularly, 

female leaders are forced to perform more intensive and painful emotional 

discipline. Male alumni and leaders assert that it is not only for community 

but also for themselves; since Korean society is male-centered, female 

students might as well learn emotional control before graduation. Although 

the way female students have reacted reveals some critical perspectives, 

they seem to admit the necessity of learning emotional management for 

successful social life in Korea. It shows how gender inequality prevalent in 

Korean society is reduced to a matter of individual self-management to a 

significant degree, contributing to the reproduction of exiting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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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 Nevertheless, it is mostly affection and thankfulness to other 

members that allow female students to put up with hardships and it results 

in learning what they have not expected or wanted. 

  These findings reveal the significance of considering the specific local 

contexts and social relations to capture the gap between neoliberal 

self-development discourses and practices in reality, ultimately leading to 

critically examine neoliberal autonomous self. The examples of students 

who endure the hardest time because of affection to others attest to the 

fact that one cannot be reduced to an atomized, independent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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