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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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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운동부에 속해 있는 학생선수의 운동부정체성

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이야기들을 도출하

여 학생선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부정체성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

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는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구성원이 되

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인 ‘운동

부 정체성’은 운동선수로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혼재되어 나

타나는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형성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했으며, 내러티브 탐구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했

다.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에 따라 현장(이야기) 속으로 들어

가기,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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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텍스트로,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typical case selection)을 통해 학생선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풍부한 현장 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참

여자 6명을 선정하였다. 주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

며, 연구참여자에 의해 작성된 운동부 경험에 대한 에세이도 연구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얻는 유의미한 경험을 정리해봄으

로써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다. 각 연구참여자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통해 구성된

내러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로서 본격적으로 운동부에 참여하기에 앞서 운동부 정

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진로에 대한 결

정을 내리는 경험을 한다. 둘째,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원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운동부 정체성을 가진다. 셋째, 기존의 운동부 문화

에 대해 저항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도

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과도하게 통

제된 운동부 생활 속에서 운동부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에서 고려해야 할 3차

원적 탐구 공간인 시간성, 장소, 사회성의 맥락을 중심으로 시간적 내러

티브(시간성), 공간적 내러티브(장소), 관계적 내러티브(사회성)로 구분하

여 도출하였다.

첫째, 시간적 내러티브를 통해 ‘정체성 탐색’,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

입’, ‘정체성 확인’, ‘정체성 위기’, ‘정체성 재구성’ 순으로 이루어지는 운

동부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도출하였다.

둘째, 공간적 내러티브는 정체성 경험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운동

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공동 생활 공간(합숙소 등)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학교 교실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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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주로 훈련상황이나 경기 중에 발생

하며 ‘동료의식의 생성’,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지도자’를 경험하고 있었

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형성은 주로 합숙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합숙소를 중심으로 ‘학년에 따른 계급화 경

험’과 ‘통제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 교실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형성은 주로 학생으로의 역할이 요구될 때 나타나며, 학생선수는 교실에

서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되면서 ‘소외의 대상’ 그리고 동시에 ‘동경의 대

상’이 되는 공간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적 내러티브는 운동부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얻는 경험을 중심으로 ‘수동적 정체성의 습득: 역능성의 상실’, ‘운동선수

의 정체성 내세우기: 정체성 몰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관계적 측면

에서 학생선수가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역능성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운동부 정체성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

는 다른 주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동선수의 역할에 과도하게

매몰되는 경험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구성원으로 경험하는 정체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선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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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 내러티브 탐구,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 정체성 형성 과정, 운동부 

문화  

학번 : 201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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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이야기를 열기 : 학생선수로서의 경험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생선수로서의 경

험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물을 무서웠던 나에게

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주기 위해 수영을 가르쳤고, 이러한 계기로 나

는 수영 선수로서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수영 선수로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었던 나는 ‘무서움’의 감정을 제일 먼저 느

꼈다. 아직도 처음 운동에 참여했을 때 일이 생각난다. 코치 선생님은 나

에게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자유형 100바퀴 돌아,

2,000m 수영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다.

‘무서움’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은 ‘구타’에 대한 것이다.

어렸을 적 나는 사실 내가 수영선수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

으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맞아야만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

제로 같이 훈련에 참여한 한 학년 어린 동생은 자신은 맞아야만 기록이

향상되니, 시합 전에는 항상 맞고 싶다는 이야기를 탈의실에서 서슴없이

하곤 했다. 우리는 주로 대걸레 자루나 쇠몽둥이로 엉덩이 혹은 허벅지

를 많이 맞았다. 대부분 수영복을 입고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멍자국이

없어질 날이 없었다. 하물며 멍자국이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

으며, 어쩌다가 멍자국이 없는 친구를 샤워실에서 보게 되면 그 친구를

지도자가 특별히 좋아한다며 배신자라고 놀렸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험을 비판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나는 매

우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의 수영선수 경험은 단순히 운동에 참여한 경험

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운동부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어 나타난

경험이라고 느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문화들을 학부모들이 방

조하고 용인했다는 것이다. 내가 수영을 했던 수영장(훈련장소)만 하더

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주로 2학년에서 6학년)의 수영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이 구타를 당하고, 때로는 가



- 2 -

혹행위라고 느껴질 정도의 훈련이 매일 이루어져도 그 누구도 항의하거

나 의문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의 수영실력이 향상되면 그만이라

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듯 보였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대학원에 들어와서 학문을 배우고 사

회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서 줄곧 학생선수 문

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나는 단지 폭력, 성폭력, 학습권에 대한 문

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야기한 원인, 그리고 왜 학생선수들은 이

러한 문화 속에서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초등학교 시절 같이 운동했던 형, 누나, 동생들을 가끔 만나곤 하는데

각자의 어린 시절 기억을 물어보면, 누구도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단지

부모님이 시켜서, 혹은 코치 선생님이 시켜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매우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생

각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는 학

생선수들을 부모나 지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

하면서 이러한 결정들이 잘못되거나 보완할 것이 필요할 때 지도나나 부

모들이 개입하면, 학생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은 더욱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형성된 습관들은 학생선수를

지속하거나 학생선수를 그만두고 일반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하더라도 학

생선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선수들을 지도할 때

는 더욱더 세심한 교육적 측면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잠시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수영을 그만두

게 된 것은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영을

그만두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나 스스로

가 학생선수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회

에 입상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대회에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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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월요일 아침 조회시간에 교장선생님께서 상장 수여식을 하는데, 초

등학교 5학년이던 어느 월요일 조회시간에 수영대회에서 입상한 상장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게 되었다. 상장을 받은 나는 뿌듯함을 느끼면

서도, 내가 상장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대단하다는 듯이 바라보

는 학급 친구들의 시선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는 내가 하고 있는 운동과 같은 학외 활동을 다른 친구들도 다 하고 있

는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는 수영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는 것은 나에

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은 이후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힘들고 맞아서 아프기

만 한 수영은 나만 하는 것이었구나...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는 것을 나

는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걸 왜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커져갔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것은 그 또래 다른 학생들이 그렇듯 TV에서 방

영되는 만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 노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

영을 하고 있던 나에게는 만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기회

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나는 만화를 보고 싶어 아파트 상가 내

TV를 틀어주는 곳에서 만화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 운동시간에 늦어서

지도자와 부모님에게 엄청 혼난 적도 있다. 내가 만화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또래문화에 속하고 싶었던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인

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에 TV에서 방영하는 만화영화는 초등학

생들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가 생활이었고, 이 때문에 TV만화를

본다는 것은 다른 또래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함께 한다는 것을 의

미했다. 하지만 학생선수로서 수영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또래문화를 친

구들과 함께 공유하기 어려웠다. 수영훈련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는 연대

의식이 강했을지 몰라도 학교의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운동을 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운동에 대한 거부감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표출되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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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나긴 설득 끝에 결국 수영을 그만 둘 수 있게 되었다. 운동을 그

만두고 난 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며, 또래들처럼 학원에도 갈 수 있었다. 운동을 할 때 내가 받지

못했던 혜택을 받는 느낌이었다. 성격도 소극적인 성격에서 친구들과 어

울리면서 약간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축구,

농구 등과 같은 다른 운동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수영을 그만둔 바

로 이 시기였다.

운동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지나면서 나는 문득 수영을 했을 때가 기

억이 나기 시작했다. 수영을 그만두었을 때 대회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지

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다시 설득한 끝에 중학교 2학

년이 되기 직전에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때는

이전에 했던 팀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전문적인 형태의 훈련을 하는

팀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다. 팀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선

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서울에 있는 초/중/고에 소속되어

있었다.

팀에서 나는 ‘돌연변이’였다. 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다른 학생선수에

비해 나의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으며, 그들은 나에게 항상 수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곤 했다. 학업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해 그들

은 의아해 했으며, 학업성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

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다. 그들에게 운동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학업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였다. 예를 들어, 코치와 감독은 내가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중요한 시합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 나의 결정에 대해 쉽게 이

해하지 못했다. 다른 학생선수들과 그들의 부모님도 내가 다른 일반 학

생들처럼 시험을 보거나, 서울에서 열리는 시합도중 학교에 갔다 오는

것을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소위 ‘공부하는 학생선수’

로서 최대한 생활해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기존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튀려하는 돌연변이로만 보였을 것이다. 나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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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팀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학업성적이

비교적 준수하고 학업생활에 최대한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팀의 주류문

화에서 소외되었다.

학교에서도 나는 ‘돌연변이’였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생활은 일반학

생들과 다름 없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는 축

구를 하고 시간이 되면 학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운동을 다시 시작한 2

학년부터는 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두 시간 정도의 아침운동을 하고 학교에 등교하였다. 학교를 마치면, 잠

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웨이트트레이닝 및 지상

훈련을 하고 7시부터 9시 넘어서까지 수영훈련을 하였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다른 학급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수영선수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를 뭔가 특

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욱이나는 수영을 하면서도 상

대적으로 괜찮은 학업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나는

학생선수로서 전문적인 운동에 참여하지만 성적도 상위권인 이상한 학생

선수(혹은 운동선수)로 비춰졌을 것이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하루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공부 시

간을 가질 것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이 끝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매일 책상 앞에 있어야만 했다. 수영훈련을 하면서

신체도 지치고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었을 텐데, 아직도 스스로 의아하

게 생각하는 점은 이 시기의 성적이 나의 중학교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좋았다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나의 경험 때문에, 운동과 학업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있다. 비록 시간적인 이유와 체력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운동부 문화가 조성되고 적

절한 환경만 갖춰진다면 운동과 학업이 병행될 수 있음을 나는 학생선수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한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는 다시금 학생선수생활

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이러한 회의를 느끼면서 결정적인 계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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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그만 두게 되었다. 내가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

로 폭력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훈련을 했던 팀보다 중학교 시절의

팀은 더욱 엄격하게 학생선수들을 관리했으며, 이와 관련한 폭력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에 구타가 가해졌으며,

가끔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

구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 맞으면서 운동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내가 무척 하고 싶어 했던 수영 운

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타와 이와 관련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수영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학생선수로서의 경험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학생선수 문제에 관심

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보조연

구원으로서 운동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관련된 정책연구에 참여하였으

며,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문화를 조금이나마 파악하

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선수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보니 다양한 학생선수 및 지도자를 접할 수 있었으

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현재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비록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 만나게 된

많은 다른 학생선수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전과 비교하여 구타나 가혹행위만 줄어들었

다는 점이다. 내가 운동하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제한받고 있

었고, 운동부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으며, 주체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보

다는 다소 수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음에

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들은 20여 년 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나는 학생선수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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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의 경험은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관

심을 가지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라는 박

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로

서의 경험은 학생선수들의 경험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학생선수의 정체성과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편견, 선입견, 가정이 되어 연구결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중지(epoche)와

괄호 치기(bracketing)를 통해 이를 경계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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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선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간으로 각종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서 대한민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류태

호, 2005; 안민석, 2002; 조남용, 이영국, 2013).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학생선수들이 포기하고 참아내야 했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

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으

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학습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김영미, 2009; 박기동, 2014; 박창완, 임용

석, 이승훈, 2010; 황정임, 허현미, 선보영, 2008; 이양구, 2013;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 조욱연, 2013; 홍덕기, 류태호, 2007)

학생선수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인권에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또래집단과의 정서적인 소외, 경기력을 위한 신체의 도구화, 집단

주의로 인한 생활의 통제 등도 학생선수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문화

들로 인식되고 있다(한승백, 2014).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문화들을 학생

선수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의 문화로 인식하게 하여,

학생선수들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Coakley, 2011).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운동선수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한다(강창곤, 2003; 김양종, 정구영, 2003; 조미혜,

2004).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지도자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

을까 등 학생선수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인다. 심지어 그릇된 판단 하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포기해가며

학생선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정작 학생선수들은

자신들이 학생선수로서 경험해왔던 것들을 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다. ‘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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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답변을 찾는 과정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하위문화에서 ‘왜?’라는 질문은 학생선수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학생선수 문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부정적인 하

위문화에서 찾는다(강신욱, 2003; 김동현,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이

혁기, 2011; 이혁기, 임수원, 2010; 최원일, 2006; 한승백, 2014). 물론 부

정적인 하위문화 속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부정적

인 학생선수의 하위문화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 의해 지

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이다(Castells, 1997).

학생선수들은 일반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다른 형태의 발달과정을 경

험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의 발달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운

동선수로서의 발달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학생선수들

이 겪는 발달과정의 주된 특징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하는 환경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Parham, 1993).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학생으로서의 정체

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선수 정체성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교

차지점에 위치한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즉 운동부 정체성이 자

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학생선수의 생활은 주로

운동부와 관련된 일상으로 채워져 있으며,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

성은 학교 생활과 운동선수 생활 모두에 깊게 관련 되어 있다. 이는 학

생선수의 하위문화에서 운동부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용석, 류태호, 2013; 강유원, 강덕모, 김이수,

2011; 이혁기, 임수원, 2010). 운동부라는 장(場)은 학생선수들이 운동선

수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면서, 또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학

생선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정체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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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학생선수의 정체성은 크게 개인적 차원(individual-level)의 정체성과

집합적 차원(Collective-level)의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개인과 자

아를 동일시(identification)하면서 나타나는 정체성으로, 특정한 집단 속

에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서 갖게 되는 정체성이다. 학생선수의

정체성 중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즉 운동부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합적 차원의 정체성은

사회적 범주를 통해 구분된 특정 집단(계층)과 동일시하여 형성되는 정

체성을 의미한다.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은 집합

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

에 따라 형성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Ashmore & Jussim, 1997).

학생선수와 관련된 부정적 문제나 사건들은 학생이나 운동선수로서의

집합적 차원의 정체성이 발현되면서 나타나기 보다는 운동부 구성원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이 왜곡되어 발

현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살펴 봤을 때,

학생선수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이 운동부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의 정체성 중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즉 운동부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학생선수에게 있어 운동부 정체성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

교 운동부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주로 단체종목)에서는

운동부문화가 요구하는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학생선수로서의

경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

로는 원치 않는 운동부 정체성을 강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도 한다.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은 그들의 문화

를 관행적으로 고착시키고 있으며, 이는 운동부 정체성의 구성 내용 및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선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학생선수의 하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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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대한 연구(강신욱, 2003; 김동현,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이혁기, 2011; 이혁기, 임수원, 2010; 최원일, 2006; 한승백, 2014 등), 사

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운동선수의 생애주기별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

(서정철, 2011; 전민주, 2004 등), 측정변인으로서 운동정체성(athlete

identity)이 다른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강효민, 2012a;

강효민, 2012b; 김성일, 2015; 박승하, 김효미, 윤지인, 2014; 박중길, 김경

원, 2013; 송우엽, 2000; 유경호, 장세용, 최경아 김승철, 2013, Danall,

2002; Mitchell, Richardson, Eubank & Littlewood, 2014 등)가 있다. 학

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생선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등과 같은 집합적 차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학생선수의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

인 운동부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탐색을 통해 학

생선수들이 운동부원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운동부

원으로서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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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학교 운동부에 속해 있는 학생선수의 운동

부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이야기들

을 도출하여 학생선수 운동부정체성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

성하였다.

첫째,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운동부 구성원으로 다양한 경

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측면

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은 구조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조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를 재생산

(Burke & Stet, 2009; Stryker, 1987; Giddens, 1984)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속해 있는 구조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선수들의 운동주 정체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선수들이 처음 운동부의 구성원이 되는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운동부원으로서 학생선수들은 지도자 혹은 동료와 어떠한 관계

를 맺고 있는가?

셋째, 운동부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이

와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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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운동부 정체성은 학생선수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정체성(Parhams, 1993)으로서 운동선수 혹은 학생으로서

가 아닌 운동부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선

수들이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겪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다시 이야기하기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

를 도출하였으며, 내러티브 탐구에서 고려해야할 내러티브의 3차원적 공

간인 시간성, 공간, 사회성을 중심으로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부 정체성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첫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시간적 내러티브(시간성)는 어

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공간적 내러티브(공간)는 어떻

게 나타나는가?

셋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관계적 내러티브(사회성)는 어

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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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주요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활용하였다.

가. 학생선수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김양종, 정구영, 2003)하며, 최근에는 기존 학생선수들이 주

로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에 더욱 치중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서 ‘학생선수’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선수는 종목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집단에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운동부’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도자나 시설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운동부(예. 수영클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의 운동부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클럽

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종목이 개인종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

다. 두 가지 형태의 운동부는 운영 방식이나 목적 등에 있어 큰 차이점

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 형태의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정

체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선수’를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되는 운동부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의

미로 사용하였다.

1) 이를 근거로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선정했던 8명의

연구참여자 중 클럽을 중심으로 운동부 생활을 해왔던 2명(수영)을 분석대상에

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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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체성

정체성은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조직 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합하

면서 형성된다(한상철, 2005).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에 의해

개인은 복수의 ‘―으로서의 나’를 가지게 되는데,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

은 복수의 ‘나’를 다른 조직구성원과 동일시(identification)시키면서 통합

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시’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일관된 ‘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무리 조

직 내에서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연속선상의 ‘나’라

는 존재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

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

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나’에 대한 균

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간의 조화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Castell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의 개념을 토대(한상철, 2005; Berke, 1991; Castells, 2004;

Jenkins, 1996; McCall & Simmons, 1978; Stryker & Serpe, 1982)로 정

체성의 개념을 ‘집단 내 다른 사회적 타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형

성, 유지, 변화되는 개인의 특징과 역할’라고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하였

다.

또한 정체성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획득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

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에서 주체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McCall &

Simmons, 1978; Stryker & Serpe,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체

성을 형성, 유지, 변경, 지속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겪는 일련의 경

험을 ‘정체성 경험’으로 정의하고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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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부 정체성

어느 집단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

는 가치와 규범을 획득하는 과정, 즉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학

생선수라면 누구나 신입생으로서 새로운 운동부의 구성원이 되고, 운동

부의 하위문화를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운동부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individual-level)의 정체성과 집합적 차원

(collective-level)의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위문화를 경험함으

로써 획득하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에 더

가깝다.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Who am I?)”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자아를 집단 내의 다른 개인과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설

명할 수 있다(Stryker & Serpe, 1982). 이를 운동부 집단에 대입해 보면

학생선수는 운동부의 하위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운동부에서 내가 차

지하는 역할과 지위를 기반으로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초점을 맞췄던 학생선수의 정체성은 주로 운동선수로

서의 정체성과 학생선수의 정체성이었던 점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운동

선수로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운동부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정체성(Parhams, 1993)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운동부는 학교생활 이루어지는 곳이자,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이 이루

어지는 곳으로 학생선수의 정체성이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공간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부 정체성의 개념은

‘학생선수들이 운동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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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운동부 정체성의 구성 과정 및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어 학교 운

동부를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

교 밖에서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목에서의 학생선수들의

정체성 경험은 다루지 못했다.

둘째, 농구, 축구, 테니스 등과 같이 비교적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연

구참여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수 수가 적고 인기가 부족

한 종목의 학생선수들의 정체성 경험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셋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주로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환경이 학생선수 및 운동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내러티브 연구의 현장텍스트 수집과정에서 주로 심층면담을 활

용했기 때문에, 사진, 참여관찰 등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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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학생선수

가. 학생선수의 환경

한국의 엘리트 체육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올림픽

을 비롯한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엘리트 체육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

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주도적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영향이

컸다(류태호, 2005; 안민석, 2002; 조남용, 이영국, 2013)고 할 수 있다.

엘리트 체육의 목적 중 하나가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국위

를 선양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소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성장을 주도 했던 국가 주도적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간은 바로 학생선수이다. 1972년 ‘학교체육

강화방안’과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6337호)’에 따라 ‘체육특기자 제

도’가 시행된 이례로 지속되어온 학생선수 제도(조남용, 이영국, 2013; 한

태룡, 박영옥, 김정효, 이병준, 2008)는 한국 엘리트 체육이 현재의 위상

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학생선수

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엘리트 선수 중 학생선수의 구성 비율을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엘리트

선수 약 14만 명 중 학생선수는 약 10만 명으로 전체 엘리트 선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대한체육회, 2016). 따라서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

템에서 학생선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70%에 속

하지 않는 다른 선수들 또한 대부분 학생선수 기간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학생선수(학생운동선수, student-athlete)의 개념은 1951년부터 1987년

까지 NCAA 실무 위원장이었던 Walter Byers가 1953년에 처음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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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널리 사용된 개념으로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양종, 정구영, 2003). 우리

나라의 경우 학생선수 제도의 근원을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972년 체

육특기자 제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운동선수로서

일정한 기량을 지닌 학생에게 학업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

학하여 특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당종목 육성학교에 배

정 받을 수 있게 하며, 입학금을 면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선수

로 육성하는 제도’로 정의 할 수 있다(체육과학연구원, 2008).

체육특기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자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

만 체육특기자 제도는 시간을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차

최초의 취지가 퇴색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체육특기자로 선

발된 선수는 학업에 참가하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운동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치부되

었다(박기동, 2014; 박창완, 임용석, 이승훈, 2010; 이양구, 2013;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 홍덕기, 류태호, 2007).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운동선수의 인권문제

가 강조되었다. 특히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

가 학계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지적되면서부터 ‘학생선수’의 개념이 부각

되기 시작하였다. 학생선수 개념의 부각은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모토로

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학생선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을 운동선

수에서 학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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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선수와 관련된 이슈와 쟁점

김정명(1999)은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로 체육특기자 문제를 제기하

면서, 학생선수의 인권을 청소년권으로 확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

하고 있다. 청소년인 학생선수는 통제와 억압을 강요당하고 공동체를 위

한 인내를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면서 통제된 생활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적 목적, 필요악이라는 폭력의 정당화 담론을

통해 인가된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비인권적인 환경 속에서 운

동 외적으로도 학생선수들은 인간소외(친구들과의 소외, 따돌림, 학습부

진아로서의 소외 등)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생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생선수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

기는 학생선수 제도가 도입 된지 30여 년이 지난 2000년 대 초에서야 이

루어졌다. 학생선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을

통한 엘리트 체육의 외형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선수 제도가 가지

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소 저조했기 때문이다.

체육계 내부적으로도 학생선수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

세를 취했으며, 이는 학생선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권순용, 나영일, 박일혁, 권성호, 주종미, 2010).

1) 폭력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운동부 문제

선수 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

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신적 폭력 등을 통해 신체, 정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권순용, 조욱연, 김방출,

권성호, 허현미, 2012).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는 비단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선수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대상에게 폭력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엘리트 육성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선수 시절부터 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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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운동선수 구타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체육과학연구원, 2005)

라는 폐쇄적인 조직 속에서 폭력적인 문화를 관행적으로 습득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특기자제도가 생겨난 이후 학계와 언론에 의해 학생선수의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강신욱, 1998; 김정명,

1999; 함정혜, 1997), 선수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계기는 2003년 3월에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학생선수들을 둘러싼 비인권적

환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학생선수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요구 속에서 대한체육회

는 학생선수를 비롯한 운동선수의 인권문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05

년 ‘선수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운동선수

중 78.1%가 구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엘

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

다. 이는 한국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이 그동안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

어 왔던 승리지상주의와 성과제일주의에 비롯된 것으로 경기력 향상이라

는 미명하에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통한 규율 및 훈육을 정당화시켰던 그

릇된 운동부 문화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기 때문이다(고은하, 2005; 류

태호, 2005; 임수원, 2005; 홍덕기, 류태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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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학생선수 문제

학생선수의 성폭력도 폭력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지속

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으며, 특히 언론에서는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

해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도 하였다(김영미, 2009; 조욱연, 2013; 허현미, 선보영, 황정임, 2008).

2005년을 기점으로 운동선수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언론, 학계, 체육관

련 단체의 관심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KBS ‘시사기획 쌈’이 ‘스포

츠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엘리트 체육이 안고 있는 운

동선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면서 운동선수에 대한 구타 및 가

혹행위 문제와 함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선수

성폭력이 선수 인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2010년부터 실시된 대

한체육회 선수(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 내용에 추가

되었으며, 운동선수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

력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다.

선수 성폭력은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선수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 유인하는 행위’로 크게 선

수성희롱, 성추행, 강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권순용 외, 2012).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

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는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행위’를 뜻한다. 선

수 성폭력의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성폭력은 지위와 힘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학생선수가 속해 있는 운동부의

권력적 위계성은 이러한 지위와 힘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해주기 때문

에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김성하, 전원재, 임수원(2015)은 절대적 권력 관계의 공고화, 잦은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의 수용,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부족,

합숙 중심의 훈련체계 등의 이유 때문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

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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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가장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있다. 엘

리트 스포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경기력 향상이라는 명제 하에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현실에서 학생선수들은 공부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2004

년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에서 ‘최저학력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이후에도 운동선수의 ‘학습권’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최저학력제 혹은 학습권 보장제

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던 2000년대 중반에는 학생선수들의 정

상 수업 미이수율은 시합직전에는 51.2%에 이르렀으며, 이 중 43.2%에

해당하는 학교에서는 수업 결손으로 인한 보충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학업저

하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6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선수 527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선수 202명에 대한

성적 현황조사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은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것

(중: 평균 53.1, 고1: 평균 46.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 당

시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운동부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

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인식 매우 저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류태호(2005)는 학교운동부 육성의 패러다임을

‘엘리트 중심 학원 스포츠’에서 ‘전인적 성장 중심 학원 스포츠’로 이동시

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학생선수들이 그동안 국가주도의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

권’은 물론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생선수도 본래

‘학생’임을 강조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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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선수 대상의 정책

1) 운동부와 학생선수 정책

엘리트 체육과 관련된 정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 문화

체육관광부는 학교 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2009년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하였으며, 국회에서는 2007년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학생선수 인권 문제 해결을 위

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문

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

책’을 발표하여 선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같은 해에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법적 측면에서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을 통해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10대의 과제를 발표하였다(문화

체육관광부, 2013).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서 주목할 것은 폭력 및 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처벌을 천명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성폭력 가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징계기

준을 강화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

육회에서는 총 4회2)(2005년, 2010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운동선수의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스포츠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매뉴

얼(2011년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축구, 2012년 스포

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개인/단체/투기 종목 등), 가이드라

인(2009년 선수 인권보호 가이던스, 2010년 스포츠인권 보호 가이드라

2) 2005년 실태조사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조사만 이루어졌으나

2010년부터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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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교육, 홍보 등 선수인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선수권익보호부와 스포츠人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선수인권 향상

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선수의 인권으로써 ‘학습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습권 보장의 필

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측

면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었다. 정책적 노력의 일

환으로 2008년 체육과학연구원(현 스포츠개발원)은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한태룡 외, 2008)’를 수행하였

으며, 이는 2010년 발표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최저학력제도’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최저학

력제도’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통해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입법되면

서부터는 ‘학습권 보장제’로 명칭을 바꾸어 법정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

다(체육과학연구원, 2014).

2) 운동부 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폭력, 성폭력, 학습권과 관련된 학생선수 인권 문제 해결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선수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선수의 구타 경험은 최초로 실태조사가 실시된 2005년에는

78.1%이던 것이 2014년에는 15.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성희롱 경험도

운동선수의 성희롱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던 2010년 28.2%

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12.5%로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은 아직까지 15.4%에 해당하는

선수가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12.5%에 해당하는 선수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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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희롱)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희롱을 경험한 선

수가 2012년 9.4%이던 것이 오히려 2014년에는 12.5%로 증가한 점에 비

추어 봤을 때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선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들이 추진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대한체육회, 2014).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학습권 보장제도 시행 이후에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자 및 교사, 학생선수의 인식 또한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강유

원, 강덕모, 김이수, 2011; 유정애, 2012; 체육과학연구원, 2014). 하지만

운동부 주체들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

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정책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실행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체육회, 2014; 임새미, 2014).

이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금의 정책을 현장에 온전히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시행에 있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근원적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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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념 설명

Giddens(1991) 어떤 대상에 대한 성찰적 인식((reflexive awareness)

Castells(1997)
의미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특징 또는 문화적 특징

들의 집합이라는 기초 위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

표 1 . 주요학자들의 정체성 개념

2. 정체성

가. 정체성 개념의 이해

1)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identity}의 기원은 ‘지속성(continuity)’ 혹은 ‘동일함

(sameness)’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idem’에서 찾을 수 있다. 정체성에 대

한 개념은 과거에는 별로 쓰이지 않다가 심리학과 사회학이 발전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20세기 이후부터 일상생활과 학술적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Scott & Marshall, 2005). 학술용어로서 ‘정체성’은

사회학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개념으로 ‘정체성’의 본질이 ‘나’에 대한 이

해라고 봤을 때 사회학은 본질주의자(essentialist)들이 가지고 있는 ‘나’

의 정체성과 관련된 관점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본질주의자들은

‘진정한 나(the real me)’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사람마다 독특한 알맹이

(core)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사회학에서는 이에 대한 전제

에 대해 비판적 논점을 취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

(constructed)되거나 만들어진(invented)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관점 그리고 학자마다 다양하게 이해되

고 있지만 정체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음은 <표 1>은 주요 학자들이 연

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정체성’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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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1999) 자아이해 (self-understanding)

Wendt(1994)

한 행위자가 타자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사회적 객

체(social object)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의미들

의 집합

Jenkins

(1996)

개인이나 집합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

합체들과 구별되는 방식들

Berke(1991)

누군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의미’

McCall &

Simmons(1978)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개인의

특징과 역할

Stryker &

Serpe(1982)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을 성찰적으로 인지

하는 것.

정호영(2001)에서 재구성

2) 정체성 구성목적에 따른 유형 : Castells(2004)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구성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체성이 사

회적으로 구성될 때는 사회적 관계 속에 전제되어 있는 권력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astell은 정체성이 구성되

는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Castells, 2004).

w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 : 사회적 제도에 의해 구성된 정

체성. 이 정체성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배를 강화시키거나 지배논리를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w 저항적 정체성(resistance identity) : 지배 논리에 의해 폄하되거나 비

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자 들이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정체성을 의미

한다. 저항적 정체성은 저항과 생존의 경향을 추구하며, 이와 같은 정

체성의 맥락은 정체성 정치의 출현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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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기획적 정체성(project identity) : 이용가능한 문화적 재료를 이용하

여 목적에 따라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재정의하여

새롭게 도출해낸 정체성.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전환을 목적으로 상

대의 지위나 정체성을 재개념화하기도 한다.

3) 정체성 상태의 범주 : Marcia(1980)

사회심리학자인 Marcia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경험하는 정체성을 아

래 제시하는 4가지 상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Marcia는 정체성

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위기(crisis)’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체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방황을 의미한다

(Marcia, 1980; 조복희, 2004에서 재인용).

w 정체성 성취 : 정체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적절히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태

w 정체성 유예 : 아직 정체성 위기의 과정에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확인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

체적인 의사결정이 다소 어려운 상태

w 정체성 유실 : 정체성 위기의 과정 없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사결정을 하는 상태

w 정체성 혼동 :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는데 실패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 이 상태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회피하며 의사결정에

관심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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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rcia의 정체성 지위 단계(서정철, 2011)

서정철(2011)은 육상선수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교육적 과정 탐구를

주제로 한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시기별 정체성 상태를 Marcia

가 제시한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시절은 정체성 혼미 단계, 중고등학교 시절 정체성은 폐쇄, 대

학 및 실업팀 초기 시절은 정체성 유예, 실업팀 후기 및 지도자 시절은

정체성 성취 단계를 경험하였다. 서정철(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있어서도 Marcia의 정체성 상태 범주를 통해 학생선수가 경험하

는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체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 31 -

나. 정체성 관련 이론

1)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이해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연구의 성과로부

터 도출되었다. 사회적 정체성은 크게 개인적 차원(individual-level)의

정체성과 집합적 차원(Collective-level)의 정체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개

인적 차원의 정체성(individual-level identities)은 “나는 누구인가(Who I

am)”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범주를 가지고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개인과 자아를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

합적 차원의 정체성(collective-level identities)은 “우리는 누구인가(Who

we are)”를 설명하기 위해 정해놓은 사회적 범주를 통해 특정 집단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뜻 한다(Ashmore & Jussim, 1997).

두 가지 차원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개인의 자아(self)가

사회적(social)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자아’에 대한 규명은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적(social)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라고 부른다(Ashmore,

Jussim, 1997).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연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 전통은

상징적 상호작용 주의(symbolic interactionlism)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했

으며, George Herbert Mead에 의해 논의된 자아(self)의 이해에서 이론

적 연원을 찾을 수 있다. Mead의 관점에서 정체성은 다른 사회적 구성

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Mead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바로

지속적인 변화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상

호작용 과정에서 자아(the self)를 성찰적으로 인지하고 대상(object)으로

서 주체를 다루는 과정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자

아에 대한 성찰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의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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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전통에 입각한 정체성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Burke & Stets, 2009).

상징적 상호작용 주의 관점에서 자아(self)와 정체성(identity)은 상징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변

화한다(Mead, 1934).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타자의

양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 양태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으로서

의미(meaning)를 가지게 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론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의 정

체성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구성된 정체성은 사회

적 의미를 가진 문화적 행동양식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2) McCall & Simmons(1978)의 역할 정체성 이론

McCall과 Simmons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핵심개념

은 ‘역할 정체성(role identity)’이며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개인의 특징과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Ashmore &

Jussim, 1997).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지위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인종, 성, 인종 등), 사회적 역할(관습적-아버지, 어머니 등 그리고 일탈

적인-알콜중독자, 범죄자), 특징적 활동에 의해 정의되는 지위(골프 치는

사람, 오페라 팬 등) 등을 포함한다. McCall & Simmons는 역할정체성

이론을 주장하면서 다양한(multiple) 역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특정 상황에는 발현되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아’로부터 구성된다. 개인의 ‘이상적 자아(ideal

self)’는 가장 보상가치가 높은 형태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할 정체성

에 대한 위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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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아’는 자신에게 가장 큰 보상과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로

역할 정체성의 위계(hierarchy)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는 타자(the other)들의 상황적 요구가 역할 정체성의 위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출성이 낮은 역할 정체성에 의한 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인은 정체성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상황적(situational) 자아와

이상적(ideal) 자아의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역할 정체성의 위계가 바뀌는 경우 자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위계가 바뀌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게 된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빈번히 수행되는 상황적 정체

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 정체성의 위계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

(McCall & Simmons, 1978).

3) Stryker(1987)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 할 때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한 정체성

을 선택하게 되는가? Stryker는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라는 질문을 성찰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체성은 관계

의 유기적 구조, 행동적 기대 혹은 역할에 근거하여 발현된다고 주장하

였다(Stryker, Serpe, 1982). McCall & Simmons가 정체성의 바탕이라고

주장했던 사회적 역할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상호관계에서 획득한 사회적 지위(개인의 스타일,

성격적 특성 등)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정체성도 존재한다. Stryker는 기

존의 McCall과 Simmons의 정체성의 개념을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

측면의 정체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시켰다(Ashmore & Jussim,

1997). Stryker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통해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

서 자아의 구조가 형성되는 기전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Stryker는 자아(self)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회

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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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차별화(differentiated)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자아 또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차별화되고 조직화된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Stryker는 정체성이 발현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체성 몰입

(commitment)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만들어냈다. 정체성 몰입이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정체성에 몰입하는 형태로 정체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체성 몰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체성 중 선택된 하나의 정체성

이 몰입의 형태로 발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Stryker에 따르면 개인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회적

구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position)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McCall & Simmons(1978), Stryker(1987)의 연구의 차이점은 McCall

& Simmons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잠정적이고 미묘한 정체성 협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Stryker는 개인의 자유 의지

혹은 중 주체(the I)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결정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소소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론의 전제나 추구하

는 가치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McCall & Simmons(1978) 그리고

Stryker(1987)의 사회적 정체성 연구가 갖는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Ashmore & Jussim, 1997).

1. 사회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2. 두 이론적 입장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정체성

수행의 동기라고 말하고 있음.

3.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 수행될 것을 예상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보상을 통해 정체성의 위계가 결정된다는 입장.

4. 개인적 차원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질서

의 유진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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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rke(2009)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

Burke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정체성이 나타날 때 작동하는 내적 동

학(dynamics)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초기의 정체성 연구에서는

정체성과 행동이 일반적 체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

지만 Burke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사회적 구성원이 모두 공감하는

하나의 일반적 체계가 존재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

난다고 주장하였다(Burke, 2009). 다시 말해 Burke(2009)는 주체가 자신

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

게 통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Burke(2009)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아에 부여된 의미(self-meaning)

를 중시 하였다. 개인은 정체성에 부여된 의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

호작용하며 자신이 견지해야할 역할에 대해 더욱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부여하는 정체성의 의미가 옳거나 그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정체

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이라고 한다(Swann, Rentfrow & Guin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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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선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

1) 학생선수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학생선수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연구는 학생선수로서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연구, 운동선수 집단에 내재된 부정적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 운동

선수 정체성(athlete identity)과 관련된 연구와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학생선수로서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 ‘공부하는 학

생선수’ 담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이혁기, 임수원, 2010).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생선수로서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이혁기, 2011). 학생선수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개인의

자아(self)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을 하게 된다. 이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self-meaning)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al)을 통해 생성(Burke, 2009)되

는데, 이는 사회가 학생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image)와 요

구(need)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을 중시해왔던

역사적 맥락에서 ‘학생선수’에게 요구되었던 ‘운동선수’로서의 사회적 역

할과 기대는 학생선수의 역할 정체성을 ‘운동선수’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

다. 하지만 최근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은 학생선수들에게 이전 보

다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운동선수로서의 ‘학생선수’의 정체성과 학생으로

서 ‘학생선수’의 정체성의 갈등을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경험하는 정

체성 혼란은 청소년기의 정체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Erickson,

1982). 특히 우수한 경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학생선수(이하 비우

수 학생선수)들에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비우수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내에서도 부족한 운동능력에 기인해 진로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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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지도자들과 갈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김무영, 조미혜, 2004).

두 번째로 학생선수 집단에 내재된 부정적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가 있

으며, 이 연구들은 대부분은 학생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하위문화의

규명을 통해 학생선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폭력, 성폭력, 학습권 문제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훈련 중심의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작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주변인으로서의 소

외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제

로 섬(zero-sum) 문화, 삶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하는 통제와 규율의 문

화, 소외에 의해 괴리된 운동부 문화 등의 부정적인 문화양상은 학생선

수가가지고 있는 주된 하위 문화적 특성이다(강신욱, 2003; 김동현,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한승백, 2014).

마지막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

정체성(athletic identity)’이 다른 요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운동정체성(athletic identity)’은 특정 개인이 ‘운동선

수’라는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운동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운동선수로서 ‘나’의 정체성

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정도(degree)를

의미한다(박진경, 2010; Brewer, Ralte, Linder, 1993). 이와 관련된 연구

는 대부분 변인으로서 운동선수 정체성과 다른 사회 심리적 변인(심리적

지향, 자기효능감, 열정, 탈진, 진로성숙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강효민, 2012a; 강효민, 2012b; 김성일, 2015; 박승하, 김

효미, 윤지인, 2014; 박중길, 김경원, 2013; 송우엽, 2000; 최경아 김승철,

2013; Danall, 2002; Mitchell, Richardson, Eubank & Littlewood, 2014).



- 38 -

2) 여성 운동선수의 성 역할 갈등과 정체성

남성 중심적인 스포츠문화에서 여성 선수들에 대한 차별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남성다움

(masculinity)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역할 기대와 태도에

도 영향을 미친다(임수원, 임미정, 송은주, 2004). 또한 남성과 여성에 대

해 고정관념화 되어 이는 사회적 기대는 여자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구창모, 2003; 이은미, 2011; Harris, 2005). 특히

여성 운동선수들에게 남성 중심적 스포츠 문화는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 즉,

성 역할 갈등을 일으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권기남, 권순용, 2012).

여성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 발달

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운동선수’ 문화에 내재된

남성 주의적 문화는 여성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성

을 습득하게끔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남성적인 성 정체성은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성 역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

게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남성적 바디 이미지는 아름다

움을 추구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여성이 운동

선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운동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

감을 감소시킨다(권기남, 권순용, 2012; 임수원, 임미정, 송은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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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체성 형성 과정

가. 정체성 형성의 주요 개념

1) 동일시(identification)

동일시(identification)는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감정,

태도, 동기, 행위, 가치관 등을 자진에 맞게 구성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

서는 그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이 존재

하는데, ‘의미 있는 타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

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부자라고 할 수 있다(신광영,

1998).

동일시의 핵심적인 개념은 ‘성찰적 내면화’이다(Bloom, 1990). 동일시와

사회화가 개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찰적’으로 내면화가 이

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의 규범과 가

치를 익히고 내면화시키는 것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다. 하지만 동일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찰적’ 내면화 과정은 주체의

생존을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시의 대상은 주체에게 적절함

(appropriateness)과 유익함(benefit)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찰성은 동일시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 정체성 협상 (identity negotiation)

동일시를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은 다른 구성원에게도 수용 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 성찰적 내면화 과정에서 획득되는 의미들은 다른 구성원과

에 정체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의 도구가 된다(Jenkins, 2004; 정호

영, 2001). Calhoun(1994)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을 한

행위자에 의한 일방적인 과정이 아닌 자신의 자아인식과 타자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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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과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주체로서 개인은 통합감과 전체감을 얻기 위해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유지하는 한편,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

을 구성하여 타인과 다른 나를 고유한 존재를 인식한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타인과 나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을 정체성 협

상3)이라고 한다. 정체성 협상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과 내가 인식하고

있는 타인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나를 이해

하는 자기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이

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타

인의 시선과 자신에 대한 인식 간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정체성 협상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

이다(박아청, 2003; Jenkins, 2014).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정체성은 항상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해체되기도 하며, 정체성끼리 경쟁하기도 한다. 정체성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과정(내적과정)과 다른 구성원

에게 인정받는 과정(외적 과정)이 존재하는데 내적과정은 동일시 과정을

의미하며 외적과정은 정체성 협상과정을 뜻한다(김신혜, 2015; Jenkins,

1996).

3) 박아청(2003)의 본문에는 ‘정체감 교섭(identity negotiation)’라고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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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urke(2009)의 정체성 모델

나. 정체성 형성 모델

1) Burke(2009)의 정체성 모델

사회적 정체성 관점에서 역할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라

는 정체성에 독립적, 경쟁적, 투쟁적, 거친 등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주체가 ‘운동선수’라는 역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주체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Burke는 자각 통

제 체계(perceptual control system)를 통해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사회

적 역할에 부여되는 의미들이 어떻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 정체성 형성되는 과정의 내적 동학(dynamics)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burke, 2009).

자각 통제 체계(perceptual control system)는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the Identity Standard : 기준(자아 의미)

2) the input :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포함.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아를 어떻게 바라

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input)

3) the comparator : 자각된 투입과 기준의 차이를 비교

4) the output : 결과 생성–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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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nelly와 Young(1988)의 정체성 형성 모델

운동선수 집단에서 선수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체성 구성

(identity construction)과 정체성 확인(identity conform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두 가지 과정 중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구성원으로

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Donelly & Young, 1988). 운동선수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집단의 규칙을 익히고 기량

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도 그가 속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규범이나 가

치(비공식적 언어, 구성원으로서의 태도, 복장의 의미, 특정 행위 등) 등

을 습득해야 한다. 입문자들은 해당하는 종목의 선수로서 집단에 맞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집단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인정받는 문

화적 행동이 발생한다.

정체성 구성 과정

우선 정체성 구성과정은 예비 사회화 단계, 선택/선발, 사회화의 3단계

로 이루어진다.

w 예비 사회화 단계 : 운동에 참여하기 이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운동

종목 또는 운동부의 하위문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때 형성된 종목 또는 운동부의 잘못된 이미지는 향후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w 선택/선발 단계 : 예비사회화는 개인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종료된다. 선택/선발 단계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물리적인 위치를

갖기 시작한다(아직 진정한 의미의-정체성을 공유하는-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음).

w 사회화 단계 : 정체성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집단의 구성원

들이 무엇이 ‘신참자의 실수’인지 구별할 수 잇다는 사실은 그들의 문

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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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체성 구성 및 확인 과정(Donelly & Young, 1988)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 단계는 예비사회와의 정확

성, 인상관리, 기대사회화, 모순의 해소 과정으로 세분화 된다.

정체성 확인 과정

‘나는 이제 우리학교 00운동부의 일원이야’라는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

는 시점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라

고 한다면, 다른 구성원들이 나를 ‘너는 00운동부의 일원이야’라고 인정

하는 것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확인은 집단 내 실제 가치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구

성해 놓은 정체성을 선별해 내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정체성 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구성원들은 그를 배제 시키고 소외

시킬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 번의 확인

과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집단의 문화가 용인하는 범위에서

확인 및 재확인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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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경험과 정체성을 탐색하

고,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운동부 정체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

구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담화(텍스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사구조

(내러티브)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narrative) 연구’를 선택하였다.

1.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내러티브 탐구에서 내러티브(narrative)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다양

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김영천, 2013).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기

존의 실증주의적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있는 연구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다양

한 의견을 종합하여 Clandinin & Co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인

간의 개인적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는 질적 연구의 한 연구방법”으로 정의하고 있

다.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빠지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진우, 2012). 환원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

한 세계를 보다 단순화 시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핵심적인 현상을 ‘신의

눈(god’s-eye-view)’을 통해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이를 일반적인 원리

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학문적 신념이다. 환원주의적 접근방법은 가가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

러티브적인 접근방법과 대척점을 지고 있으며, 내러티브 연구자는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가 제공하는 현장텍스트를 보

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별적이면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

해야 하며, 수집된 현장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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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러티브 연구자는 형식주의(formalism)로부터 벗어나고자 노

력해야 한다. 형식주의란 사전에 준비된 준거 틀(framework)을 통해 현

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형식주의적 관점의 연구는 현상을 있

는 그대로 바라보기 보다는 준거에 맞춰 해석하려한다는 점에서 내러티

브적 사고와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에 빠

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상 혹은 경험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

한다. Clandinin & Conelly(2007)는 내러티브 연구자가 형식주의에 빠지

지 않기 위해서는 현상 혹은 경험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하고, 인간

의 지위, 경험, 인식 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내러티브가 연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러티브(narrative) 연구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면서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에 대한 관심

이 커진 것은 인간의 경험을 객관화 시키고 이론에 대한 증명을 중요하

게 여기던 전통적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터이다.

전통적인 실증주의 연구방법은 인간의 삶을 정의하고 객관화하는 경향

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

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전통적 실증주의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가 객

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례(sample)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양한 현상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식이나 유일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제기된 내러티브적 접근의 연구방법에

서는 연구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자에 의해 수집된 자료(현장텍스트)들이 맥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들을 찾고자 하기 보다는 개별 사례

나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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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Pinnegar & Daynes, 2007).

Webster와 Mertova(2007)는 내러티브 탐구가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인간중심’과 ‘경험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

해,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연구자가 수집한 현장텍스트를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구성된 연구텍스트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관

심이 반영되며, 연구자의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방법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Creswell(2007)은 내러티브 탐구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내러티브의 분석(analysis of narrative)’으로, 연구자 자신이 가

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근거로 이야기 주체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법

이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인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은 내러티

브 연구방법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결과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법으

로, 연구자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내러티브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다(Polkinghorne,

1995). 본 연구에는 Creswell(2007)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중 후

자인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의 접근방식으로 수집된 내러티

브를 분석하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통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선수들의 운동부 경험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

는 운동부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학생선수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관련

된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운동부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의 전통에서 벗어나 학생선수로서

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학생선수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내러티브 탐구의 강점을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

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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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수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는 특정 시점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의미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탐구는 학생선수들의 운동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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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의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landinin & Conelly(2006)는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가 현장(이야

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

장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천(2013)은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를 연구주제와

연구목적 확립하기,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선정하기, 현장 자료

수집하기, 자료의 주제별 범주화하기,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 부여

하기,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등의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Cresswell, 2002; 김영천, 2013에서 재인용)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

이나 사건을 선정하는 단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 연구참여자의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재해석 하는 단계,

현장텍스트와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 구성된 내러티브의 사실관계

및 정확성을 확인하는 단계 등의 7단계를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로 설명

하고 있다. 이 중 Clandinin & Conelly(2006)가 제시하고 있는 5단계의

연구절차는 내러티브 전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각 연

구절차별로 매우 체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andinin &　Conelly(2006)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영천(2013), Cresswell(2002)의 내러티

브 연구절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연구에 반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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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내러티브 탐구절차(Clandinin &　Conelly, 2006에서 재구성)

연구자는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학생선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종목(농구, 축구, 배구, 탁구, 수영, 테니스 등)의 은퇴 및 현역 학생

선수 등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에는 다른 연구 혹은 개인

적인 친분으로 기존에 이미 충분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던 연구참여

자도 있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새롭게 친분을 형성한 연구참여자도 있

었다.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는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 경험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텍스트 구성단계에서는 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생각을 정리하여

응답할 필요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요청한

후 수령했다.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 단계에서는 수집된 현장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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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읽으며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

지막으로 연구텍스트 작성 단계에서는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를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하였으며, 연구텍스트에 현장텍스트가 충실히 잘

반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가. 현장으로 들어가기 :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연구문제

가 내러티브 탐구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선수들

의 운동부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혹은 소수의 경험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 탐

구는 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하였다.

1) 연구참여자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문제의식 도출

Conelly & Clandinin(2006)는 내러티브 탐구의 문제의식은 대부분 연

구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

구자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를 작성할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적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는 연구자가 경험한 학생선수로서의 내러티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주위 사람이나 환경과의 관

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학생선수로

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연구자가 겪었던 경험에 의미를 부

여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경

험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선수들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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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험은 운동부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연

구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Clandinin, 2013).

2) 연구참여자 선정

Creswell(2007)는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맥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충분한 내러티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특

히 목적표집의 기술 중 하나로써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

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조용환, 2002)인 ‘전형적 사례선택(typical

case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대다수의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를 소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Clandinin & Conelly(2006)에 따르면 연구참여자의 수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유동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을 내러티브로 구성하기 위해 충분한 현장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양상

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종목/단체종목, 남성/여성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안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모집하였다. 학생선수로서 초․중․고

등학교 과정을 마친 운동선수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학생선수

로서 성장단계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운동부 정체성 경험에 대한 풍부한

현장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5종목(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배구)에 걸쳐 1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예비면담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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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종목 학생선수 경험

학생

선수

경력

현재

직업

윤남농 남 농구 초등/중등/고등 8년 대학원생

이여농 여 농구 초등/중등/고등/대학 12년
대학생

(현역)

김남축 남 축구 초등/중등/고등/대학 10년 대학원생

이여축 여 축구
초등/중등/고등/대학/프

로
14년 지도자

김남테 남 테니스 초등/중등/고등 8년 무직

김여테 여 테니스
초등/중등/고등/대학

/실업
20년 대학원생

표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6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불참의사를 밝히 연구참여자

는 5명으로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참가자는 가지고 있는 운동부 경험이 연구의 주제

와 다소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연

구참여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표 2>는 연구참여자 6명의 일

반적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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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6명의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윤남농 : 운동부에 대한 비판적 경험 토로

윤남농은 8년간의 학생선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직전에 농

구를 그만두고 체육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였다. 현재는 박

사과정 학생으로 자신의 관심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남

농과의 인연은 함께 농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가 소속되었

던 농구동아리에서 남농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비교적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농은 자신의 학생선수

경험이 연구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텍

스트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남농이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운동부 경험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

고 있었다. 또한 관심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자로서 학생선수와

운동부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심층면담 내내 역설하였다.

§ 이여농 : 소극적이지만 명확하게

이여농은 시간강사와 대학생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연구가 시작되

기 약 1년 전 수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던 이여농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소개를 받아 나를 만나게 되

었으며, 이때의 도움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해왔다. 본 연구가

시작 되고 나서 연구자를 선정하던 중 이여농의 학생선수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여농은 다소 차분한 성격과 말투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조로 이야

기 해주었다.

이여농이 학생선수 생활을 했던 운동부는 지역 명문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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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프로선수도 배출하고 있어 이여농의 선후배 중에는 프로선수로 활

약하고 있는 선수도 다수 존재한다.

§ 김남축 :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 적극적 태도

김남축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연구참여자로, 처음

에 소개를 받고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특히나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김남축은 연구자와의 관계에 호의를 가지고

있어 좀 더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2-3회의 티타임을 가졌으며, 사전 만남의 기회 중 알게된 연구자의 학생

선수로서의 경력은 김남축이 연구자와 좀 더 유대를 느낄 수 있는 계기

를 가져다 주었다.

김남축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도시와 다른 곳에서 초중고등학교

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을 진학하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오게

되었다. 현재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학생선수에서 은퇴한 상태이며, 다양

한 노력을 통해 대학원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다.

§ 이여축 : 여자 축구인으로서 고달픈 삶

이여축은 현재 여자축구팀의 코치를 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지

인에게 소개를 받은 연구참여자이다. 이여축은 어렸을 때부터 우수한 실

력을 인정받았던 축구선수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코치로서 인정받고 있는 축구인이다. 이여축은 여자 축구 선수로서는 전

형적인 학생선수 시절을 경험하였으며, 은퇴 후에도 현장에서 학생선수

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현장텍스

트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더욱이 **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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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연구에 보다 호의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여축이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여자축구팀이 위치한 곳은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멀지 않았고, 시간강의를 나가는 학교 근처에 위

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의 전후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팀에 방

문하여 현장에서 이여축의 모습을 관찰하는 한편, 간단한 비공식적 면담

을 통해 사전자료를 수집하고 라포를 형성했다.

이여축은 열악한 여자축구 환경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

며, 지금과 같은 심층면담도 장기적으로 여자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는 목

적도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함이며, 이

러한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도 소중히 여자축구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 김남테 :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꿈 많은 학생선수.. .

김남테는 약 1년 전에 연구자에게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받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했던 김남테는 대학교 입학 한 후 얼마지나지 않

아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미

래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었다. 김남테는 연구

자의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연구자가 출강하던 대학의 학생이었으며, 최

초 상담을 한 첫 만남 이후에도 비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며 라포를 형성

해 나갔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인연을 유지하던 중 연구자는 김남테에게 연구참여

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김남테가 이를 허락하면서 만남의 빈도를

늘려나갔다. 가장 먼저 예비면담을 진행한 연구참여자도 바로 김남테였

다. 김남테는 학생선수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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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테 :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

김여테는 최근 선수에서 은퇴하고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김여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서이다. 연구자는 연

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지인의 친구인 김여테와의 친분을 유지해왔으

며, 김여테와 테니스를 치는 기회가 종종 생기면서 한층 더 친해지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김여테를 소개해준 연구자의 지인 또한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학생선수로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본 연구 주제

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김여테를 추천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김여테는 심층면담에서 자신의 주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으

며, 자신의 학생선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김여테는 테니스 선수 생활 동안 선수(학교 운동부 및 아카데미), 지도

자, 실업선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텍스트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다.

나. 현장텍스트로 이동하기 : 이야기 속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연구참여자가 속해 있는 이야기의 맥락

속으로 연구자가 들어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현장텍스트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장텍스트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참여 관찰, 심층면담

등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의미한다(Clandinin & Conelly, 2006;

Creswell, 2006).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현장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위치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연구자와 현장,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위치와 관계 설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내러

티브 탐구에서 현장텍스트는 해석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장텍스트로 구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위치를 어

떻게 설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염지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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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세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Clandinin & Conelly(2006)는 연구 현장에 들어갈 때 연구참여자와의 관

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협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우, 2012).

첫째, 연구자-연구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관계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설정된 관계에 대하 거부감

이 없다고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를 최종적인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둘째, 연구목적과 변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연구의

특성상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목적이 변화할 수 있다. 연구의 목

적이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연구의 시작뿐만 아니라 각 단계로 이동할

때도 변화된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표와 방향성이 수정될 때 마다 연구참

여자와 변화된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현장에 친숙해져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합한 현장을 탐색하고, 그 현장에

익숙해져야한다. 현장은 내러티브 탐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경험에 대한 물리적 현장은 존재하

지 않으므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학생선수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면담을 위한 라포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또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현장텍스트로 이동하

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고정지와 거리두기를 방법을 사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Gadamer, 1960. 최남희, 2005에서 재인용). 첫째, 연구참여자

가 구술한 내용과 실제 의도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둘

째, 같은 구술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공감한 인식이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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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심층면담에서 이루어

지는 대화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4가지 사항을 근

거로 현장텍스트로 습득된 자료가 완벽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연구참여자

의 내러티브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들의 경험 그 자체라는 사실

을 주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는데 주력하였다.

다.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 이야기 수집하기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의 내용과 형성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를 파

악하기 위한 연구자료(현장텍스트)를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심층

면담을 활용하였다.4) 자료 수집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

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2017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주로 연구참여

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거나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

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심층면담은 2017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별로 총 2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각 심층면담

은 대략 70분에서 9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 심층면담 내용 정리 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된

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전화 혹은 대면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덧붙여, 연구참여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험에 대해

서는 심층면담이 끝난 후 에세이 형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작성된 에세이는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다. 연구텍스트를 구성하는 과

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SNS나 모바일 메신저, 전화통

화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자연스럽

게 그리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

4) 심층면담은 많은 질적 연구자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의한 내용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김귀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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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야기의 흐름에 연구자의 개입

을 최소화하여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

서 응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면담장

소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본인의 생활하

고 있는 공간 혹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자 했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층면담은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사무실이나 그들

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자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로

서의 경험을 연구참여자와 충분히 공유하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된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학생선

수로서의 경험을 알고 난 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같은

경험을 공유한 동료로서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심층면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실시

되었다. 1차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경험에 대

해 질문하였으며, 2차 면담은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식, 운

동부 정체성의 구성과정 및 확인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실시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풍부한 현장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질문을 최소화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3-4가지 개괄

적인 질문(guide question)을 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듣고 ‘그 사

항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와 같은 탐사 질문(probing question)을 하였다(Rissman,

2014). 1차 면담에서 사용했던 주된 가이드 질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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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 처음 운동부원이라고 스스로 인식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다른 운동부원 혹은 지도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진학을 하면서 다른 운동부에 속하게 됐을 때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

- 내가 지도자나 다른 동료들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경험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표 3. 1차 심층면담에서 활용된 가이드 질문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 부족했던 내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

용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담

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면담에 활용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반구조화 면담

지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Clandinin & Conelly(2006)은 현장텍스트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연구

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연구자가 현장텍스트를 수집

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장텍스트는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해석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개

입으로 인한 현장텍스트가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 철학,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최대한 배제하

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차 면담을 실시할 때는 1차면담

에서 수집된 현장텍스트들을 정리하여 연구자가 면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과 연구참여자가 의도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한 보충 면담을 실시하여 현

장텍스트를 보완하였다.

현장텍스트를 연구텍스트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실시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심층면담 당일 혹은

다음날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청취하여 전사하였으며, 가능하면 최대한

현장텍스트가 그대로 문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문서화된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통적인 문제, 인식, 경험,

패턴 등을 추려내고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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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위

범주
질문

학생선수

의 운동

부 정체

성의 내

용

인식

w 운동부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w 운동부원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w 스스로를 어떤 운동부원이라고 생각하는가?

w 운동부 활동 중 원치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이유는?

w 반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있는가? 이유는?

w 운동부 구성원으로 집단 내에서 부여되는 지위와 역할은 무엇

인가? 그리고 그 지위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내용

w 운동부에서 운동 외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w 평소에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좋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w 평소에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w 다른 운동부원이 운동부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학생선수

의 운동

부 정체

성의 형

성 과정

정체성

구성

과정

w 운동부를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어

떤 영향을 받았는가?

w 운동부의 일원이 되기 이전에 운동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었는가?

w 운동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려움을 느낀 점은 무엇인가?

w 운동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w 내가 우리 운동부의 일원이라고 느꼈던 시점은?

정체성

확인

과정

w 신참자를 동료로서, 운동부 하위문화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시

점은 무엇인가(계기, 사건 등)?

w 우리 운동부에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 자주하는 ‘신참자의 실수’는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표 4. 2차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면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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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 . . .

장소 :

연구참여자 :

녹음 파일명 :

면담기록 여백노트

질문

답변

질문

표 5 . 심층면담 정리 양식

라.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 : 경험의 의미 찾기

수집된 현장텍스트를 연구텍스트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는 다른 질적연

구방법에서 질적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하지만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현장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연구자

의 역할과 위치를 매우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연구방법과 차이점

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기에 앞서 연구 초반에

설정해놓은 연구자의 위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수집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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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텍스트를 어떻게 통합하여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

사숙고하였다(염지숙, 2011; Clandinin & Conelly, 2006).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해 Woods(1993)가 제시하고 있는 ‘결정적 사

건을 통한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김영천, 2013). 결정적 사건

을 통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표 7＞의

과정을 거쳐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6명의 연구

참여자의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으며,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구조와의 맥락적 관계를 고려하여 운동부 정체성의 내용과 형

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가. 자료 분석을 통한 범주화 결정적 사건, 유사 사건, 그 외 사건

▼

나. 결정적 사건의 확인

이야기의 맥락, 관련된 사람에 대한 영향

력, 변화, 무계획성, 사건 발생 후에 확인,

감정의 변화

▼

다. 이야기들의 수집
민감한 질문, 이론적 질문,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질문

▼

라. 결정적 사건의 해석 및 보고 내러티브 묘사, 깊이 파고들기

표 6. 결정적 사건을 통한 내러티브 분석 과정 (김영천, 2013)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6명의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결정적 사건을 중

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구조와의 맥락적 관계를 고려하여 운동부 정체성의 내용과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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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 논문쓰기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통해 연구참여자

들의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재구성하여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부 경험의 공통성과 연관성

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가 어떤 맥락적 의미를 가지고 있

는지 파악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참여자가

처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상황을 이해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참여

자가 경험한 내러티브의 맥락 속에 위치하고자 노력하였다. 때로는 이해

가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해석이나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연구참여자와의 SNS, 전화, 대면 등을 통해

접촉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운동

부원으로서 학생선수 경험을 몇 번, 몇 시간의 면담과 3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연구자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탐구

한 내용을 연구자의 학문적 언어로 다시 이야기(retelling)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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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의 진실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삼각검증법, 참고자

료의 사용,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와 조

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등 Lincoln & Guba(1985)이 제시한 신뢰성

준거들을 사용하였다.

가.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은(triangulation)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한 자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대상

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정확히 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Mathison, 1988).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연구참여자의 확인,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고 자료의 다원화를 통해 자료의 수집

과 해석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점과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나. 참고자료의 사용

참고자료는 연구자가 도출한 연구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해 제시되는 현장일지, 사진, 신문, 선행연구, 문서 등을 뜻한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의 지나간 기억에 대한 주관성을 배제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연구결과 도출의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 시기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실제를 기억

하고 연구자의 해석을 입증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참고자료

를 활발하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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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동료연구자에 의한 내용검토와 조언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동료연

구자에게 확인 시켜주고 평가받는 방법이다. 이는 동료연구자가 연구과

정에서 연구 당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 즉 1인 연구자가 행하는 주

관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본 연구 배경에 지식

을 소유한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관찰과 면담의 자료들로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조언과 비평을 받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 대한 지나친 동조, 혹은 연구의 객관

성을 잃은 주관적 판단 등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정확

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가설에 대한 시각은 참여관찰 중

언제든지 변화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자가 초기에 설정했던 연구가

설과 연구문제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방적,

유연적, 비결정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연구시각과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세계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자기성찰과 반

성을 거쳤으며, 연구자 스스로 실시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연구 자료

의 분석과 해석에서 연구세계의 특수성의 이해를 증가시키고자 노력하였

다.

마.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참여자에 의한 확인(member checks)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 시켜주고 평가받는 방법이다. 이는 질적 연구의 타

당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 중 하나이며,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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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연구자 참여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

업은 연구참여자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표현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과도한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연

구자의 해석에 대한 확인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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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성

연구자는 Spradly(1975)가 제시한 연구윤리헌장의 내용에 따라 자발적

동의에 따른 기밀유지와 상호 호혜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한 연구 자체가 연구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 검토하

였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참여자와 합의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보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및 연구자료

활용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득하였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안될 것

임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본인

이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리고, 이미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보류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한 없이

연구참여자가 원한다면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주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사

용되는 인용문(cohort)에는 개인적인 정보가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구참여자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연구진행 중에 수집된 녹음자료와 전사 자료는 별도의 USB에

저장한 뒤 연구자의 책상에 잠금장치 활용이 가능한 서랍에 보관할 것이

며, 전사된 hwp파일에는 따로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해 놓았다. 또한 분

석을 위한 전사자료 인쇄물도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가능한 연구자 책상에 보관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이

후에는 별도 장소에 마련된 자료 보관 캐비닛에 녹음파일과 전사 hwp파

일이 저장된 USB를 영구 보관하였으며, 인쇄한 전사 자료는 분석이 종

료된 이후 즉시 세절기를 통해 파기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참여 동의서는

연구진행 중에는 잠금장치가 된 연구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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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료 후에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영구보관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를 심의 받았

으며, IRB(No. 1704/003-005)를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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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성별, 종목)

내러티브

의 핵심

주제

내러티브의 하위 주제

(유의미한 경험)
내러티브 분석 내용

윤남농

(남, 농구)

폭 력 의

피 해 자

에서 폭

력의 가

해자로

농구로의 입문 부모님의 반대

운동부 규율에 대한 순응 지도자와 선배의 절대적 권력

주변의 인식 특별한 존재 혹은 이방인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운동부 문화로서의 구타

족쇄 없는 감옥 도망을통한자신의존재알리기

운동부원으로서의 멋짐 운동부에 대한 자부심

이여농

(여, 농구)

운 동 부

의 닫혀

진 일상

속 에 서

살 아 가

기

농구로의 입문 운동선수에 대한 동경

운동부원 간의 유대 자부심과 동료의식

농구로 채워진 일상 무조건 다 농구

일탈 행동 도망과 극단적 행동

인권감수성의 부재 차라리 맞는 것이 편해요

농구부의 상징 숏컷

대학 농구부원으로서의 새로

운 정체성
공부도하고 운동도해야 한다.

표 7. 연구참여자의 운동부 정체성 내러티브 범주화

Ⅳ. 이야기하기 :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파

트너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적인 협의 및 확인을 거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내러티브는 Woods(1993)가 제시하고 있는 ‘결정적 사건을 통한 내러티

브 분석방법’을 통해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학생선수의 운동부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시한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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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축

(남, 축구)

관 례 적

운 동 부

문 화 에

대한 적

응과 도

전

축구로의 입문 눈치 보는 삶의 시작

학생선수로의 첫걸음 교문 안의 통제된 삶

주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구타의 대물림에 대한 거부

운동선수로의 정체성 허튼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대학생으로서의 삶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이여축

(여, 축구)

여 학 생

과 축구

선수 사

이

축구로의 입문 여자가 무슨 축구냐

운동부의 막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도망 쳇바퀴같은일상으로부터의탈출

상급학교 운동부로의 적응 눈치 있는 운동부원

운동선수로서의 역할 승리를 위해 포기한 것들

지도자로서의 생활 운동부 경험의 의미와 교훈

김여테

(여, 테니스)

자 유 로

운 운동

부 생활

에 대한

갈망

테니스부로 전학 테니스코트는 내 놀이터

선배들과의 관계 무서운 언니들과의 경쟁

새로운 운동부 문화 아카데미의 자유로운 분위기

테니스를 위한 제한된 삶 모든 생활은 테니스의 연장선

김남테

(남, 테니스)

운 동 선

수 에 서

공 부 하

는 학생

으로

가족에 의한

테니스로의 사회화
재미있는 테니스

동료(선후배)간의 유대 엄격함 속의 동료애

위계적 선후배 관계 같은 목표 하지만 불편한 동행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 공부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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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남농의 이야기

: 폭력의 피해자에서 폭력의 가해자로

윤남농은 자신의 농구부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 좋은 기억을 많

이 가지고 있다. 농구 선수로서는 우승도 하고, 최우수선수상(MVP)도

받는 등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운동부원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도 운동부로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들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학교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윤남농이 스스로에 대

한 자존감을 느꼈던 순간은 농구 하는 순간, 농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

으며, ‘농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운동부생활은 오히려 농구를

싫어하게 만드는 기폭제와 같은 것이었다. 운동부원으로서의 생활에 대

해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윤남농의 이야기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농구로의 입문 : 부모님의 반대

윤남농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

버지와 함께 농구장, 배구장, 야구장 등을 자주 찾았으며, 관련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농구스타들이 활약했

던 치열했던 경기를 관람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농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구의 멋있는 개인기와 슛, 그리고 터프한 몸싸움을 보

고 농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농구선수의 꿈을 꾸게 되었다. 더군다

나 초등학교 때 전체 학생 중 2번째로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구라는 종목에 더욱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었다.

000와 ***이란 슈터들의 대결이었는데 000의 플레이에 완전 꽂

히게 되었어요. 농구가 매력 있는 스포츠고 몸싸움이나 이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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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 초등학교 때 키가 전교에

서 2번째로 커가지고, 접근성이 일단 축구나 다른 운동 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윤남농이 농구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시작

하면서 부터이다.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의 지도자는 유명 고교농구팀의

코치였으며, 그 코치는 윤남농에게 농구선수로서 테스트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윤남농이 전문적인 선수로서 농구를 하는

것에 대해 무척 반대를 많이 하셨다. 부모님은 운동으로 살아남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셨으며 운동은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

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윤남농이 농구를 하는 것을 말리셨지만 윤남

농은 긴 시간동안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국 농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

다.

아버지께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길 원하셨

어요. 운동을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소위 말해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을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계셨고, 배고픈 사람들만 운

동하는 것이라는 시대에 자라셔서 극구 반대하셨는데, 근데 내가 계

속하겠다고 하니까 저의 고집을 못 꺾으셨어요.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중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윤남농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6학년 2학기 겨울부터 중학교 농

구부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 중학교 농구부에서 운동을 할

때는 농구부원이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도 농구를 계속 할 수 있다

는 기대감이 더욱 컸다. 그러다가 진짜 농구부원이 되었구나라고 인식하

게 되었던 것은 다른 선배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훈련이나 시합에 뛸

수 있게 되면서이다. 유니폼은 농구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팀 동료(선후배)와의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윤남농은 농구부 유니폼을 진정한 운동부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상호작용의례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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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마치고 겨울 합숙 들어갈 때 다음 해에 일 년 동안 입을 

유니폼이 나와요. 내 등 번호가 적힌 츄리링과 돕바가 딱 나왔을 

때, 아 나 진짜 농구부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연습게임에 첫 출전 

했을 때, 아 진짜 내가 농구선수구나라고 농구부의 구성원이구나 라

고 확실히 느꼈어요. 

농구에 입문해서 정식으로 중학교 운동부에 들어가서 농구부원이 될

때까지 농구는 그의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할 목표였으며, 정말 하고 싶

은 활동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농구에 대한 인식은 중학교 농구부 운동

부원으로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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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부 규율에 대한 순응 : 지도자와 선배의 절대적 권력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농구를 할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지도자 또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기능을 가르

치기 보다는 재미있게 농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했을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도자의 강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

다.

일단 뭐 엘리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임 이라고 하기는 그

렇지만, 좀 자유를 많이 주는.... 플레이나 뭐 하는데 있어서 국한되

어서 이거해 저거해 하기 보다는 클럽이라는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이정도.... 코치도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끼리도 뭐 

서로 잘하자 잘하자 라는 우리가 좀 더 의지가 많았죠.

초등학교와는 대조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운동부원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후배는 선배들을 위해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알아서 준비해야 했다. 이런 행동들은 운동부 내부적인 협의에 의해 만

들어진 것이기 보다는 암묵적으로 운동부에 적용되는 일방적인 규율과

같은 것이었다. 윤남농은 1학년으로 처음 농구부에 들어갔을 주로 2학년

선배들로부터 운동부 막내가 해야하는 일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교육받

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기합을 받거나 심할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운동부 생활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선배에 말에 절대적으로 순

응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당연히 후배기 때문에, 운동시작하기 전에 바닥 청소하기 바닥 

밀기, 물떠놓기, 물품 챙겨놓기, 뭐 여름이면 얼음 챙겨놓고, 소금 

챙겨놓기..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알아서 했다라기보다는 내 위에 있

는 형들이 네가 이런걸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줘서 수동적으로 움직

였어요. 시키는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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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수동적인 자동적이라

고도 표현 할 수 있겠지만, 수동적인 움직임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요. 자연적으로 뭐 2학년 형들 3학년 형들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리

고 운동도 뭐 백프로 코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선배들과의 관계는 팀 동료로서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윗사람과 가

져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선배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조차 용

납되지 않았다. 후배는 선배들의 요구나 지시에 무조건 순응해야만 했고,

이러한 운동부 분위기 속에서 윤남농은 점차 규율에 순응하는 문화를 습

득해가고 있었다.

형들하고 트러블이라는 것은 생각 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트러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유가 없어요. 형들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이러한 관계는 지도자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었다. 심지어 부상이 있

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었다. 감기가 걸리

거나 컨디션이 심하게 좋지 않더라도, 지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는 것조차 운동부원들에게는 금기시 되는 일이었다. 윤남농을 비롯한 농

구부원에게는 운동이나 운동부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조차 허용되

지 못했다. 단지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선배들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용납이 안 되

고 ‘오늘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이런 것들도....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잘 못 뛰는데도 ‘코치님한테 너무 아파서 못 뛰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참고 해야 될 분위

기였어요.



- 77 -

다. 주변의 인식 : 특별한 존재 혹은 이방인

윤남농은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가 느껴졌을 때,

농구부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학생들은 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보다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다.

다른 애들 집에 갈 때, 그리고 학교 올 때 아침에 등교하기 전

에 운동 한번 하고, 끝나고 운동한번 하고, 일단 운동장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있어서, 우월하다고 느낀 다

기 보다는 좀 스페셜 하다라는 느낌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학급친구들은 윤남농을 우리 반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운동부원으

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농구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뿐, ‘우리

반의 일원’ 혹은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는 존재로서는 바라보지 않았다.

학교생활 속에서 운동부에 참여하는 학생이 아닌, 운동을 하기 위해 학

교에 잠시 몸담고 있는 외부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윤남농을 비롯한 농구부학생들에게는 같은 또래 문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평범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결승은 모든 전교생이 다 와서 봐요. 그 때 우리 반애들은 농구

부 애들을 아는데, 농구부 애들은 반 애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경기

를 보고서야 아 쟤 우리 반 애인데 되게 잘한다 이렇게 그때 보는...

교실에 들어가도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저는 계속 잠만 자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보

니 학년이 지나도 저는 우리 반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교류

도 없고요. 

윤남농은 스스로 운동부이기 때문에 용인되었던 행위들, 혹은 운동부

차원의 활동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우월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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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학생들의 윤남농에 대한 시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닌 나와는 다른 사

람에게 가지는 낯선 시선이었다. 일반학생들은 윤남농을 나와는 다른 세

계에 놓여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또래 문화 속에 이따금씩 방문하는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남농은 초등학교 때 소위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학생이었으며, 농구

를 하면서도 줄곧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

면서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다. 중학교 운동부 생활을 시작한지 1학기 정

도는 기존의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점차 운동부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운동부 문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성적은 곤두박질치

게 되었다.

 농구부인데 공부를 하는 애들은 다들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

어요.(중략) 학교친구들은 왜 운동을 하는 애가 공부를 하지라는 다

소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것 같고, 농구부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는 것 자체를 재수 없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까지는 그래도 평균 80점 이상 85점 이상 

맞았는데, 뭐 합숙생활 시작하고 운동이 힘들다 보니까 1학년 2학기 

때부터, 당연히 평균이 40점대로 떨어졌죠.

윤남농이 농구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운동도 같

이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념을 바

탕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막상 실제 운동부에 소속되어 생

활을 하다 보니 현실은 이상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운동부 학생이 공부

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며, 운동부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아

도 된다는 전반적인 인식은 그를 공부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단지

공부에 소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농구부 문화 속

에서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었다.

일단 농구부는 교복이 없어요. 심지어 교복을 안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교복을 입더라도 바지는 그냥 츄리링 입고 들어가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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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냥 마이만 걸치고 돌아다녔어요. 

일반 학생들과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거는, 복장, 일단 교복이 

없으니, 소속감이 없는 거에요. 000고 농구부라는 소속감은 있어도, 

00중 00고에 학생이라는 소속감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윤남농은 학교 학생으로서의 소속감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일

부 선배들과 코치는 교복을 구매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운

동부 학생에게 내 유니폼이 생긴다는 것이 운동부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발달 시켜줄 수 있는 상징적 의례라고 한다면, 학생으로서 교

복을 입는 것은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 의례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구부학생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교복

을 입지 않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학교의 구성원으

로 인식하기보다는 운동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되었

다. 운동부는 분명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농구부학

생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학교 구성원 혹은 학생의 정체성이 아닌 예외

적 혹은 특별한 존재인 농구부원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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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부 선배로서의 역할 : 운동부 문화로서의 구타

윤남농은 농구부 생활을 하면서 구타와 집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

였다. 선배들의 구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윤남농은 전혀 이해하지 못

했으며, 구타라는 행위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구

부 문화 속에서 선배들은 후배들을 규율한다는 명목 하에 구타행위가 용

인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지도자나 학부모들도 구타행위에 대해서 충

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코트 안에서는 뭐 코치가 시키는 대로 안했을 때는 손 발 몽둥

이 뭐 가차 없이 맞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는 형들한테 집합이 

있었어요. 전체 집합하면 3학년이 2학년 1학년 때리고, 형들 빠지면 

2학년이 1학년 때리고, 

지도자들은 선배들보다 더 심하게 구타를 하기도 했다. 연습게임 도중

에도 코트에 뛰어 들어와서 구타를 했으며, 운동을 지도할 때면 항상 구

타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녔다. 언어적인 폭력도 매우 심각한 수준

이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구타행위가 이루어졌다. 주로 저학년일 때 윤남농은 농구

부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구타문화의 피해자였으며, 이런 구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뭐 게임 중에 파이팅 안했다, 그때 뭐 열심히 안뛰었다, 또 뭐 

슈팅 연습할 때 1,2학년 볼 잡아야 되는데 볼 제대로 안 잡았다. (중

략) 이런 식으로 형들 맘에 안 들면서 집합을 해서 우리를 진짜 많

이 괴롭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을 뛰거나 연습을 할 때도 선

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선배들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운동부 선배가 되었을 때 윤남농은 구타의 가해자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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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자신이 구타를 당하면서 생각했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처음에는

구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보았다. 하지만 구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동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동료들은 후배들

을 구타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윤남농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

라보았다. 그들에게 구타는 운동부 문화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요악이었

기 때문에, 구타를 가하지 않으려는 윤남농은 혼자서만 착한 척을 하는

선배 운동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구성원으로 치부하였

다. 결국 윤남농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운동부의

유지를 위한 ‘나쁜 놈’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안 때리는 거야, 때리기 싫어 왜 때려야 돼. 하면 나

머지 동기들이 너 뭔데 착한 척 하냐 재수 없게,  *나 재수 없다 이

xx.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쁜놈이여야 되는거에

요.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후배들을 조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구타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윤남농은 이런 자신의 행동을 매우 후

회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그 당신 농구부의 문화 속에서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구타는 어디까지나 운동

부의 분위기를 존속시킬 수 있는 수단에 불가했으며,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부터 부여된 비공식적인 권력의 일부였다. 윤

남농의 행위는 단지 운동부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리고 세습적

으로 내려오던 전통에 의한 것이었을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엄청 후회하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라는 것에 있어서, 당연

히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였는데, 세습적으

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했었나 봐요. 



- 82 -

마. 족쇄 없는 감옥 : 도망을 통한 자신의 존재 알리기

윤남농에게 학교생활이란 것은 운동부 생활 그 자체였다. 운동을 제외

하고 주어진 책임은 없었으며, 농구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이었다. 농구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켰다. 지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윤

남농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농구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주지시

켰으며, 스스로도 공부와 학생으로서의 생활은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

지 않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윤남농이 자신의 운동부 생활을 돌

이켜 봤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것이다.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형들을 

보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몸도 힘들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고 그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보던 안 보던 어차피 난 농구만 잘

하면 고등학교도 당연히 갈 것이고 대학도 당연히 가게 된다는 그

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자체가 안들었던거죠. 환경 자체가. 

강박관념이라고 나쁘게 표현할 수 있고, 좋게 표현하면 모티베

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돼 라는 것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농구부는 윤남농의 중학교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농구부 활

동 말고는 윤남농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부분의 청소년

이 성인이 되기 전에 겪는 사춘기 시절도 윤남농에게는 사치로 느껴졌

다. 강압적이고 규율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처럼 사춘기도 제대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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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

워낙에 강압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린 사춘기가 없었어요, 사

춘기라는 것이 자신의 신체변화를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

서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상인데, 그럴게 없었어요. 무조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불만조

차 그냥 참아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춘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

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농구부 생활을 하는 동안 사생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학생

들은 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허용되

지 않았으며, 혹시나 휴대폰이 있는 것을 코치에게 발각이 되면 즉시 이

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성과의 교제 또한 허락되

지 않았다. 이성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

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윤남농에게 운동부 생활은 개인의 생활을

구속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으며, 감옥과 같은 생활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운동에 집중안하고 여자 친구한테 정신 팔리면 운동에 집중 못

한다고 생각 했던 거지. 이성교제 아예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 선배 형이 휴대폰을 가방에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코치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날 그 형... 무지하게 맞았죠.

(중략) 그리고 핸드폰은 던져서 부셔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윤남농은 이런 감옥과 같은 운동부 생활 속에서 더 이

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운동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으며, 운동 시간 혹은 운동이 끝나고 난 뒤 발생하는 구타가 두려

웠다. 이런 두려움은 윤남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구부원이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이런 두려움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운동부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탈출(도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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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하기 싫어서, 맞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농구부

라면 누구나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도망 나왔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잡혀 들어가면 죽을 거 

같고, 그만 두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그만을 두고 싶고, 이걸 어떻

게 내 의사를 정확히 표현을 할까, 의사 표현을 당연히 안 받아 들

여지는 입장이었으니까...

도망을 가서도 윤남농은 별다르게 할 것을 찾지 못했으며, 심지어 멀

리도 가지 못했다. 윤남농이 농구부 생활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하고 싶

은 것은 별로 없었다. 단지 농구부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도망 그 자체

가 목적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학

교와 멀지 않은 유흥가를 배회하는 것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약간의 돈으

로 끼니를 때우고 찜질방에서 근근하게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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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동부원으로서의 멋짐 : 운동부에 대한 자부심

윤남농은 훈련이나 운동부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운동부에 대

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윤남농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소속되어 있던

농구부는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내는 팀이었으며, 소득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소속되어 있는 학생선수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모님과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윤남농이 속한 학교는 대부분의 대회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팀이었

기 때문에 다른 농구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에 나가면

윤남농의 농구부는 항상 주목받았으며, 다른 학교의 운동부원들의 부러

운 시선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간혹 농구부가 준결승 혹은 결승에 진

출하게 되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응원을 왔을 때는, 마치 슈퍼스타

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런 경기가 끝나고 교실에 돌아갔을 때,

같은 반 친구들은 윤남농을 마치 연예인처럼 대하기도 하였다.

일단 **중 **고가 잘하는 클래스여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일상 생활도 포함 되겠지만, 그러니

까 농구부 경기를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잖아요. 반에 들어가면, 

애들도 약간 영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되게 잘하는 사람

으로 우릴 쳐다봤고, 우리도 되게 잘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지원도 매우 훌륭한 편이었다. 학생선

수들의 부모님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운동부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이 때문에 비교적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심지

어는 농구부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별도로 있었으며, 편리

한 이동을 위해 잘 갖춰진 전용버스도 이용할 수 있었다. 전용 버스에는

‘**중/고학교 농구부’라고 적혀져 있었으며, 이 버스를 탈 때면 윤남농은

프로선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윤남

농이 운동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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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회비를 냈었거든요 한 달에 백 만원씩 냈었어요. 부모

님들이. 그리고 운동부에 식당아줌마가 있는 팀이 없어요. 근데 우

리는 식당 아줌마 사왔거든요? 아줌마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밥해

주고, 단대부고가 관광 대형 버스가 있어요. 거기에 단대 부 중고 

농구부 농구단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기사가 있었어요. (중략) 근데 

우리는 단대부중고 농구단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버스도 개조해가지

고, 우리는 중대 농구부가 쓰는 걸 갔고 왔거든요? 버스 좌석도 되

게 넓고 맨 뒤에는 회의할 수 있는 동그랗게 개조를 시켜가지고, 

윤남농과 동료들은 다른 운동종목의 학생선수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서 농구를 ‘신사의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축구 등과 같은 실외 운동의

경우에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운동하는데 큰 어

려움을 겪지만 실내운동인 농구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급스러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농담삼아서 우리끼리는 이야기 하는데 실내 운동이 되게 

신사 운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 하거든? 예를 들어서 축구를 되게 

많이 비교를 했어요. 쟤네는 비와도 축구하고, 더워도 축구하고, 추

워도 눈와도 축구하고, 황사와도 축구하고, 우리는 실내에서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틀고 농구 했는데, 왜 바깥에서 저런 운동

을 하지라는 우리만의 우리는 신사운동이야 우리와 배구는 이런 다

른 종목일아 비교했을 때 좀 그런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윤남농의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다른 사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했지만,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 했다. 다른 학

교의 농구부 학생들은 대부분 짧은 스포츠머리를 유지해야 했지만, 윤남

농을 비롯한 고등학교 팀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머리스타일을 가질 수

있었다. 고등학교 농구부 지도자는 농구선수로서의 멋짐을 매우 강조했

다. 심지어는 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는 것을 눈감아주면서

까지 머리 스타일을 항상 멋지게 하고 경기에 출전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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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을 되게 중요시 했어요. 특히 학생들 다 막 삭발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농구부 애들, 우리가 머리를 좀 길렀는데, 코치가 우리가 

머리가 눈에 찔리거나 그러면 머리 밀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우

리 코치는 다 파마해 이새끼들아, 막 이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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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여농의 이야기

: 운동부의 닫혀진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이여농은 현재 대학생으로 사회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대학졸업반

학생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든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농구부 활동을

했으며, 초중고 농구부 모두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

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여자농구 운동부 이다. 이여농은 농

구부 선배언니들을 보고 농구선수의 꿈을 꾸게 되었으며, 농구부 생활을

하면서 농구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엄격한 운동

의 규율은 이여농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치게 하였으며, 간간히 이어지

는 구타와 가혹행위는 농구부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여농에게

농구부는 농구선수로서의 자신의 꿈을 실현 시켜 준 곳이기도 하지만,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 곳이기도 하였다. 이여농의 운

동부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다음과 같다.

가. 농구로의 입문 : 운동선수에 대한 동경

이여농은 초등학교 때 농구선수를 하기에 신체조건이 매우 좋은 편이

었다.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어머님의 지인은 농구부를 찾아가볼 것

을 권유하였고, 결국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000초등학교 농구부

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부모님이 이여농에게 농구를 시킨 이유는 이여

농에게 있는 피부질환을 없애고, 좀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농구를 시작하고,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피부질환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큰 편이었거든요, 제가 반에서 제일 뒤에 있

었어요. 그래서 큰 편이어서, 일단 체육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

게 됐는데, 제가 그때 아기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있었는

데, 농구를 시작하고 나서 아토피가 나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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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농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중 학교

에서 농구부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경기장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파

이팅을 외치며, 단합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

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다.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

고,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더욱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농구부는 이여농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

다.

엄마 친구의 친구 분 따라가서, 체육관으로 딱 갔는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단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예요.(중략) 제가 그때 막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싫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 있고 운동부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수업

도 오전 수업만 하고, 운동하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때 딱 시작 했어요. 

이여농이 중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고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운동부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엄격함을 점점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운동부에 들

어간다는 기대감에 중학교 농구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운동부의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혼도 나고 기합도 받게 되면서 기존의 기대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러 것쯤은 사소한 것으

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운동부원으로서 적응하게 되었다.

네가 새벽 여섯시에 일어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거긴 새벽연습부터 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하

고 싶은 거니까 다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할 거다 해가지고 기대

에 부푼 마음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한 한 달 정도는 코치 쌤들이 

이제 맞춰줘요, 이렇게 하고 싶게끔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혼

도 내는 것도 보이고 뭐 분위기가 무서웠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거

도 보이고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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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부원 간의 유대 : 자부심과 동료의식

이여농에게 농구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순

간 중 하나는 초등학고 6학년 때, 20년 만에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순간이었다. 이 때 농구부의 승리는 지역의 자랑이었으며, 트럭을 타고

시내에서 퍼레이드도 하며 우승의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이여농이 속한 농구부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으며, 이여농은 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저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소년체전에서. 

그래가지고 막 동네, 그냥 ***를 다 트럭에 타가지고 퍼레이드 하고 

막 꽃다발 받고 엄청 뿌듯했죠. 저희가 도 20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게 크잖아요. 학교에서도 크고,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막 하고, 

이여농의 농구부는 내부적인 결속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부 구성원 중 누군가가 다른 일반 학생 선배로부터 혼이 나거나 부

당한 일을 당하면 농구부 선배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주었다. 더욱이

농구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신체조건도 좋고 머리도 남학생처럼

짧은 편이었으므로 다른 일반 학생들은 농구부원들을 무서워했다. 이여

농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농구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저희 후배나 아니면 친구들이 다른 애들한테, 친구들은 안 그랬

는데, 후배들이 막 위 학년들한테 혼이 나거나 그러면은 농구부들이 

찾아가서 너희가 뭔데 우리 후배들은 혼내냐 이러고 막 머리가 짧

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애들이 좀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있었어요. 

농구부원은 가끔 주어지는 외박을 제외하고는 학교생활, 운동부 생활,

훈련 시간, 합숙 생활 등과 같은 모든 일상을 함께 공유했다. 이러한 생

활은 팀워크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여농은 같이 있게 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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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도 익숙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팀워크의 향상에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구부의 단체생활은 이여농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모든 일상이 농구부 혹은 농구와 관련

된 일과로 채워지다 보니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것은 이여농의 교우관계를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도움은 됐긴 됐던 거 같아요.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

이 하고, 오늘 운동이 이랬다니 저랬다니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

고..... 막 좀 더 친해지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도 좀 알아가

게 되고, 좀 팀워크가 더 잘 맞는 거 같아요. 

 합숙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 분명 있었어요. 나중에 초중고등학교가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농구를 통해 만났던 친구 말고는 정말 없더라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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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구로 채워진 일상 : 무조건 다 농구...

중학교 운동부원으로서 이여농은 농구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

할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농구를 하고, 잠깐 수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농구를 하고, 저녁에 약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여농의 일상은 모

두 농구로 채워져 있었다.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 그리고 잠시 교실

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농구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조건 다 농구죠. 그 다음에 오전 수업을 들어가고.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밥을 먹고, 두시 반부터 여섯시까지 하고, 저녁밥을 먹

고, 그담에 한 일곱 시부터 아홉시 까지, 야간 운동을 하고, 열시 취

침.  

이런 단순한 일상은 여고생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여농에게는 스

트레스로 다가 왔다. 더군다나 부모님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여농에

대한 기대는 이런 스트레스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이런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점차 운동이 하기가 싫어졌다.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까지 농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기끼도 하였다.

또 제가 거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부모님도 이제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부모님의 욕심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쉬게 안 놔두

는 거에요. 저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나와서 개인 연습해 나와서 

개인 연습해, 엄마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연습해 하고 막 

다섯 시간 공 슛만 던지고 이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막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 운동도 하기 

싫다면서 그런 적도 있고...

사춘기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던 이여농은 하기 싫은 운동

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부

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춘기 여학생의 고민



- 93 -

을 그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었다. 운동부의 위계질서 속에서 선배는 너

무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쉽사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존재였으며,

지도자 또한 그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농구 이

외의 외적으로는 말 못해요. 0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본 것도 손가락

에 꼽을 정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무서워서 저희가 오히려 피해 

다녔지, 이야기를 안했어요. 

중학교 때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이여농은 온전히 학급 교육관계로 형

성되는 또래문화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지 못했다. 어쩌다가 수업에 들어

가면 선생님들은 이여농을 반겨주기는 하였지만 이여농이 자고 있거나

다른 짓을 하더라도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 또한 농구부 학생이

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학급 활동이나 수업에 있어서 열외

되는 것이 부지기수였으며, 이런 상황이 반복 되면서 심지어는 교실에

갔을 때 자신의 책상도 찾기 어려워졌다.

그냥 여농이 왔냐고, 근데 저는 막 학교 오랜만에 가면 책상이, 

책상을 찾아요. 저는 제 책상이 어디 있는지 매번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 알려 주고,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매일 반복되는 운동부 생활에 지쳐있는 이여농

에게 유일한 희망은 주말에 간혹 주어지는 외박이었다. 외박을 나가면

운동부에서의 생활에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으

며, 이여농에게 있어 외박이란 유일한 인생의 낙이었다.

외박 때는 집에 가도 되고, 놀러가도 되고, 그게 유일한 일주일

의 낙이었죠. 맨날 운동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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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탈 행동 : 도망과 극단적 행동

힘들게 운동을 계속하던 중 때로는 일탈행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학

교 시절, 이여농이 일탈행동으로서 운동부 숙소를 이탈해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은 선배들이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선배들로

인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면서이다.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집단으로 도망가기로 했던 3학년 선배들은 후배들에게는 운동에 그냥 참

여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선배들이 도망간 상황에서 코치를 마주하는

것이 겁이나 1,2학년 후배들은 선배들과 함께 운동부를 이탈하게 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3 언니들이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도

망을 가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보고 남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남아 

있어라, 우리만 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거기 남아있어요. 언니들 없

다고 하면은 분명히 혼나고, 사건이 커질 텐데, 그래서 언니들 가고 

나서 저희도 2학년, 1학년, 같이 그냥 언니들을 따라 갔거든요.

운동부를 이탈한다고 해도 별다르게 하는 일은 없었다. 그냥 주변 도

시에 가서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

나,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주변 바닷가를 배회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무엇을 하고자 도망친 것이 아

니었다. 다만 도망을 감행한 이여농을 비롯한 농구부원들은 운동부, 운동

하는 공간, 지도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의 도망은 도망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여농의 속한 농구부에서 부원들이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 발생했다.

대부분 며칠 못가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분명히 지도자의 태도나 운

동부 분위기는 변화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면 지

도자들은 비록 거친 욕과 비속어를 섞어서 거칠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려는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최소한 그것이 반영되

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모습을 지도자들과 학부모

들은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운동을 지도할 때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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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학생선수들을 대했다.

갔다 오면 운동이 좀 쉬워지니까. 좀 맞춰주고,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뭐라고도 하시고, 욕도 하셨지만 

결국은 저희를 대할 때도 보면 그 전보다는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

이 보였어요. 

도망간 것이, 진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 불만 있다

는 것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망 안가고 불만을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욕만 들을 테니까요. 

이여농이 고등학교 때 한 동료는 자신의 처한 사항과 불만에 대해 부

모님과 지도자 모두가 알아주지 않자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다. 마

산에서 온 이여농의 동료는 자신이 배워왔던 농구 스타일과 현재 소속된

운동부에서 추구하는 지도 스타일이 너무 맞지않아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결국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해라는 극단적인 행

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 역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어른들에게 알리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지 않

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명은 마산에서 왔는데 (중략) 걔가 이전에 있던 농구부 스타

일이랑 여기 농구부 스타일이랑 너무 안맞는거에요. 진짜 극과 극인

거에요. 여기는 막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시키는대로 다 해야 되

고 하는데, 걔가 살아온 인생은 좀 프리하고 좀 자유분방하고, 이렇

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게 너무 안맞아서, 안하겠다고 이 이야기를 한 100번 했을 거에요. 

근데 부모님이 강제로 시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스트

레스도 받으니까, 어느 날 하루는 손목을 합숙소에서 손목을 그엇어

요. 좀 자해를 했거든요. 

억압되어 있고 강압된 운동부 문화, 선배들과의 숨막히는 위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은 학생들로 하여간 운동부의 부속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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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여농이 속한 운동부 학생들은 평소에는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이 가진 불만을 도망과 자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나

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일탈은 불만을 토로하는 방법이었

으며, 가장 마지막에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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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권감수성의 부재 : 차라리 맞는 것이 편해요

이여농의 고등학교는 이여농이 입학이전에 지도자의 심각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도자가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후로 학생선수들에 대한 구타는 다소 줄어들

었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다.

 교육은 안 받아 봤어요. 안 받아보고, 초등학교 때 부터 맞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거 같아요. 맞는게, 그냥 뭐 실수하면 아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건 터지고, 나서 많이 못 

때렸거든요. 

이런 사건의 중심이 있었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고 학생선수로서 다년간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여농은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야 할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으

며, 이는 폭력을 학생선수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좀 덜 맞았는데, 운동이 워낙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손가락 바닥에 놔두고, 밟히거나, 아니면 머리 끄댕이 잡

고,

지도자의 폭력 사건 이후 구타행위 자체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가혹행

위와 체벌과 같은 행위는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 엎드려 뻗친 자세에서

손을 밝히거나 머리를 잡히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타행위

가 많이 없어진 대신, 가혹행위라고 느껴질 정도의 훈련이 늘어났다. 학

생선수들은 너무 힘든 훈련을 겪고 나면 차라리 맞는 것이 더 편하지 않

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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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때렸는데, 못 때리니까 너 많이 뛰게하고, 기합주고 한거에요

기합을 시키는 거죠. 런닝을 100바퀴 뛰어라던가 아니면 투라인

을 백바퀴 해라던가, 아니면 킥을 운동 끝날때 까지 계속 하라던가, 

그렇게 시키고 자기는 나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거기 있을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때렸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

어요. 차라리 한번 맞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다리 아

프고 밥도 못먹고 하는거 보다 그냥 한대 맞고 아프더라도, 그냥 때

려줬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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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구부의 상징 : 숏컷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숏컷 헤어스타일은 이여농이 속한

농구부의 상징이었다. 짧은 숏컷 머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도 크고

외모도 예쁘장하게 잘생긴 남학생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옷도 단

체로 맞춰 입고, 대부분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같이 다녔다. 이런 무리가

지나가면 누가 봐도 운동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학교주변 상

점가에서 볼 수 있는 숏컷을 한 여학생들이라면 백이면 백 이여농의 농

구부였다.

저희는 초중고 다 숏컷이었어요. 머리가 다 짧았거든요. 좀 예쁘

장하게 생긴 남자애로 이렇게 많이 봐요. 옷도 그냥 단체로 우르르 

다니니까 운동부, 누가 봐도 운동부. 

숏컷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보

겠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숏컷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학

생으로 오해 했으며, 이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가도 눈치가 보였다. 그래

서 비슷한 이유에서 목욕탕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번거롭고 두려

워서 웬만하면 가지 않았다.

일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금지되었다. 일상복은 못 입고 오로지 트

레이닝복만 허용되었다. 그들에게 일상복을 입는 다는 것은 농구가 아닌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숏컷과 츄리닝은 운동

부임의 상징이 돼버렸다. 이여농의 농구부를 아는 사람들은 숏컷과 츄리

닝만 봐도 농구부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뭔가 화장 같은 거는 아니어도 머리는 길고 싶었거든요? 아무

래도 머리 짧으니까 휴게소 같은데 가도 여자 화장실 가면은 여기 

여자화장실인데요 막 그리고 목욕탕도 잘 못 가고 이런 게 많으니

까, 저는 그런 건 있었고, 옷 같은 것도 저희는 사복 못 입었거든요. 

사복 못 입고, 무조건 츄리닝, 너희가 사복을 왜 입어, 놀러 갈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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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있다고, 

머리 기르는 것... 그게 진짜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오자마

자 제일 먼저 해보고자 한 것이 머리 안 자르고 기르는 것 이었어

요 

이여농이 대학교 진학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머리를 기르고 긴 머

리를 묶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었다. 다른 일반 학생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여농은 대학에 와서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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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학 농구부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 공부도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

고등학교 시절 이여농은 프로와 대학의 갈림길에서 결국 대학을 선택

하게 된다.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여농의 의견은 전혀 반

영되지 않았다. 당연히 프로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여농은 자신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학에 입학하게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주변사람

들은 좋은 기회라고 이여농에게 이야기 했지만, 사실 이여농은 어떤 대

학에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었다. 그냥

내가 가야하는 곳이고,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좋은 기회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다.

코치쌤이랑 부모님이랑, 저한테 물어 보지도 않았어요. 너 00대

학교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전 당연히 프로라고 생각하

고 있었는데, (중략) 그래서 난 당연히 프로가 제일 위고 제일 멋있

는 직업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는 그냥 00대학교 가면 제일 

좋다. 좋은 기회다 하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다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이여농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담당 교수님께 “대학교는 운

동만 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도 같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

만 공부하는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생활을 해온 이여농은 이러한 이야

기가 낯설게만 들렸다. 그리고 대학교 농구부의 지도자도 대학에 갓 입

학한 이여농에게 대학교에 온 것이 좋은 선택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

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여농에게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

다.

네 그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된다.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

라 우리학교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졸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그냥 제일 처음에 갔을 때도, 

000 쌤이 너희는 진짜 로또 당첨된 거라고, 진짜 잘 왔다 자부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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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된다고, 저는 몰랐어요. 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대학교의 농구부에 새롭게 소속된 이여농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

에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생활하

는 공간이었으며, 운동을 같이 하게 된 운동부 동기들도 무척 새롭게 느

껴졌다. 이여농은 초중고를 거치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도

시에 거주했지만, 대학 진학하고 나서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초중고등

학교 때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스타일의 동료들을 만났던 것

에 반해 대학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 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

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여농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함께 해온 시간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다소 서툴렀으

며 이것은 학교에 적응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초중고 같이 맨날 봐오던 사람들만 보고 오다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걸 못하겠는 거에요. 적응도 안되고, 그래서 막 과에 선배들, 

여자 선배들 있어도 말도 못걸겠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

고, 그렇게 아예 , 낯도 가리는데 그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같이

온 두 명 언니랑도 안 친했거든요

하지만 사생활 측면에서는 초중고에 비해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비록

아직 숙소에 들어가야 하는 통금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규칙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처음 이러한 자

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는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차츰 적응해가면서 그

동안 깨닫지도 못했던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실행하기 시작했

다.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 짧은 커트머리를 유지했던 이여농이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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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남축의 이야기

: 관례적 운동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도전

김남축은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부 내에서 선후배의 수직적 관계를 경

험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동부원으로서 성장해왔다. 특히 고

등학교에서 폭행과 대학진학에 대한 압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

다. 게다가 부상까지 겹치며 김남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

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낭비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와 프로에 갈 수 있는

친구와 못 가는 친구의 비교가 확연해지자 생각을 바꾸고 공부에 전념하

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공

부에 매진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가. 축구로의 입문 : 눈치 보는 삶의 시작

김남축은 초등학교 시절 큰 키와 빠른 몸을 가진 학생이었으며 동네

에서도 운동을 잘 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대표로 나간 육상대회에서도

빠른 달리기로 주목을 받았고 많은 초등학교 축구부 선생님들이 집에 찾

아와 축구를 해보지 않겠느냐며 제의를 하기도 했다. 부모님은 운동선수

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남축은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초등학교 축구부에 입단하기 위해 전학을 가게 된다.

김남축은 처음 전학 간 학교에서 위계질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초등

학교에서 형들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처음

에는 반항심이 생겼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분위기에 위축되기도 했다.

초등학교 운동부에 전학간 김남축은 눈치 보며 생활하는 날이 많았다.

저학년들은 뭔가 항상 바빴고 형들은 지시만 했다. 샤워를 선배 순으로

하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눈치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운동기구 정

리도 모두 후배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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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권위의식은 운동 외적인 생활을 할 때 더욱 강하게 표출되

었다. 훈련 중에는 감독이나 코치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기에 잘 드러

나지 않았으나, 감독이나 코치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형들의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특히, 함께 등하교 하는 형들의 괴롭힘이 심했다. 형들은 가

방을 들게 하거나 업고 가게 하는 등 이상한 행동으로 괴롭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김남축은 축구부 생활을 계속하길 원했다. 그 이유는 학원

때문이었다. 김남축은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축구부에서 괴롭힘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저보다 조그만한 애들이라서 저도 모르게 반말을 했는데 넌 왜 

반말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반발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

국 그 형한테는 끝까지 존댓말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단체라

는데 적응을 해야 하는데 대립적으로 나오는 선배들한테는 저도 약

간 반항심을 갖고 그랬어요.

왜 안 씻고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먼저 씻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비도 형들은 

이거해라 저거해라. 초등학생들이 서로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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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선수로서의 첫걸음 : 교문 안의 통제된 삶

학원가기 싫었기 때문에 축구를 지속하고 싶었다던 김남축은 중학교

에 입학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초등학교 시절 누릴 수 있었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의 훈련은 너무나 힘들었고 매일 구타

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힘든 건 학교 밖을 벗어 날 수 없는 것이었다. 김

남축의 지도자는 선수들을 교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교문 밖을 나

갈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내기로 이긴 바나나우유를 사러 갈 때 뿐

교문 밖에 나갈 일은 거의 없었다.

볼 돌리기 정도 하면 이제 형들이랑 바나나 우유 내기 하고 그

렇게 해요. 저는 그때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핸드폰도 

필요 없었고, 전자기기는 MP3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못 기

르게 하고... 완전 빡빡 이었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바디클렌저랑 

세안제도 못 쓰게 했어요. 

김남축의 축구부 생활은 원하는데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전자

기기나 핸드폰도 쓸수 없었다. 운동에 집중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김남축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한창 예

민할 나이에 세안제나 향이 나는 제품은 아예 쓸수 없었고 축구부의 지

도자나 선배들은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주말에도 이런 생활은 이어졌다. 외출이나 외박도 좀처럼 주어지지 않

았고, TV, 컴퓨터도 없었다. 운동부원들은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가장

원했는데 어쩌다 외박이나 외출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김남축은

바로 PC방에 갔다. 합숙소에서 TV도 보고 싶었지만 채널 선택이 불가

능했고 빡빡한 생활 스케줄과 겹치면서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점차

쌓여만 갔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쳇바퀴

처럼 운동부 생활을 해가면서 결국 운동부원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도망을 감행하게 된다.



- 106 -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듯 학교에서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다 도

망을 가봤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갔다 온대도 되게 웃긴대 부산을 

갔더라고요. 잡혀온 것도 부산에서 잡혀왔는데 

교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갇힌 생활과 힘든 훈련으로 김남축의 동료

들에게 도망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그들에게 도망은 “내가

도망을 갈 정도로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도망가

는 일은 거의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김남축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도망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당시 김남축은 도망치기 보다는 남아서 도망 간 친구들과 사

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남축이 도망을 가지 않은 이유는 부모

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학년 별 주장역

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탈을 최소화하고 팀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고 싶었던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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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 구타의 대물림에 대한 거부

김남축이 소속되어 있던 중학교 축구부에는 학년별 주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학년 별 주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지시사항을 이행 할 수 있

도록 하는 운동부 내 제도였다. 그리고 3학년 학년별 대표는 팀의 전체

주장을 맡는 그런 구조였다.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김남축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주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김남축은 후배들을 구타하고 집합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경고만 하고 실제로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는 자신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지도자나 선배들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 왜

냐하면 주장이 대표로 구타를 행하는 것은 운동부에 존재하는 관계였으

며, 동료들은 김남축이 구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맹렬히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김남축은 운동부 내 위계질서는 필요하지만 위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장이 되고 구타가 아

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해보고자 노력했다. 물론 동기들은

싫어했지만 김남축은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제가 1,2,3 주장을 다 했거든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진짜 애들은 

패고 싶지 않았어요. 코치님들도 주장이 애들 패는 건 눈 감아줬어

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동기들끼리 쟤 좀 패라. 말을 안 듣는다. 이

렇게 말하고 주장한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제가 3학년 주장할 때 진짜 권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가 등치가 크니까 애들이 좀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안 그래도 그냥 선배가 무서운 존재이니까 때리기 전까지만 가고 

절대 때리지 않았어요. 대물림하는 게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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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선수로서 정체성 : 허튼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

김남축은 부상으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코치나 감독들은 일반학생으로서 교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남축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

할 때마다 지도자들은 “허튼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며 일축했다. 그

리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은 축구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에게는 축구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들도 그렇게 참

아 와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도자들은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고

등학교 시절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대학을 가는 것 혹은 프로팀에

가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김남축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경험했다. 훈

련하고 싶어도 부상 부위가 아파와 훈련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럴수록 김

남축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부상의 악화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생활하던 지역을 벗어나 다

른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생전 처음 가본 지역에서 대

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진학과정에서 약간의 불만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갔으니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김남축의 학교에

서 대학을 못가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생선수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생활에 대한 고민을 생기더라도 운동

선수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강요받는다. 학생선수들이 운동 외에 하는

다른 행동은 모두 쓸모없는 일로 치부되었으며, 감독의 역할은 주로 상

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생선수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엄격한 관리와 감독 속에

서 운동에만 전념해야 했으며,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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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감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학을 많이 보내는 순이었기 때

문에. 그리고 능력 있는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힘을 써서라

도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것이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

은 사실 요구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학 잘 보내주는 감독이 최

고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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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학생으로서의 삶 :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대학에 가자 김남축은 너무나 자유로웠다. 하루에 2시간 정도로 짜여

진 1주일 스케줄이 나오면 일정에 맞춰 그 시간에 훈련에 참여하면 되었

다. 학교생활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적어도 김남축이 느끼기에

는 대학생활은 학생선수로서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히 여유로웠다. 하

지만 다른 대학 운동부 동료들의 생각은 다른 듯 했다. 다른 운동부원들

은 수업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은 수업을 비롯한 학업에

관심이 없었으며, 축구 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 보였다.

그냥 쉬는게 최고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뭐라

도 약간 내 뭐 내 계발에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쉬는게 최

고다. 내가 운동시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쉬어야 한다는 생

각이 강하니. 

김남축은 대학 강의 시간에도 그냥 방에 있었다. 수업에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다. 때문에 숙소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거나 자유

시간을 갖는 친구들이 많았다. 운동부는 수강신청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시간표는 김남축에게 의미 없는

일상으로 여겨졌고 중고등학교에서처럼 누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일

도 없었다. 이렇게 대학의 자유로운 생활에 김남축은 금방 익숙해 졌다.

하지만 대학생활에 익숙해 졌다는 것은 다른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활에 온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남축과 그의 동

료들은 축구선수로서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생활에 적응

하고 있었다.

공부는 그냥 생각 밖에 일이었고, 동아리는 안됐어요. 수강신청

은 그냥 안해도 됐고. 주말에 술 마시는거 되고, 여자친구도 되고, 

갑자기 프리했어요. 대학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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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학년이 지난 김남축은 2학년이 되면서 프로에 갈 수 있는 친

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김남축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축구를 하는 것외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을 김남축에게 있어 아주 큰 도전이었다.

동기들이 먼저 알게 되죠. 좀 친한 애들은 알게 된니까. 진짜냐. 

뭐할려고 그러냐. 이게 제일 컷어요. 너 그만두면 뭐하게? 근데 전 

정해놨어요. 군대가는 것. 

김남축의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축구를 계속하자고

했다. 그 친구들은 축구를 그만두면 자신들은 대학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남축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이라

도 어서 빨리 그만두고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트를 육성하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헛튼 짓 하지말고 

잠이나 자라. 그게 제일 컷어요. 공부를 왜 하냐. 성공하는 길은 이 

길인데. 심지어 흔한 워드자격증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나가면 그냥 

발가벗겨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못하더라구요. 

운동을 그만두면서 휴학을 하고 서울에 있으면서 김남축은 새로운 삶

에 도전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무의미하

게 이루어지는 동계훈려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허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많이 걸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 필요했다.

군대를 마치고 돌아온 김남축은 목표를 잡았다. 학교 생활하면서 기본

부터하기로 했다. 개근하기, 지각하지 않기. 수업시간에 앞자리 잡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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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무조건하기. 이렇게 4가지는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김남축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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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여축의 이야기 : 여학생과 축구 선수 사이

어릴 때 축구에 대한 동경으로 축구에 입문했던 이여축은 학생선수로

서 화려한 선수시절을 보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소속한 팀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거두었으며, 이여축 또한 팀의

일원으로서 팀 성적에 기여하였다. 이여축은 스스로 체계나 규율에 순종

적인 편이었다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운동부의 모범생이었다고 스스로

를 기억하고 있다. 운동부 생활에 대한 이렇다 할 큰 불만을 가지고 있

지는 않았지만, 시설이나 지원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가. 축구로의 입문 : 여자가 무슨 축구냐.

이여축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에 뛰어 노는 것을 좋아했다. 쌍둥이

언니는 이여축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거의 매일 둘이 함께 운동장을

뛰어 다녔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중 한 지도자(코치)가 이여축

과 그녀의 언니에게 축구 클럽에 들어올 것을 제의 한다. 이여축은 운동

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축구클럽에 나가서 축구를 배

우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이여축이 본격적으로 축구를 접하게 된 계기

가 되었다.

이여축이 가입한 00축구 클럽은 지도자 1명이 운영하는 지역의 작은

클럽이었으며, 30명 정도의 또래 친구들이 클럽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여학생은 이여축과 그녀의 언니뿐으로, 쌍둥이 자매는

다른 남학생들보다도 우수한 실력 때문에 주위의 많은 부러움을 샀다.

이때 이여축은 축구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심지어는 다른 학교 친구

들과 약속을 정해 운동장에서 매일 아침 등교시간 이전에 축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에 대해 행복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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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 중에 제가 축구를 제일 잘했는데, 그니까 남자애들 다 

모아가지고서는, 새벽부터 축구시합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등교

는 8시 30분 이었으니까요. 보통 한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시합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축구를 계속 할 것

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 왔다. 그전까지 클럽에서 축구에 참여할

때는 큰 반대를 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이여축이 중학교에 가서 축구를

하는 것은 반대하셨다. 이여축의 부모님은 여학생이 축구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축구는 남학생들의 전유물이라

는 고정관념을 깊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여축이 축구선

수로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 과

정에서 이여축은 축구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학원도

빠지고 축구하러 운동장에 나가는 것을 반복했다. 끈질긴 저항과 설득

끝에 결국 이여축의 부모님은 00시에 있는 00중 축구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일단은 여자가 무슨 축구야 라는 가장 고전적인 멘트, 저희 부

모님도 예외는 아니었고...

 중학교로 축구로 진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서, 일단 뭐 

부모님은 당연히 못하게 했죠. 못하게 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

으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00시에 있는 00여중으로 진학을 하게 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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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부의 막내 :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꿈을 안고 진학한 중학교의 운동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여축은 새

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 새로운

지도자는 이여축의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더욱이 선배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합숙소 공간은 15평 남짓 되는 곳으로 잠도 다 같이 붙어

서 자야할 정도로 열악했다. 또한 대부분의 생활이 운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교생활에서는 운동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할 수 있

는 것이 없었다. 훈련도 매우 힘들어 왜 이렇게 운동을 시키지라는 생각

이 들기도 했다.

15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숙소에서 거의 30명 가까이가, 다 

그냥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몸 닿으면서 잤으니까요. 분위기도 뭐 

무섭고, 그 당시에는 운동도, 운동을 무식하게 시키는 것이고 당시

에는 흠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연한 거였고, 

운동부의 막내로서 주어진 역할도 매우 많았다. 점심식사는 축구부원

들과 항상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때 먹는 식사도 부원들이 알아서 만들

어 먹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밥시간이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는 것도 1학년이 도맡아서 해야 하

는 일 중 하나였다. 특히 유니폼이 선수마다 한 두벌 밖에 없음에도 불

구하고 새벽, 오전, 오후 운동 이렇게 연달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빨래가 생기기 때문에 옷을 빠르게 건조시키기 위해 무던하게 애를 썼

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마르지 않았고, 그럴 때 마다 선배들에

게 욕을 먹는 것 또한 막내인 1학년의 몫이었다.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든데 합숙을 하는 동안 운동부의 크고 작은 일도 해야 하니 제대

로 쉬지도 못하게 되면서,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말 싫을 때도

많았다.

밥시간에 뭐 밥차려야 되고 빨래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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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은데 하루에 뭐 방학 때였으니까.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하다보니까 옷은 절대 안 말랐는데, 마르지 않은 것을 가져다주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축구하기 싫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할 수 밖에 

없었죠.

이여축은 1학년 때 소위 말하는 신참자의 실수도 경험하였다. 축구부

에서는 관례적으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이 건방진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후배가 선배에게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

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여축은 1학년 때 경기에 출전해서 실수

를 하고나서 멋쩍은 마음에 언니들을 향해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가,

숙소에서 선배들의 질타를 받게 된다. 이여축은 왜 ‘미안합니다.’라는 표

현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1학년 때에 정식게임 가가지고서 그때가 첫 대회였던가 그래요. 

제가 드리블해서 제가 센터포워드를 봤으니까 슈팅을 하고나서... 언

니들이 그냥 달라니까 자꾸 그러 길래 딱 돌아서가지고서 제가 저

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그랬다가 그걸로 밤늦게 집합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이여축이 속했던 중학교 운동부에서 몇 가지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했

다. 합숙소와 운동부실의 청소는 물론이고, 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

는 것은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선배들과 대화를 할 때면 항상 선

배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써야 했다. 자칫 잘못해서 언니라고 부르거나

존댓말에서 실수를 하면 단체 집합이 이루어지거나 욕을 먹었다. 또한

중학교 운동부의 최고참인 3학년 선배들의 잔무를 전담하는 1학년 운동

부원도 따로 지정되었다. 이여축을 비롯한 축구부 학생들은 이 학생을

“따까리”라고 불렀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존댓말 쓰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리

고 뭐 취침 5분전에 누워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따까리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3학년 직속으로 해서 1학년 A를 배

정하고…

구타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소수의 선배들은 몽둥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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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서 후배들을 구타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구타

를 가하면서, 이여축을 비롯한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은 선배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후배들을 선배

의 권위 앞에 순응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운동부에서 선배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단체종목의 학생선

수에게 선후배 위계의 강화는 운동부를 운동부답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운동부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언니들이 몽둥이 같은걸 가지고와서 때리는 언니는 거의 없었는

데 한명이 좀 유별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몽둥이로 때리기

도 했고,  뭐 싸대기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때리면서 언니

들이 자주 했던 얘기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수한 실력으로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었던 이여축은, 3학년인데

도 불구하고 경기 뛰지 못하는 언니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감당해 내야

만 했다. 다른 동료들이 있더라도 괜히 이여축에게 더 많은 심부름을 시

키고, 잔소리나 욕설도 더 많이 내뱉었다. 그리고 합숙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에도 이여축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씻을 데서 씻고 자려고 그러면 뭐냐 (다른 부원한테) 너 먼저 

씻고 넌 이거 한 다음에 씻어. 이런 식으로 해서 취침시간 임박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여축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선배들의 행동에 대해 운동실력으로 보

여주지 못했던 선배로서의 권위를, 다른 생활적인 측면에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축

구실력이 좋고, 팀의 주축이 되는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실력이 우수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실력으로 인

정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활 영역에서 선배로서의 권위를 세워 강압적

으로 존경을 얻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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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망 : 쳇바퀴 같은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이여축을 비롯한 축구부 구성원들은 외박을 제외하고는 학교라는 울

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생활은 학교에서 이루어져

야 했으며,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코치님의 허락을 맡고 학교수업

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러 교문 앞에 위치한 문구점에 가는 일 뿐이었다.

코치가 지정한 외박일 외에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있어야 했으며, 학

교에서도 주로 합숙소에만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존재하기 어려

운 환경이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는 사연은 딱 하나죠.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해요. 근데 거의 뭐 축구부가 챙겨가는 경우

도 거의 없고 그리고 그런 걸로는 다 나가지만은 뭐 특별히 챙겨갈

게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웠죠.

간혹 외박을 받아서 학교 밖으로 나가더라도 선배들이 지정해주는 복

장을 입지 않으면, 외박에서 복귀한 후 선배들에게 질타를 당했다. 3학년

이 되면 사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고, 1학년과 2학년에게는 외박을 나

가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사복을 입고 돌아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축구부 선배들도 1학년, 2

학년 때 본인들도 겪었던 일이지만, 이제 3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

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다. 축구부원들은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이상한 전통 혹은 인습을 그 흔한 항의 한번 없이 수용하고 있었

다.

 3학년들은 사복입고 다녀도 되는데 1,2학년은 무조건 츄리닝 

입고 다녀야 했어요. 외출 때도.. 사복입은 것을 언니들한테 밖에서

라도 걸리면 학교 들어가서 다시 혼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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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없었다. 이여축이 참여한 유일한 학교 야외활동 행사는 중학교 3학

년 때 소풍 한번 갔던 것이 전부였다. 이여축은 이런 교외활동을 통해

학교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하지

만 운동부의 지도자들은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활

동들을 운동과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했다. 이여축은 이와 같

이 학교에서 가는 야외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을 학생시설 가장 아

쉬웠던 점으로 회상하였다.

중학교 고등하교 내내 수학여행은 당연히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걸 스카우트도 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

데, 중고등학교 내내 다른 생활이 일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워요.  

중학교 3학년 때 소풍한번 간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이여축의 학교생활은 운동으로만 끊임없이 채워졌다. 이여축은 축구부

생활을 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쳇바퀴 같이 도는 일상이었다

고 한다. 모든 생활이 학교 안, 특히 합숙소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 없이 교실, 운동장, 합숙소를 쳇바퀴 같이 이동하는 생활을 이

여축은 참기 힘들었다. 심지어는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답답함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운동하기 싫은데 왜 하고 있지? 근데 관둔다고 부모님한테는 절

대 얘기하지 못하고 선배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하는데 

선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뭐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변하지 않고 반복되니까 

지치는 거죠. 

저희끼리 아....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생각한 게 생활이 너무 갑갑해서 이었

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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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채워진 일상이 견디기 힘들 때 이여축을 비롯한 축구부 학

생들은 누군가 합숙소를 이탈해 도망가 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도 하듯이 누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도망 나갔다가 돌아오면 당

사자는 무척 많이 혼나지만 운동부 분위기는 단 며칠 동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 제발 도망 나가 주기를 바랐었어요. 2학년 

언니들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그날 그 전날 도망 나가기 전날 밤에 

야간운동하면서 저희끼리 작전을 짰죠. 어차피 오늘 밤에는 못나가

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운동 하기 전에 우리 다 도망 나가자.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이던 이여축은 동기 및 2학년 선배언니들과 운

동부로부터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도망은 말

그대로 일상으로부터의 탈주였다. 그녀들의 일탈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갑갑한 삶을 살도록 억압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이거나, 자신들

의 갑갑함을 알리는 의사 표현이었다.

이여축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도 도망을 간 경험을 가

지고 있다. 중학교 때 도망을 갔던 것은 쳇바퀴 같은 생활로부터의 탈주

였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운동부 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위

계 관계를 견딜 수가 없어 도망을 갔다. 이여축에게 도망은 어떤 식으로

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지도자와 학부모에 대한 항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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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급학교 운동부로 진학 : 눈치 있는 운동부원

이여축은 중학교 때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 새롭게 진학하는 운동부는 중학교

때 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큰 팀이었으며, 이여축의 롤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선배들도 많았다. 축구부에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고등학교 때부

터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에 차출 되는 선수가 많았으

며, 이 선수들을 보면서 축구선수로서 기량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마음

가짐을 다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도 어김없이 운동부의 규율문화가 존재했다. 오히려

이런 규율문화가 중학교 때 보다 훨씬 더 심했다. 여전히 강압적인 운동

부 문화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내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중학생 시절

처음 운동부 적응 경험과 비교했을 때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다.

중학교 운동부 시절 경험을 토대로 선배들을 대하고 막내 혹은 후배로서

의 ‘눈치’를 발휘하면 적어도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이여축은 눈치가 있다는 것은 알아서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고등학교 운동부에 적응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요령이 생겼기 때문이었

다. 중학교 때는 단지 선배들이 시키고 정해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를 ‘눈치’를 봤다면, 고등학생 때는 선배들이 원하는 바를 미리 알아채고

그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알아서 잘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일단 대표팀, 청소년대표팀 연령별 그런 것

들이 차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 보면서 예를 들면 선배 중에

서 000이라고 아실 거 아니에요.(중략) 00팀에 있는데 제 1년 위 선

배에요. 그런 언니들 예를 들면 대표팀 나가고 하는거 보면서 또 동

기부여가 되고 했던 건 사실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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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더 중학교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3년 동안 눈치라는 것도...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래도 좀 이게 빼꼼이가 되죠 

빼꼼이가 

눈치가 있다는 건 알아서 잘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언니들 빨

래 같은 것을 가져다 줄 때 그전에는 오늘 만약 노란 유니폼을 입

어야 되는데 빨래가 안 말랐으며 욕을 먹더라도 안 가져다 줬다라

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미리 선풍기에다가라

도 가서 말려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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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동선수로의 역할 : 승리를 위해 포기한 것들..

이여축이 속한 고등학교 팀은 어떤 대회에서건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매우 성적이 우수한 강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쩌다 일어나

는 패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부분의 경기를 승리하다가

어쩌다가 패배라도 하는 날이면 경기장에서 학교까지 뛰어가게 했으며,

심지어는 먹은 골 수 만큼 식사를 주지 않고 끼니를 거르도록 지시하기

도 했다.

숙소까지 5km 정도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개**들아 짐싸! 해

가지고 숙소까지 뛰어가라고... 축구화, 가방 다 매고서 아이스박스 

이런 것만 차에다 넣어놓고 막 뛰어갔죠. 도착하니까 코치님이 골 

먹은 숫자만큼 밥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섯 골 먹어서 그때부터 

다섯 끼 굶은 거예요. 

승리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로 삭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축구

를 하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편리성을 이유로 남학생들이 주로 하는 숏

컷 머리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런 머리 보다 더 짧은 머리 스타일을

갖게 한다는 것은 한창 사춘기인 여고생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삭발을 한 것은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있었으며,

삭발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점차 삭발한 상태도 익숙해져 갔다.

추계 대회 때 성적 안난거에요. 그리고나서 또 삭발하고 그다음

대회 전국체전 선수권, 전국체전인데 두 개 다 우승한 거죠. 우승 

기념 사진보니까 다 삭발한 사진이더라구요

경기의 패배에 대한 처벌의 측면에서 삭발이 강요된 것처럼, 지도자들

은 학생들이 여고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

다. 모든 것의 초점은 축구에 맞춰져 있었으며, 축구만 잘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일로 치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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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운동부원들이 다른 여고생처럼 머리스타일에 관

심을 갖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외모에 신경 쓰거나, 다른데 조금

이라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이와 관련된 행동은 모두 사전에 차

단당했다.

다 무슨 사진 보면은 누구하나 머리 기를 수도 없었고 그때는 

뭐 머리 기르는 것 자체도 안 되는 분위기였고 하다못해 선크림 바

르는 걸로도 욕먹는 분위기였으니까.

언니들이 땀 흘리는 것을 보니까 허옇게 흐르니까 선생님이 선

크림 발랐구나.. ***들 막 이러면서 욕했죠. 운동선수가 타는 것이 

당연하고 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니들이 선크림을 발라? 너희 게

임만 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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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도자로서의 생활 : 운동부 경험의 의미와 교훈

이여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 생활은 초

중고등학교의 생활보다 훨씬 자유로웠으며, 이여축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중고

등학교 때는 일탈로 여겨지던 것이 대학에 와서는 당연한 일이 되었으

며, 지도자가 통제했던 일들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갔다.

대학교다보니까 확실히 자유분방했고...일단 일탈이라는, 일탈이

라는 걸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운동 외 시간들은 선생님이 

크게 제약은 안주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몰래 야식도 몰래 먹고, 

오히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가서 애들이 늘 그랬어요. 여축이 늦바

람든거 같다고...대학교 와서 학교 친구들하고 뭐 밤에 술도 좀 마시

러도 나가고..술을 뭐 자주 마시고 그건 아닌데, 뭐 9시까지 외출이

고 이러니까 놀기 얼마나 좋아요. 그 근처가. 뭐 00(유흥가)도  있

고, 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여축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스스

로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초중고 학생선수 시절처럼

감시하고 통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

에 적응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 적응하면서 이여축은 운동

을 하는 동료들은 물론이고, 학교생활을 같이 했던 다양한 대학 친구들

과도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학교 올라오니까 더 끼리끼리 지내게 되고, 왜냐하면 선생님

이 막 다 감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끼리끼리 지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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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축은 대학생활 중 부상으로 인한 휴식기를 거치고, 때로는 슬럼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

던 중 우연한 기회에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축구 클럽에 지도자로서 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도자 경험은 후에 이여축이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여축은 대학을 졸업한 후 실업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으며, 은퇴

한 이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여축은 지도자

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자신이 겪어왔던 운동부 경험에 빗대어 설명

하였다. 경험했던 운동부 생활은 다소 억압된 것이었으나, 이여축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운동시간에는

강한 카리스마로 운동부를 지도하려고 하지만,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들

의 멘토 혹은 선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

고 이여축은 생각하고 있다.

저는 편해요. 일단 제가 뭐 옛날에 억압된 생활을 했다고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그런 애들한테 그런걸로 억압을 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는 걸 전혀 못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략). 근데 응 저는 하다못해 3학년들 뭐 이렇게 고민있다 그러면 

맥주 한잔 사줄게 마시자하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뭐 그냥 그렇

게 하다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도 안받고 운동할 땐 좀 제가 많이 강

한 스타일이라

이여축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선수로서 경험이 가지고 있는 중

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여축은 운동부원들에게 공부하는 것도 운동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도하고 있었다. 아직도

운동부 문화 속에 갇혀 지내는 운동부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

부 경험을 토대로 운동부원들이 자신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운동장에서 학생선수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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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요즘에는 학생선수라는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

다보니까 어 저도 이제 그게 바램이기도 하고 제 제자 만큼은 어 

운동선수 같지 않은 학생 생활을 하면서 운동할 때 정말 막 프로같

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과거

에도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바랬겠지만은 지금 이제 모든걸 다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저는 좀 애들한테 그래서 쌤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한게 한이 되가지고서 지금 이제 

좀 더 커가지고서 공부 하려니까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그냥 종

종 하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좀 더 지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지길 바

라고 운동도 그러면서 잘하면 좋겠고 근데 잘 못해도 일단은 공부

해놓으면 길이 생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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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여테의 이야기

: 자유로운 운동부 생활에 대한 갈망

김여테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코트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작했다. 6살부터 시작한 테니스는 김여테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

로 자리 잡았고, 테니스가 인생의 전부였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생각

이 변화했다. 엄격한 규율이 있었던 학교 운동부 생활 때문에 힘들었고

결국 아카데미로 훈련장소를 옮기면서 구타 없이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을 배웠다. 김여테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도 그때는 불합리나 어려움

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불합리가 많았

었다고 진술했다. 또 운동선수들의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가. 테니스부로 전학 : 테니스코트는 내 놀이터

김여테는 테니스코트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에 의해 3살 때부터 테니

스를 접했다. 김여테의 아버지는 생활체육 코치를 하셨고 집과 가까운

곳에 테니스코트가 있었던 터라 김여테와 김여테의 동생까지 모두 겨우

걸을 수 있는 나이부터 놀이로 테니스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테니스코

트에서 지냈을 만큼 테니스공을 좋아했던 김여테는 초등학교 3학년에 첫

시합을 나갔다.

첫 시합 이후 김여테의 아버지는 김여테에게 본격적인 훈련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였다.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테니스부가 있는 초등

학교로 전학을 가야했고 김여테의 아버지는 남자테니스부가 있는 초등학

교로 김여테를 전학을 시켰다. 김여테가 전학 간 초등학교 테니스부에는

여자선수보다는 남자선수를 위주로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다. 그래서 여

자선수는 김여테를 포함해서 오직 2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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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때는 좀 본격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이젠 아

버지가 아니고, 4학년 때 넘어가서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에서 어떤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전학을 간 학교는 남자 초등학교에

요. 주로 남자고, 여자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남자선수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 여자 선수들한테 엄하게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

요. 

김여테는 초등학교 선수를 하면서 지도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여자선수가 많이 없었고, 남자선수들과 비교해서도 김여테의 기량은 매

우 우수했다. 때문에 김여테의 지도자는 김여테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홍일점으로 더 챙겨주고, 다른 여느 여자아이들처럼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김여테는 남자선수들이 주류가 되는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점점 남자 아이처럼 변해갔다

저는 홍일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치 선생님도 조금 더 예쁘

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오빠들이나 동기들이 동기가 4명이 있었

는데, 또 제가 또 잘 어울리려고 제가 했던 거 같아요. 머리도 자르

고, 막 남성스럽게 하고, 지금 단체사진 찍어 논 거 보면 여자아이 

찾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다 똑같이 지냈던 거 같

아요. 여자로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여자 동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남성적이게 놀고, 같이 

축구하고 어울리고, 여자애들처럼 놀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제가 완전 원래라면 머리를 길게 땋아서 길었는데, 숏 커트를 쳤어

요. 근데 이유는 그 왜 여자 더우면은 물로 머리로 머리 헹구고 그

런 거가 하고 싶기도 하고 왠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이때 다른 점을 없앴다고나 할까요? 저만 여자라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테니스부에서 유일한 여자선수로 여성스러운 모습을 유지도록 지도하

고 싶었던 지도자의 마음과는 달리 김여테가 보여준 초등학교 선수시절

의 모습은 하나같이 숏컷으로 자른 머리카락에 햇빛에서 뛰어 놀아 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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맣게 그을린 얼굴이었다. 언뜻 보면 남자아이들과 성별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였다. 남자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남자아이들처럼 행동

했던 김여테는 외모적으로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테

니스코트에서 축구하고, 놀고, 자고, 해가 다 지고서야 집에 들어가는 아

이였던 김여테는 거의 코트에서 살다시피 했었다. 그리고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개구쟁이들처럼 지냈던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다. 하

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 김여테는 운동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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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배들과의 관계 : 무서운 언니들과의 경쟁

김여테는 중학교 들어온 이후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테니스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초등학교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테니스코트를 놀

이터처럼 생각하고 테니스가 너무나 재밌는 운동이었지만 막상 중학교

들어오니 김여테가 친하게 알고 지내던 언니들은 언니가 아니라 선배로

변해있었고, 이 때문에 운동부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테

니스코트에서 만난 언니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중학교에 들

어오니 그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과의 경쟁이 심했다.

특히 인원수가 많은 중학교 테니스부에서는 단체전에 엔트리 멤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쟁이 심했다. 리그전은 기본이었고, 자체 토너먼트

도 지속됐다. 때문에 1학년들은 단체전 엔트리 멤버로 들어가기가 어려

웠다. 하지만 6살부터 테니스를 쳤던 김여테는 이미 언니들보다 두 배가

넘는 구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전엔트

리에 중1 때부터 들어갈 수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시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언니들의 괴롭힘이

었다. 김여테가 단체전 엔트리에 들어감으로 인해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

한 언니들은 김여테를 괴롭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을 지도자에게도 말해봤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운동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코치에게도 운동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운동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중 1때 내가 생각했던 재미난 테니

스가 아니었다는 걸 느낄 때, 그래서 테니스를 안 하고, 전 수업을 

들어갔어요. 수업을 하면서 테니스는 적당히만 하루에 몇 시간정도 

쳤죠. 너무 팀 생활이 힘든 거예요, 집합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미 코치들에게도 그렇게 팀 생활이 힘들다고 말해버리니까. 

또, 언니들이 시키는 그 하루에 몇 번식 하는 집합이 싫었던 거고, 

또 중 1인데 단체전 멤버에 뽑혔다는 이유로 집합을 받는 게 싫었

고, 뭐 이랬던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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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테는 차라리 시합장에 가는 것이 단체생활에 묶여 있는 학교생활

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시합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해도 좁은 숙소에 4-5명이 함께 있으면서 지내는 생활도 결코 쉽

지는 않았다. 선배들의 눈치도 봐야 했고, 경기도 잘 해야 했기 때문이었

다.

더군다나 막내는 할 일이 더 많았다. 샤워도 매일 꼴찌로 해야 했다.

그 당시는 그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들이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

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막내의 역할에 대해 강요받았다. 막내들이 온

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운동부 내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것

이었다. 선배들의 물통을 준비하는 일부터 식후 과일을 씻는 일까지 후

배니까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운동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1학년 시기만 참으면 내년에는 하지 않

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여테는 계속 운

동부원으로 남게 된다면 이 규율과 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규율

과 문화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부를 떠나는 방법 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당시 막내가 물통 씻고, 과일 사오고 과일 씻고 이런 게 

당연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하고 나면 내년에 안하니까, 그냥 받

아들이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대신 제가 동생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운동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2살 터울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 하는 게 한날은 집에 

와서는 여동생은 운동시키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했대요. 운동은 나

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을 했데요. 제 동생이 나랑 두 살 터

울이라서 초등학교 때 대회를 나가면, 1등을 했어요. 복식을 나가면, 

잘하고 그리고 동생이 왼손잡이에 더 유리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또 저만큼 운동을 안 좋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

하기에는 동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은 안 

시키면 안 되냐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할 테니 동생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 그 결과로 진짜 동생은 운동을 그만 뒀거든

요?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안 좋은 기억이라 잊었는지 모

르겠지만, 동생은 내가 있는 운동부 경험을 절대 안 시키고 싶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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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죠. 어떤 이유로, 

김여테의 학교는 중·고등학교가 합쳐서 있는 운동부였다. 중학교 1학

년의 경우 위로 5년 동안 선배가 있었다. 한 학년 당 4-5명의 있는 운동

부에서 중학교 1학년 때는 20명이 넘는 선배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상황

이었다. 게다가 잘못한 것들은 집합을 하면서 지적당하기 일쑤였다. 집합

의 소재는 다양했다. 주로 부상, 예의, 시합성적, 겸손함을 소재로 집합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특정 물품을 가지고 다닐 것을 지시해 놓고 수시로

소지 여부를 검사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크게 혼나는 경우도 있

었다.

그리고 다섯 가지라고 있어요. 여자로서 우리 팀이 챙겨야 되는 

것.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집합의 소재거리 에요. 다섯 

가지 가지고 집합을 했어요. 반짇고리, 거울, 수건, 휴지, 로션이였

나? 항상 몸에 가지고 가방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언니들이 야 수건 

이러면은 항상 탁 바로 가지고 가야 되고 없으면 집합하자. 이렇게 

혼내는 거죠. 반짇고리는 그거 왜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

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집합의 단골 소재거리라서... 늘 검사를 하는 

거죠. 안 가지고 오면 운동장 엄청 뛰고. 한번은 집합을 했는데 무

릎이 펴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 

정도로 그래도 우리 학교가 좀 나았던게 우리학교는 그래도 때리지

는 않았거든요. 

선후배 사이의 위계적 관계에 지친 김여테는 중학교 졸업 후 학교 운

동부를 떠나 아카데미에서의 훈련을 선택했다. 선배들과의 관계에서의

압박감과 보다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운동부에서 테

니스를 지속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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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운동부 문화 : 아카데미의 자유로운 분위기

김여테에게 아카데미 생활은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다. 지도자로부터의

언어적/물리적 구타도 전혀 없었고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학교 운동부에

서는 접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카리스마가 있는 코치들이 있었고, 그

코치들은 훈련도 늘 즐겁게 웃으면서 하길 원했다. 김여테가 느끼기에

아카데미의 코치들은 때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훈련을 지도할 수 있도

록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그냥 중고등학교는 그냥 지정된 코치 선생님이 계시잖아

요, 근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내가 코치를 보고 가는 거죠. 투어 

다니고, 시합 다니고, 그 사람들은 선수들 마다 일지처럼 기록물을 

적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늘 먼저 와 있었고, 늦게 가고. 기존의 운

동부와는 다른 모습이죠. 

김여테는 아카데미에서 맞지 않고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

다. 부상이 있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컨디션 조절을 하

면서 쉴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훈련이 있는 상황에서는 훈련도

따로 했다. 특히 시합장에서 몸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떤 것은 김여테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부분이었다. 이전에 소속되었

던 운동부에서는 한 분 혹은 두 분의 지도자가 20명 혹은 30명이 넘는

운동부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면이 있었던 반면, 아

카데미에서 운동을 하게 된 이후에는 시합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

인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아침에 9시 경기면 연습코트를 잡아야 되니까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경기

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호명되면 불러가 게임하고 그렇게 밤 8시, 9

시까지 있는 일은 부지기수죠. 그리고 응원은 또 왜 그렇게 목청껏 

하라그러는지. 그런데 그 문화는 아직도 안 없어져서 지금 남자들이

랑 시합을 같이 열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운동하는 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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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인원이 함께 다니던 학교 운동부와는 다르게 4명, 또는 5

명이 서로 연습하고 또 경기 후에 바로 훈련을 하거나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개인화된 훈련 시스템은 아카데미만의 큰 장점이었다. 물론 소

속은 학교 운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김여테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부에 대

한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 생각도 했었지만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투어

를 다니고 학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생활하는 아카데미는 거의 신세

계나 다름없었다. 아무도 억지로 운동하지 않았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미리 말하고 쉴 수 있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는 늘 미국 전지훈련을 갔는데, 미국 전지훈련은 지금의 김여테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미국에서 외국인 코치들과의 훈련 경험은 항상 새로

웠고, 선수들의 입장을 매우 고려해 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깊었다. 미

국이나 유럽 등 테니스선진국에서는 코치가 선수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으

로 우리나라와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도 상당했다. 이처럼 아카데미에서의 운동경험과 외국에서의

특별한 훈련 경험은 김여테가 테니스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가지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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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테니스를 위한 제한된 삶 : 모든 생활은 테니스의 연장선

김여테가 중학교 운동부 시절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친구들과 떡

볶이 먹으러 가는 일이었다. 그만큼 다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기 어려웠다. 방과 후에 다른 학생들은 집에 가거나 학원에 갈

때 김여테는 매일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은 김여테를

비롯한 테니스부원들에게는 진정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더욱이 김여테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나 소풍도 가본 적

이 없었다.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은 그저 오전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날

이었고, 기껏해야 학교 행사 중에 등산이라도 끼어있는 날이면 훈련으로

서 등산에만 같이 참여하였다. 소풍 날 어짜피 본인은 소풍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가 왔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

였다. 비가 오면 소풍도 취소되고 운동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우리가 가는 건 산타기, 뭐 체력훈련 하러 산 타러 가

거나...그거 말고는 글쎄요. 학교에서 가는 행사는 전 안 가봤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있는 수련회? 이런 거 소풍? 이런 걸 오히려 못가

면 못 갔지. 그게 좀 속상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 추억이 있긴 있는데 다 운동부끼리의 

추억이에요. 장기자랑을 해도 우리끼리 하고, 목욕탕을 가도 다 우

리끼리만 가고 그래서 그냥 일반친구라고 하나? 운동 안하는 친구

는 없단 말이예요. 다 테니스 치는 사람. 그냥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에 13년 있었으니까 만나

기가 어렵고 또 어릴 때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김여테는 학교에 조례를 들어가고 오전수업을 받는 등 학교생활을 했

지만 학교에서의 추억은 운동부끼리의 추억이 대부분이었다. 테니스부원

의 삶에 자유시간이 거의 없었다. 규칙적이고 짜여진 계획에 의한 생활

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어 실업팀까지 이어졌다. 점오를 하고, 통

금시간에 의해 철저하게 규율을 지켜야 됐다. 감독님의 허가 없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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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 없었다. 김여테는 그 당시에는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

동선수의 삶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쉬는 시간마저 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지시받기도 하였다.

7시에 점오. 다 같이. 모든 운동부들이 다 나와서 점오를 하고, 

아침을 먹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운동 준비를 해서 8시에 

코트를 가서 9시부터 훈련을 하죠. 11시 30분 까지 훈련을 하고 다

시 돌아와서 씻고 12시에 밥을 먹고, 다시 2시에 코트를 가서, 오후 

운동 시작. 반복되는 생활. 한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앞에 커피

숍이 보이는데 더우니까 그냥 이 반복되는 생활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저 앞에 보이는 커피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릴까. 반복되는 생

활에 지치고 지겨웠던거지.

외국을 가도 그 나라의 뭔가 다른 것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지

금 안타까운 게 저도 실업 중고등 학교에서 13년 했고, 했는데 여느 

나라 다른 나라 관광지 많이 가봤어도, 거기 그곳을 즐겼다고 표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기억나는 게 한두 번 정도 있었

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런데 시합을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너네끼리 이런대도 가보고 해라 하는 거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저

희의 그래서 사정을 알고 그분이 그럼 딱 3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가, 자기가 한번 돌아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

랬던 적이 없어서...

김여테는 과거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로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많았

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기억은 대부분 테니스코트와 호텔에서 지내던 기

억뿐이었다. 김여테는 경기날짜까지 여유가 있거나 컨디션이 좋은 날은

다른 관광지를 구경하러 나가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코치나 감

독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었고, 어쩌다 외출과 관련해 꾸지람이라도

듣는 날엔 연습도 하기 싫을 만큼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았다. 이렇듯 김

여테는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쳇바퀴를 돌듯 테니스코트에서의 생활만 반

복했다. 테니스 외에 다른 일상생활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고, 어린 시

절부터 감독의 지시를 행하는 것에만 주로 익숙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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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남테의 이야기

: 운동선수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김남테는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부에 들어갔지만 방과 후 활동으로 다른 스포

츠를 즐기기도 했다. 이후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테니스부에 입학했고 중학교에서 만난 코치

선생님의 인연으로 고등학교 시절 우수한 선수로 성장했다. 하지만 대학

에 들어간 김남테는 우수한 테니스 선수로서의 삶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김남테는 대학 입학 이후 테니스선수로의 정체성을 버리

고 일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길 원했다.

가. 가족에 의한 테니스로의 사회화 : 재미있는 테니스

김남테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가족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테니스부에

들어갔다. 하지만 테니스부에 활동은 전문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훈

련에 집중하기보다 방과 후 활동과 같은 취미생활에 가까웠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김남테는 새로운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때문에 바둑, 수

영, 테니스를 동시에 할 만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중 하나가 테니스였다.

테니스를 처음 한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었어요. 그때 엄마

도 테니스를 치시고 형도 테니스를 치고 이제 가족이 다 테니스장

에 늘 나가다 보니까 테니스장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수영도 하고 있었고 테니스도 하고 바

둑도 하고 방과 후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중 테니스를 제일 좋아했

던 거죠. 

김남테는 테니스를 취미활동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전국시합 나가면 늘

2-3회전에서 떨어지는 선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기억은 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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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었다. 테니스부 아이들과의 교우관계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

은 테니스를 치고 난 뒤 늘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간식을 먹거나 함께

게임을 하고 놀기도 했다. 테니스의 코치님도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즐겁

게 치는 테니스를 추구하는 분위기였다. 코치님은 김남테와 같은 테니스

부 아이들의 교육에도 신경써줬으며, 해외선수들의 영상을 찾아 보여주

면서 선진테니스를 가르쳐주길 원했다.

압박적인 분위기는 거의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약간 전문적

으로 운동을 하는 느낌보다는 팀의 색깔은 가지고 있었지만 좀 캐

주얼한 분위기였다고 해야 하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테니

스를 배웠고 당시 코치선생님도 좀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고. 해외영

상을 보면서 따라 해보자고 비디오를 보여주시고 또 따라 해보고 

이렇게 지내면서 막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 상 받는 것도 테니스부원으로서의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다.

어린 시절부터 김남테는 승부욕이 강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

서 평범한 삶의 패턴을 싫어했고 약간 색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면 왠지 모를 긴장감도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김남테를 신기하게 생각해서 왠지 모를 우월감도 느껴졌다. 그렇게 방과

후 활동으로서의 테니스는 늘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테니스를 안 하는 아이들 시선에서 보면 아무래도 부산 시합에

서 상을 받아오면 방송실이라는데 가서 아침조례 때 교감, 교장선생

님한테 상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신기해하고 그랬어요. 상 받

는 것이 약간의 긴장감도 있지만 조금은 약간 우월감 그런 것도 느

껴지긴 했던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듯 초등학교 시절의 김남테에게 테니스는 늘 즐겁고 설레는 일이

었고 선수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학업이나 학교생활 자체에는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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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료(선후배)간의 유대 : 엄격함 속의 동료애

김남테는 중학교에 가서도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테니스부 활동을 지

속할 수 있었다. 후배를 심하게 괴롭히지도 않았고, 주어진 공통의 일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순서를 정할 정도로 민주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이

처럼 민주적인 분위기의 중심에는 무서운 코치 선생님이 있었다. 김남테

의 코치선생님이 너무나 엄격한 탓에 오히려 학생들은 단합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여타 운동선수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너무 교육적으

로 엄격하시고 제한이 많았어요. 훈련도 훈련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

는 게 많고 너무 빡세고, 텔레비전, 이성관계, 그리고 먹는 간식에도 

신경을 쓰실 정도로 제한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약간 똘똘 뭉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지 군인들이 군대 가서 하는 말로 군인의 적은 

간부다. 이러는 것처럼. 

교육적인 마인드가 강했던 김남테의 코치선생님은 운동선수로 성공하

기 위한 규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강했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

으로 선후배 간의 차별은 철저히 막았다. 김남테의 코치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성실한 모습의 코치였고, 항상 선배와 후배

는 동료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좋은 훈련

파트너로서 좋은 인생친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늘 강조했다. 때문에 김

남테의 선배들은 후배들이 못하면 감싸주기 위해서 늘 도움을 줬다. 그

렇지 않으면 무서운 코치 선생님이 팀 전체를 꾸지람했기 때문이었다.

김남테의 코치는 팀분위기를 늘 중요시 여겼다.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

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민주적인 분위기인데 후배들이 하는 역할이 심하

지 않았어요. 코트장 정리도 가위 바위 보로 하고 돌아가면서 하라

고 코치님이 늘 그랬어요. 그리고 선후배끼리도 괴롭히지 못하게 신

경 쓰시고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선생님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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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니까 우리보고 체크하고. 혼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선배가 우

리를 챙겨주는 그런 거? (중략) 그러다 우리가 소체에 나가서 결승

에 갈 실력이 아니었는데 대박이 난거죠. 준우승 한거. 

김남테의 팀은 예상치 못하게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김남테 팀의 성적은 기껏해야 전국대회 2-3회전이었다. 많은 사람

들이 결승까지 올라갈 실력이 아니라고 했지만 김남테의 학교는 그 때

이후로 계속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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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계적 선후배 관계 : 같은 목표 하지만 불편한 동행

고등학생이 되자 같은 선후배의 구별을 확실하게 짓기 시작했다. 형들

은 암묵적으로 선후배들 간의 규율을 더 강조했고 코치선생님 몰래 일탈

을 일삼았다. 중학교에서 형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가 수직적인 관

계가 되어 압박을 받으니 형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편

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중학교 때까지는 함께 고생하며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 함께 했던 관계였는데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마치

놀이를 하듯 후배들을 폭행하고 순서를 정해 괴롭히는 모습이 자신의 권

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여겼다.

왜냐면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

도 형아들이랑 잘 지내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

니까 갑자기 자기가 선배라고. 저런 게 해보고 싶은 거지 하면서

도... 집합도 하고. 굉장히 사소한 일로 혼내는 선배가 되어 있었어

요. 근데 나중에는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형들은 그 와중

에도 공평성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 만약 약간 뭔가 문제를 저지르

는 애는 무조건 더  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특히, 김남테의 학년 중에 반항하는 아이들이나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

들도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 선배들은 실력이 안 좋거나 문제아를 더 챙

겼지만 고등학교에 오니 그런 아이들은 더 많이 괴롭혔다. 형들은 일탈

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개념 없다며 나무랐다. 개념이 없다는 말은 일종

의 운동부 내에서 규율을 안 지키는 아이들은 하나로 지칭하는 말이었

다.

소위 개념 없다고 말하는 걸 처음 들은 게 형들이에요. 형들이 

개념이란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팀 내

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엄청 괴롭히고 

망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형들이 개념 없는 애들은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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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테는 테니스 실력도 좋았고 일탈행동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형들

과 대립하고 싶지도 않았다.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집합

하는 횟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적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자신들

과 함께 행동해 주지 않는 김남테를 시샘하고 경계했다.

형들이 그렇게 개념 없이 하면 기를 누르려고 했었어요. 집합도 

그래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감독님이 하지 

말라는 건 거의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형들한테도 안 혼나고 

한번은 동기가 엄청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동기가 저에게 “왜 김남테만 차별하느냐!” 며 따진 적도 있어요.

김남테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선배 형들과의 마찰이 적었다. 그리고

김남테는 왼손잡이 특유의 독특한 샷으로 기량이 뛰어나 고등학교 시절

매년 대회성적이 좋았다. 나중에는 후배들도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김남테의 팀이 단체전을 할 때면 늘 성적이 좋았고 1-2학

년 후배들의 선전으로 인해 3학년 선배들은 게임에 뛰기 보기보다는 벤

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런 형들을 보면서 김남테는 늘 마음

이 안 좋았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성적을 내야하는 압박이 심했고 실제로

대학에 못 가는 형들의 진로를 보면서 김남테는 고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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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 : 공부에 대한 관심

테니스는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위해

서는 개인전 성적뿐만 아니라 단체전 성적도 필요했다. 김남테의 선배들

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단체전에 특히 많은 관심을 두었다. 단체

전 성적에 따라서 대학진학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고등학

교 2학년 당시 김남테는 이미 대학진로가 결정 나 있는 상태였다. 기량

이 좋았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유명대학에서는 김남테를 점찍어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진학을 기다리던 어느 날 김남테는 몸이 급

격하게 안 좋아졌다.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다. 원인은 악성 빈혈이었

다. 퇴원 후 돌아와서도 어지럼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김남테는 고민이

되었다.

대학이 결정되어진 상태였어요. 00대는 테니스 유명대학이니까 

다들 그 대학에 간다고 하면 잘 갔다고 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

데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빈혈

이었고 입원 후에도 뭐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계속 

어지럽고 그래서 00대 가서도 이렇게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 가서 새로운 삶에 대한 

공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공부를 하는 다른 대학으로 선택

을 하게 된 거죠. 

김남테는 고등학교 때 운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

님에게 수학과 영어 과외를 할 수 있게 대할라고 부탁했고 형들은 그런

김남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김남테가 공

부하는 것에 대해 놀리고, 이를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

지만 김남테는 자신의 미래가 테니스로만 결정되는 것이 싫었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원래 제가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뉴요커가 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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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밖에 세상이 궁금했어요. 중학교 이후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김남테는 코치님과의 상의 끝에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테니스 명문 00대가 아닌 XX대로 입학을 결정했다. 김

남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

대감에 가득차 있었다.

김남테는 테니스선수로 살면서 공부를 소홀했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

다. "공부를 내가 소홀하게 시작된 시점은 시험을 쳤을 때 문제의 답을

찍기 시작하면서 부터에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김남테는 4교시 수업까

지는 수업에 참여했으며, 시험을 봤을 때도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바탕

으로 시험문제를 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웠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선생님과 부모님 몰래 수업에 땡땡이를 치는 경우가

늘어났다. 선생님들도 테니스부 아이들을 반평균을 낮추는 천덕꾸러기

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성적이 엉망일정도로 영어만 했어요. 너무 재밌고, 지금도 GRE

를 공부해서 유학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어에 완전 미칠 정도로 테

니스부원으로서의 다른 생활은 거의 안하고 그냥 영어에만 매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지내던 김남테는 대학에 가서 처음 제대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공부를 경험해보았다. 특히 영어공부가 너

무나 재밌었던 김남테는 전공 성적이 엉망이 될 정도로 영어공부에 매진

하기도 했다. 대학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테니스부에서 매일 운동을 했지

만 하루 2시간이 전부였다. 그 시간 이후에는 온건히 자신의 미래를 위

해 하고 싶은 공부를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남테는 하루라도 빨리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은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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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스스로 그러길 원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의 느낌을 자꾸 

뺄라고 했었고 더 이상 저 정체성을 운동선수에서 공부하는 사람으

로 옮겨가고 싶은 욕구가 심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김남테는 코트에 나가는 게 싫었다. 운동선수로서의 삶

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다. 예전 삶의 중심이 테니스였다면 이제는 공

부로 그 중심이 옮겨졌다.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생각의 대부분이 공부에 초점이 맞

춰져간 상태에서 대학 들어오면서 저는 완전 그냥 운동하는 애라기

보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빨리 그냥 보통의 일반학

생들처럼의 삶을 더 원한다고 해야 되나. 추구하는 삶이 바뀐 거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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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시 이야기하기: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의미

내러티브 탐구의 출발은 결국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학문적 환

원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경험은 대부분은 이

야기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storied phenomenon)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극, 2012; Clandinin & Murphy, 2009).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

기 위해서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3차원적 탐구 공간’을 활용하였다. 3차원적 탐구공간이란 내러티브의 다

양한 맥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위

치이다. 즉,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맥락

위에 연구자의 경험을 위치시키고 각 맥락을 음미하면서 이야기적 현상

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기’라고 할 수 있다.

3차원 내러티브 공간 중 첫 번째, 시간성(temporality)은 경험을 시간

의 흐름대로 이해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적 연속성 속에서 이야기

적 현상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장소(place)는 특정한 장소 또

는 일련의 장소에 초점을 맞춘 내러티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

째, 사회성(sociality)은 개인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 상호작용

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것

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다시 이야기해보기 위

해 연구자의 위치를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위치시키고, 시간적

내러티브(시간성), 공간적 내러티브(장소), 관계적 내러티브(사회성)를 토

대로(김동학, 2013)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의미를 탐색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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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참여자의 운동부 정체성 형성과정

1. 시간적 내러티브 : 운동부 정체성 형성과정

시간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가 학생선수 시절 겪었던 운동부

경험을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해보고, 운동부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현장텍스트를 토대로 학생선수들이 운동

부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운동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체성 탐색’,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정

체성 확인’, ‘정체성 위기’, ‘정체성 재구성’의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동부 정체성 형성과정은 연구참여

자의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적 내러티브로 재

구성한 것이며, 운동부 정체성 형성 과정은 반드시 제시된 단계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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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체성 탐색 : 학생선수로의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

정체성 탐색 단계는 본격적인 학생선수로서 운동부에 참여하기에 앞서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이때의 운동부 참여 수준은 단순한 여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신체활동을 통해 여가로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운동

부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전

문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선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학생선수로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고, 시합도 출전할 수 있는 운

동부에 참가하게 된다. 윤남농은 초등학교 때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

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엄격한 규율의 운동부가 아닌 방과 후 활동

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운동부(농구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6학년 때 축구

부랑 농구부가 생기게 됐는데, 전문선수가 아니고 동아리 방과 후 

활동으로 생겨서 들어가게 되었죠. (윤남농)

 

또 다른 운동 참여의 동기는 신체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업에서

탈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운동부가 가

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운동만 잘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공부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여농은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도 조금 멀리 해도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운동 참여를 결

정하게 된다.

제가 그때 막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싫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

니까, 거기 있고 운동부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수업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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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업만 하고, 운동하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때 

딱 시작 했어요. (이여농)

가족의 영향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김

방출, 권순용, 2016; 채재성, 임번장, 1997; Carlson, 1988). 테니스 종목에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여테와 김남테는 자신들이 처음 운동을 접

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족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여테의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테니스 관련 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

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김남테의 경우

에도 가족들이 테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고이야기 하고 있다.

그냥 놀이죠, 어렸을 때 맨날 놀이로 하다가, 이제, 6살 때 정도

부터 6살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제가 랠리가 됐데요. 

그냥 공놀이 수준에서 넘어서서. (김여테)

그때 어머니도 테니스를 치시고 저희 형도 테니스를 치고, 이제 

가족이 다 테니스장에 늘 나가다 보니까, 테니스장에 자연스럽게 따

라 가게 됐고, 그러면서 테니스 라켓을 좀 잡고 치다가 처음에 시작

을 하게 된 거죠. (김남테)

김남축은 학교 대표로 육상경기에 나갔다가 입상을 하면서 다른 학교

의 지도자의 눈에 띄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운동부 학생

의 절대적인 수적 감소로 인해 선수수급이 어려워졌으며, 초등학교 운동

부의 코치들은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수들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문수, 2011; 박재정, 2013). 김남축이 받았던 축

구부 영입제의도 이러한 노력이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연치 않게 육상 대회를 나가게 됐다가 육상을 하면서 입상하

고... 이제 그쪽에선 이제 축구부 학생들을 데리고 육상대회를 참가

하셨던 감독님이 보시고 (중략) 축구 해 볼 생각 없냐 이야기 하셔

가지고... (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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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폭력, 성폭력, 학습권과 관련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와 전통적

으로 이어져 오던 스포츠에 대한 경시 풍조는 학생선수들이 운동에 참여

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김동학, 2016; 류태호, 2005; 박재

우). 연구참여자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운동부 활동 참가로 인해 부정

적인 문화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운동을 시작하면 포기하게 될

학업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였다.

윤남농과 김남테의 경우 공부 때문에 전문적인 학생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하셨다.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과 후 활동 수준의

운동 참여에 대한 반대는 없었으나, 학생선수가 된다면 공부를 하지 않

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생선수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였

다. 또한 처음에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선수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중학교 진학 시절 전까지만 운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학

교 이후에는 운동을 그만 두게 하려고 했다.

 농구부 특별활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00고 코치였어요. 그 선

생님이 제가 농구하는 것들을 보고 농구 한 번 해볼래? 하는 권유

를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윤남농)

 방과 후 운동 하면서 시합은 00에 있는 시합 정도만 뛰고 그렇

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합도 나가고 그렇게 했었고, 저도 6

학년 때 이제 딱 그만두고 공부를 할 계획을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

었는데.. (김남테)

지금처럼 학원을 안가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니까 그

게 너무 어릴 때는 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초등학교 까지만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축구를 하게 됐죠. 

(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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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자 선수들은 사회적인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과도 싸워야 했

다(김양례, 허현미, 1999; 유소연, 이승민, 2013; 이강우, 2001). 많은 부모

님들은 스포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성들이 엘리트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여

성들이 학생선수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

다. 이여축은 축구는 남성의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

의 반대를 경험했으며, 이여축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나 친가 쪽 친척들이 자신이 축구하는 것에 대해 호의 적이지 않

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은 여자가 무슨 축구야 라는 가장 고전적인 멘트, 저희 부

모님도 예외는 아니었고,(이여축)

왜 아들도 아니고 딸을 농구시키면, 안 좋게, 친가 쪽은 좀 안 

좋게 보셨고, 외가 쪽은 오히려 너무 좋게 보셨고, (중략) 그래서 친

가 쪽 가면은 운동 이야기 일체 안하고, 이제 외가 쪽 가면은 운동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여농)

운동참여에 반대가 없었던 경우도 있다. 김여테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체육관련 일을 하고 계셨으며, 자연스럽게 테니스를 접하게 된 케이스이

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고 학생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별다

른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으며, 오히려 아버지가 김여테가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다.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는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선수로

서의 진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선

수로서의 진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경험을 갖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선수로서의 진로결정

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

구참여자들의 의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여축의 경우 처음에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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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심하게 반대하셨지만 학교 선생님의 설득으로 인해 중학교 운동부

로 진학할 수 있었다.

 체육부장님도 설득도 있었고, 애들은 서울에서 키워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후일

담 들어보니까, 나중에 다 커서 그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

요. 왜 결국은 000중을 한거냐고 그랬더니 자꾸 서울에서 커야 된다

고도 하고, 멀리 보내기 싫으니까. (이여축)

윤남농, 이여농은 전문체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부모님 혹은

가족들은 운동 참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의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을 우리 부모님은 가

지고 계셨고, 배고픈 사람들만 운동하는 것이라는 시대에 자라셔서 

극구 반대하셨는데, 근데 내가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저의 고집을 못 

꺾으셨어요. (윤남농)

그냥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켜 줄게. 이래가

지고 그때 시작했어요. (이여농)

김여테는 기존에 아버지에게 지도를 받던 것을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는 초등학교 테니스부에 들어가 훈련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김여테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에 소질을 보이고 있었

으며, 부모님도 김여테가 가지고 있는 운동특기를 살려주고자 계속 운동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테니스와 관련되

어 있다는 점도 김여테가 자연스럽게 테니스 학생선수로서의 정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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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버지한테 쭉 그냥 그런 식으로 배우다가, 방과 후에 조

금씩 하는 거를 넘어서서 선수로서의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테니스 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된 거에요. 그게 이제 초등학

교 3학년 이었죠. (김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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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단계 :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

연구참여자들은 현장텍스트를 통해 운동부 정체성을 처음 획득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운동부 정체성을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

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요타자는 지

도자와 선배였다. 학생선수가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겪는 이러한

경험단계를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단계’로 개념화 하

였다.

학생선수들이 운동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무서움’ 혹은

‘두려움’이다. 운동부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생선수들은 훈련장의 위압적

인 분위기, 합숙소의 엄격한 위계질서로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운동부에 들어오기 전 단계(정체성 탐색)에 참여하게 되는 운동부나 클

럽은 경기력 향상보다는 여가와 흥미 위주의 운동에 더욱 초점을 맞춰

진행(방과 후 활동 등)되었기 때문에, 위계질서와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

고 있는 운동부에 대한 이질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중학교 운동부원이 되고자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상적 자아와

실제 맞닥뜨린 상황적 자아가 일치 않았을 때 새로운 운동부에 대한 이

질감이 발생했다고 말한다(McCall & Simmons, 1978).

김남축과 윤남농은 처음 운동부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를 진학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설렘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으며, 새로

운 운동부가 가지고 있는 강압적인 문화는 김남축과 윤남농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약간, 수련회 가는 것처럼 설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처

음 들어가기 직전 까지는 약간 설랬거든요. 이제 집밖에 나와서 혼

자 살아야 되는 구나 막 이러면서 막 신기하기도 했는데, 들어가니

까 그게 한 번에 확 깨졌죠, 코치 선생님이 워낙 무서 우셨거든요. 

그 티비 옆에 맨날 몽둥이 놓여 있고, 형들도 위계질서 이게 좀 심

하고 하니까, 진짜 거의 구석에서 신입생들끼리 캐비닛 앞에 모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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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앉아있고, 뭐해야 되냐, 막 이러고만 있고, 형들이 운동 나갈 

준비해라 그러면 그제야 가방에 있던 막 풀어서 운동 나갈 준비하

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설레고 이랬는데, 가자마자 엄청 위축되

어 있었죠. (김남축)

 초등학교 때 좀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면, 6학년 2학기 때 들어

갔을 때는 중학교 형들이 그냥 놔뒀는데, 6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

울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구부에 들어가고 유니폼 맞춰지고 하

면서부터 형들이 좀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바로 위에 형들이 그 위

에 형들은 더 무서웠고. (윤남농)

김여테의 초등학교 운동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훈련이 이루

어졌으며, 성적이나 훈련에 대한 강압도 상대적으로 약했다하지만 중학

교에 진학하고 나서 경험한 운동부 문화는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매우 엄

격한 편이었다. 때로는 구타행위도 일어났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운동

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견디기 힘들었다.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바탕

으로 중학교에서도 즐거운 테니스를 치고 싶었던 김여테는 이러한 운동

부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 고등학교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

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운동을 지속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 저희는 구타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했어요. 훈련을 근데 중학교 갔더니 이제 훈련 시간도 길어지고 그

런 팀 분위기가 너무 엄하고 또 저는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그런 

맞는 모습을 본다는 것도 저는 힘들었고. (김여테)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체

성을 의미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기득권층의 지배논리를 강화하고 계급

적 효율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이다(Castells,

2004).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원으로 정체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선배와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구조에 편입되게 하며, 그들이 구성해놓은

정당화 정체성을 그대로 습득하게 한다. 피동적으로 정체성을 습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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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운동부원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며, 수동적인 정체성을 강요받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운동부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가장 우선적인 단계가 선

배와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잘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형

성된 지도자, 선배, 후배의 위계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이것

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계급적

동학을 통해 운동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추구하는

정당화 정체성이 학생선수들에게 주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동적인 자동적이라고도 표현 할 수 있겠지만, 수동적인 움직

임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자연적으로 뭐 2학년 형들 3학년 형들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뭐 백프로 코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플러스 나도 잘해야 되고, (윤남농)

그냥 뭐 그런 것(질문하는 것)을 할 생각조차 못하죠. 했다하면 

코치 형들한테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질문을 하거나, 

반대 의사를 제기한 것)은 없었고, (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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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체성 확인 : 운동부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익히기

‘신참자의 실수’는 처음 문화를 접하고 적응하는 개인이 범할 수 있

는 실수를 의미하며, ‘신참자의 실수’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집

단의 문화에 충분히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Donelly, Young, 1988).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문화에 적응하고 운동부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때로는 ‘신참자의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또 실

수를 통해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과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여축의 경우 중학교 입학 한 이후 경기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했

다가 선배들에게 집합을 당했다. ‘미안합니다’ 는 동료나 후배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으며, 선배에게는 ‘죄송합니다’라는 존대 표현을 써야 했다

고 한다. 이는 신입생인 이여축이 운동부 문화에 적응하면서 발생한 ‘신

참자의 실수’였다.

제가 한번 중학교 1학년 때에 정식게임 가가지고서 그때가 첫 

대회였던가 그래요. 제가 드리블해서 제가 센터포워드를 봤으니까 

슈팅을 하고나서 딱 돌아서가지고서. (중략) 저도 모르게 미안합니

다 그랬다가 그걸로 밤늦게 집합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김여축)

김남테의 경우 신참자의 실수는 주로 지도자와 학생선수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중학교 운동부에서 하지 말아야할 사항들은 주로 지도

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신입생들은 지도자가 정해놓은 사항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참자의 실수’를 범하게 된다

고 설명하였다.

 그때 저희 문화에서는 선배들이 아니었고, 코치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중략) 코치선생님이 싫어하는 것들. 라켓줄 항상 매야 되

고, 예를 들면 라켓을 땅에 찍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저

희는 그런 게 있어서, 너 라켓 절대 땅에 찍으면 안 돼. (김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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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동부 문화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스스로 적응하는 능

력이 향상되어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신참자의 실수’는 줄어들 수 있

다고 이야기한다. 이여농은 중학교 때 처음 운동부에 적응하는 것은 어

려웠지만, 고등학교 운동부에 적응할 때는 중학교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훌륭히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더 중학교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3년 동안 눈치라는 것도 눈칫밥을 먹

고 자라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래도 좀 이게 빼꼼이가 되죠 

빼꼼이가. (이여농)

Collins는 상호작용 의례를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실재를 창조하는 정

서와 관심사에 초점을 집중시켜 유대와 집단 소속의 상징을 창출하는 기

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집단 소속의 상징을 창출할 수 있는 특정한 기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제는 물질, 행동양식, 행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상호작용 의

례는 크게 공식적 의례/자연적 의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의례는 다음과 같

다(Collins, 2014).

윤남농은 소속 운동부를 상징하는 유니폼을 받고 나서, 스스로 운동부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었다. 윤남농이 유니폼을 받은 것은 중학

교 입학을 하기 전인 겨울방학 시기였다. 아직 윤남농은 중학교에 입학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을 받았으며 유니폼은 윤남농이 농구

부원이라는 상징이 되었다. 윤남농이 유니폼을 받은 행위는 공식적 의례

에 속하며, 윤남농은 공식적 의례라는 사슬(Collins, 2014)을 통과함으로

써 운동부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6학년 마치고 겨울 합숙 들어갈 때 다음 해에 일 년 동안 입을 

유니폼이 나와요. 내 등 번호가 적힌 츄리링과 돕바가 딱 나왔을 

때, 아 나 진짜 농구부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연습게임에 첫 출전 

했을 때, 아 진짜 내가 농구선수구나라고 농구부의 구성원이구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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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실히 느꼈어요. (윤남농)

김여테와 이여농의 경우에도 공식적 의례를 통해서 운동부의 정체성을

획득하였다.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며, 조례 시간과 같은 공식적 행사

에서 상장을 수여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상장 수여식에 주인공이 됨으로

써 운동부원으로서 더욱 자각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 이제 단상으로 불러 세워서, 뭐 이름말하고 뭐 막 자랑스

럽다 하고, 뭐 우린 선생님 멘트 있거든요. 그대들을 자랑치고 싶습

니다. 막 이러면서, (김여테)

저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소년체전에서. 그래가지고 막 동네, 그냥 다 트럭에 타가지고 퍼레

이드 하고 막 꽃다발 받고. 엄청 뿌듯했죠. 저희가 도 20년 만이라

고 하니까, 그게 크잖아요. 학교에서도 크고,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막 하고. (이여농)

반면, 김여테의 경우는 자연적 의례가 소속의 상징을 창출할 수 있는

특정한 기제가 되었다. 고등학교 운동부에 테니스 부 학생들은 빗, 거울,

로션, 반짇고리, 수건 등의 다섯 가지 물품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어야 했

다. 누가 시킨 것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테니스부

선배들은 후배들이 항상 다섯 가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것이 발견되면 집합을 통해 혼을 내었다. 테니스부는 전통에 의

한 상호작용 의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존재하

였다.

그리고 다섯 가지라고 있어요. 여자로서 우리 팀이 챙겨야 되는 

것.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집합의 소재거리 에요. 다섯 

가지 가지고 집합을 했어요. 반짇고리, 거울, 수건, 휴지, 로션이었

나? 항상 몸에 가지고 가방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언니들이 야 수건 

이러면 항상 탁 바로 가지고 가야 되고 없으면 집합하자. 이렇게 혼

내는 거죠. 반짇고리는 그거 왜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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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 보면 집합의 단골 소재거리라서... 늘 검사를 하는 거

죠. 안 가지고 오면 운동장 엄청 뛰고. 한번은 집합을 했는데 무릎

이 펴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김여

테)

학생선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시하

기 위하여 운동부의 주요타자(지도자, 선배 등)와 끝임 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눈치’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

을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부

여하는 가이다.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표출되는 사회

행동이나 양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체성 가진 다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나’를 다른 조직 구성원과

동일시(identification)시키면서 통합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한상철,

2005).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의 정체성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체성 확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이 통합되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개인은 해당 집단의 정

체성을 습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동일시를 위해 노력했지만

집단정체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이질감을 느낀다면, 정체성 습득에 실패

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 집

단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

윤남농은 다른 구성원과의 정체성을 동일시시키는 과정에서 ‘눈치’를

활용하였다. 신입생이었던 윤남농은 비록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

할 수 없지만, ‘눈치’를 통해 동료 구성원들의 행동을 눈치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듯 행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운동부 집단의 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운동부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씻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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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어디서 씻을지도 모르겠고, 뭐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그때

는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치껏 보고 따라 했어요. 

(윤남농)

김남테는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부의 정체성에 자신의 모습을 일치시키

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김남테의 경우에는 운동부 내

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지 않고 운동부 집단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운동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

키기 위해 노력하였다(Stryker, 1987).

 일단 선배한테 대드는 순간 그거는 완전 개념 없는 놈으로 3년 

내내 찍혀있는 거구요. 그거는,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을 띄는 순간 

애는 그냥 완전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선배들이 뭐

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능하면 참으려고 했어요. (김

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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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체성 도전 : 저항적 정체성의 형성

정책성 탐색, 타인에 의한 정책성 주입, 정체성 확인 단계를 거치면서

학생선수는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들은 운동부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한 이후 운동의 정체성을 변화시키

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정체성 도전을 통해 그들의 저항

과 생존의 의미가 반영된 저항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학생선수

들은 저항적 정체성을 통해 운동부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는 강압적 논리

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Castells, 2004).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체성 도전과 관련된 경험을

하였다.

윤남농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싫고,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

해 정체성 도전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

존의 운동부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정체성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윤남농은 기존의 운동부 정체성

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은 ‘도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기존의

운동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나

서 결국에는 운동부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반 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런 분위기가 싫었던 거 같아요. 때리고 강압적이고, 시키는 대

로만 해야 되고, 나야 아까 말했듯이, 서두에 말했듯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

때만 해도 운동선수들은 무식하다는 편견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지

배적으로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운동선수는 무식하다. 공

부를 못하니까 운동을 한다. 이게 너무 듣기 싫고, 또 코치한테 많

이 맞았을 뿐더러 그래서 숙소를 이탈 했죠. (윤남농)

운동부에서 나와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이

야기를 했어요. 나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1년 전에도 이야기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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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

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하겠습니다. 과외 받으면서, 그걸 부모

님이 이제 승낙을 하시고, 그래 그만둬라 하고 코치한테 가서 이야

기를 했어요. 우리 애 진짜 그만 운동 시키겠다고. (윤남농)

김남축도 기존 운동부의 정체성을 견디다 못해 운동부로부터 ‘도망’가

는 것을 선택했다. 윤남농과 마찬가지로 김남축도 ‘도망’을 통해 기존의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망을 간 이유가) 운동이 너무 힘든 거도 있고, 맞는 거도 너

무 많이 맞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합 성적 안 좋으면 이제 들어

와서 반 죽거든요. (중략) 약간 운동 좀 약간 편하게 해 달라 뭐 이

런 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만 때려라 뭐 이런 거도 있을 거

고, 너무 때리니까. (김남축)

김여테는 운동부가 가지고 있는 강압적인 정체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

을 무렵, 다른 분위기에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의 존재를 알

게 되었으며,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존에 소속된 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

단을 선택함으로써 김여테는 새로운 운동부 정체성(집단정체성)을 습득

할 수 있었다.

 고1 때부터 다른 스포츠 문화를 봤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근데 

절대 맞지 않고, 절대 맞지 않고 하는 성공 사례들을 더 많이 본 결

과 그런 어떤 구타 없이도 그런 어떤 무게감 있는 지도력,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선수들한테 뭔가 잘해주기만 해도 될 것도 아닌

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때리지 않고 어떻게 이제 그게 지도자가 연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중략) 저는 아카데미에서 훈련

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고등학교는 그냥 지정된 코치 선생

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내가 가는 

거죠. 내가 그 아카데미에 가서 그 코치 선생님 밑에서, 같이 배우

고, 투어 다니고, 시합 다니고. (김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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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체성 재구성 : 운동부 정체성의 조정과 변화

운동부 정체성이 자리잡고 나면, 이제는 낮은 권력 순위에 있는 후배

로서의 역할이 아닌 상대적으로 권력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배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운동부 집단 내의 권력적 위치가 변화되면서 운동

부 정체성의 조정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기존

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경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윤남농은 선배들 혹은 지도자에 의한 구타를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

서 선배가 되면 후배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기로 다짐하지만, 주변 동

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폭력행위에 참가하게 된다. 하지만 주변 동료

들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윤남농에게 ‘재수 없다.’ ‘혼자 착한척

하냐’ 등의 이야기를 했으며, 윤남농은 또래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폭

력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안 때리는 거야, 때리기 싫어 왜 때려야 돼. 하면 나

머지 동기들이 너 뭔데 착한 척 하냐 재수 없게,  *나 재수 없다 이

xx.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쁜 놈이여야 했어요.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후배들을 조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윤남농).

김남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후배들에 대한 위계는 필요하다고 생각

했지만,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존에

행해지던 폭력은 쓰지 않고 후배들에게 위협만 강하는 방식으로 후배들

을 훈육했다.

 아이 뭘 패냐, 니들 그렇게 맞아놓고 패고 싶냐, 막 이래가지

고, 저는 딱 거기 까지만 갔죠. 패기 직전까지만 일부러 가고,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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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지고, 막 집합 까지만 시키고, 겁만 주고, 이런 식으로 막 해가

지고, 그건 조금 바꿨던 거 같아요.(중략) 일단 저는 제일 자신하는, 

그.. 자부심 갖는 게 애들 안 때렸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그때는 괜찮았던 거 같고. (김남축)

김여테의 경우에는 운동부 집합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

었으며,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운동부를 통솔할 수 있

게 된 3학년 때 모든 집합을 없애버렸다. 하지만 집합행위를 없애고 나

니, 집단의 정체성을 와해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구성원이 발생했다

고 한다. 집단의 정체성을 와해시킨다는 행동은 소위 ‘개념’이 없는 행동

이었다.

그래서 제가 중3때부터 집합을 안했어요. 집합이란 걸 없애버리

니까 자꾸 팀의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집합이 있었

을 때는 그렇게 독특한 아이들이 없었어요. (중략) 그런 집합까지 

안 해버리니까 위계질서가 엉망이 되면서 공을 되게 잘 치지도 않

으면서 단체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가 발생을 했어요. (김여

테)

이여축은 운동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였

다. 위의 선배 중 두 명은 운동을 하면서도 성적도 비교적 우수한 학생

들이었는데, 이여축은 이 선배들을 보고 자신도 운동과 함께 공부도 해

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한다. 기존에 형성된 운동부

정체성 속에서 공부는 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운동부 내에

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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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열심히 하는 위에 선배 두 명이 있었어요. 위에 학년 중

에서 근데 뭐 운동을 둘 다 엄청 잘했던 건 아니지만은 보면은 운

동 열심히 하고 시험기간이 되면 꼭 밤늦게까지 않자고 이런 모습

이 되게 생활도 잘하고 하다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공부 놓지 말아

야 겠다. (이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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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내러티브 : 운동부 정체성의 공간적 경험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공간 중 장소(place)를 중심으로 운동부 정

체성의 공간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운동부 정체성 경험

이 이루어지는 곳은 주로 운동장(훈련장소), 공동생활장소(합숙소), 학교

교실이었으며, 학생선수들은 공간적 맥락 안에서 각각의 운동부 정체성

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 운동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운동장은 학생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양

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학생선수들은 동료들

혹은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한다. 동료들과

함께 힘든 훈련을 이겨내면서 동료의식이 생기기도 하며, 폭력을 행사하

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1)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냄 : 동료의식의 생성

학생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선배, 후배,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기회를

얻는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운동

장에서는 훈련을 제외한 다른 일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응

답하였다. 다만 이러한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훈련의 동반자로서

동료에 대한 친밀감은 더욱 증진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동료의식에 대한 구체적

인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다음과 같다.

이여축은 힘든 훈련을 할 때 동료들과 한 팀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팀워크를 다지

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체력운동을 많이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하다가 비교적 체력이 약한 동료가 뒤로 쳐지면, 선후배 할 것 없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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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함께 훈련을 완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훈련을 힘들어하는 친구를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팀으로

서의 응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회상한다.

소위 말하는 뺑뺑이할 때, 사각형을 뛰는 거예요. 운동장 초재

기, 그런 거 그때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많이 시켰어요. 한

명 못 들어오면 한명 다 들어올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면 쳐지는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들어와

요. 그러면 그때 또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때 서로 응집력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여축) 

윤남농도 평소에는 그다지 친말감을 느끼지 못하는 동료들과도 경기장

에 들어서면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했다. 힘든 훈

련을 이겨내는 동안 생기는 동료들과의 유대의식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

친밀감을 넘어선 팀으로서의 정체감이었다.

어차피 나는 단체종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힘겨루

기를 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코트에 올라가면 끝나요. 코트에 들

어가면 무조건 죽이 잘 맞아요. 왜냐면 밥 먹고 그것만 서로서로 해

왔으니까 사이가 안 좋더라도 게임장에 들어가면 게임을 이겨야 된

다는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게임장 안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파이

팅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윤남농)

김남테는 힘든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운동을 시키는 지도자에 대

한 반감이 생겼고, 이러한 반감을 매개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이

뭉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자 지도자나 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누가 지도자에게 혼이 나면 동료들끼리 서

로 위로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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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많은 공을 치고 진짜 많은 훈련을 하고 많은 기본기를 닦

고 반복된 패턴을 계속해서 하고.(중략).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

들 같은 경우 우리의 적은 간부다. 라는 말처럼 코치님과 약간 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끼리.(중략). 선생님한테 누가 혼나면 또 이제 동

료가 위로해 주고 되게 저는 좋았던. (김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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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 두려움의 대상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부 정체성 경험

을 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엘리트 체육에 참여하기 이전에 소속되었던

운동부에서의 지도자와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지만, 엘리트 체육

에 참가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운동부의 지도자와는

대부분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도자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

들어내는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폭력으로

운동부를 장악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이여농은 운동장에서 경험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두려운 존재였으며,

게임이나 연습 중에 실수가 발생하면 빈번하게 구타가 벌어졌다. 고등학

교에 올라가서는 구타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손바닥을 바닥에 놓고

밟기, 머리채 흔들기 등의 비인간적인 구타가 행해졌으며, 이는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윤남농이 속한 운동부 지도자는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학생을 폭행하

였다. 지도자는 구타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서슴없이 하였으며, 대부

분의 운동부 학생이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 코치도 정말 구타

를 많이 했는데, 이에 비교를 해서도 고등학교 코치가 정말 심하게 학생

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러다가 분이 풀리지 않으면 줄넘기로

학생선수를 묶어놓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기도 했다.

실수하거나 뭐 게임 중에 실수하거나 연습 중에 실수하거나 아

니면 너 일로와 해서 초등학교 때는 고개 내려가지고 등짝 때리고 

등짝이 진짜 아팠어요. 덩치도 있으시니까 힘이 진짜 세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뺨을 좀 많이 맞았고.(중략).고등학교 때는 운동이 

워낙 힘들어서 인제 손가락 바닥에 놔주고 밝히거나 아니면 머리끄

덩이 잡고 엄청 세게 두 손으로 잡거나 그렇게 흔들고 나면 밥을 

못 먹어요. 고개를 못 내려서 고개가 굳어가지고 못 움직여요. (이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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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살벌하게 해요. 살벌하게 하고 때리기도 진짜 많이 때렸

어요. 진짜 그 사람은 죽도록 때렸어요. 중학교 코치는 죽기 전까지 

때렸으면, 고등학교 코치는 죽을 때 까지 때렸어요. 어떻게 까지 때

렸냐면, 때리다 때리다 자기 성이 안 풀리면, 줄넘기 가져와가지고 

손발을 묶었어요. 때리면 사람이 뒷걸음치게 되잖아요. 맞고 뒷걸음 

치고 맞고 뒷걸음 치고, 때리면 뻗고, 이러니까 성이 안차서, 어떤 

형은 줄넘기로 묶어가지고, 발로 패고 몽둥이로 패고, 머리 빼고 다 

때렸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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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 생활공간(합숙소 등)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운동부의 정체성 경험은 운동이외의 단체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하는 공동 생활공간(합숙소, 부실)이다. 더군다나 합숙을 하는 운동부의

경우, 합숙소는 운동부원의 삶의 터전이자, 지도자나 선후배들과의 관계

가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1) 힘든 숙소생활 : 학년에 따른 계급화

농구와 축구 종목 연구참여자 4명은 모두 합숙소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합숙소 생활에 대한 기억은 부정적이었다. 저학년

이고 후배일 때는 식사, 청소, 물품 담당은 무조건 그들의 몫이었으며,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선배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생활 측면에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동안 선배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숙소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합숙

소는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작은 계급사회와 같았으며, 계급은

학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여축은 합숙소가 매우 작아서 열악하게 생활했던 기억을 회상하면

서, 선배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혼난 경험 때문에 운동

부에 있는 것이 싫어지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합숙소의 모든 일은

막내의 몫이었으며, 고학년은 지도자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조금씩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이야 숙소도 다 크고 좋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15평 남짓한 

곳에서 30명 가까이 몸 닿으면서 잤으니까요. 분위기도 무섭고 그 

당시에는 흠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연했고.(중략) 중학생으로 입학하

기 전에 합숙을 하니까 동계훈련이라고 해서 언니들을 중심으로 짜

여진 룰도 있었고, 밥시간에 밥 차려먹고 빨래도 해야 돼서 옷은 많

지 않은데 방학 때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하다보니까 옷은 

절대 안 말랐는데 마르지 않은 옷을 갖다 주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축구하기 싫다는 생각을 어릴 때 할 수 밖에 없죠. (이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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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축의 경우에도 비교적 현대식인 4인 1실의 숙소를 사용했지만, 방

별로 학년 당 1명 씩 배정되어 방안에서도 막내가 제일 많은 잔무를 처

리했다고 한다. 김남축은 막내가 청소, 빨래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였고요.(중략) 그래서 4인 1실 이랬거

든요. 그 방이 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 이런 식 이었거든요, 

그 방 빨래 이런거 해야 되고 1학년들은 생활적인 면에서 1학년들

이 해야 될 건 빨래, 청소가 많아요. (김남축) 

윤남농의 합숙소 생활은 흡사 군대의 내무실 생활과 비슷했다. 합숙소

는 운동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장소 였으며, 저녁에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군대 내무실에 병장이 있는 것처럼 합숙소에 3학년이

있고, 군대 내무실에 졸병이 있는 것처럼 합숙소에는 막내인 1학년이 있

었다. 합숙소 생활에 필요한 잡일들은 모두 1학년의 몫이었으며, 심지어

3학년들의 개인적인 일들까지 막내인 1학년이 도와주어야 했다. 그리고

항상 선배들을 우선하여 행동해야 했으며, 선배가 무엇을 원하는지 ‘눈

치’ 있게 판단하여 수행해야만 했다.

 일단은 군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운동을 4탕을 뛴다고 하

면 중간 중간 잠을 자요. (중략) 그때 규율이 이불을 먼저 깔면 혼난

다던가. 또 하나의 예를 들면 3시에 운동이 시작하면 1학년들은 40분

전에 일어나야 되고 2학년들은 30분전에 일어나야 되고 3학년들은 그

냥 10분전에 일어나도 되고, 그러면 1학년들이 물 떠놓고 바닥 밀다가 

30분 전에 2학년들이 일어나면 이불 개는 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10분전에 3학년들 일어나면 또 이불 개는 거 뭐 이런 거 도와줘야 되

고 그리고 유니폼. 합숙 생활 하니까 빨래를 우리가 했단 말이예요. 

(윤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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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된 생활 : 합숙소라는 감옥

운동부원들은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

던 농구와 축구 종목의 연구참여자들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학교 밖으

로 나가는 것 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

안은 주말 혹은 시합 직후 주어지는 외박뿐이었으며, 외박은 그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자유였다.

김남축과 이여축은 합숙생활 도중에는 숙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

였으며, 혹시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기라도 하면 주어지던 외박도 금지

되었다. 심지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학 때도 외박 이외에는 학

교에 있었다. 방학 때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은 운동부원 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학교라는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숙소 밖을 못나가니까. 교문이 있잖아요. 교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외박 받아서 집에 갈 때 만약에 리그가 있었

는데 졌다. 그러면 외박 없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는 집

에 못가죠.(중략) 방학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숙소에 

남아 있고 훈련가고 전지훈련 가고 그러면.(중략) 아 우린 축구부구

나. 방학 때도 교문 밖을 못 나가니까. 감옥 같았죠. (김남축）

 일주일 내내 학교에 있어야 했어요. 나가지 못하고. 나갈 수 있

는 사연은 딱 하나죠.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해요. 근데 거의 축구

부가 챙겨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런 이유로 나가지만 뭐 특별히 

챙겨갈게 없었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웠죠. (이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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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식적 권력에 의한 합숙소 생활 통제 : 집합문화

학생선수들은 합숙소에서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

배들에 의한 통제도 경험한다(김성우, 임현주, 2013; 박창범, 서재하, 김

기출, 2010; 이혁기, 임수원, 2010).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선배

들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집합’과 관련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집합’은 운동부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구조적 기술이며, 집합

문화는 더욱 억압적인 운동부 문화를 야기한다. 이런 억압적인 운동부

문화 속에서 운동부원들은 규율당하고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삶

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윤남농은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매주 빈번하게 집합을 경험했다고 한

다. 집합의 이유는 아주 소소한 것이었으며, 선배들은 매우 주변적인 일

로 집합을 통해 후배들을 질타했다. 선배들의 명분은 운동부 구성원으로

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후배들이 느끼기에 집합은 단지 후배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지

나지 않았다.

우리는 형들한테 집합이 있었어요. 전체 집합하면 3학년이 2학

년 1학년 때리고, 형들 빠지면 2학년이 1학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개인적인 꼬투리... 뭐 표정이 마음에 안든다던가, 뭐 운동을 

빨리빨리 안 뛴다든가, 설렁설렁 한다던가 뭐 이런 개인적인 꼬투리

로 집합을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했던 것 같아요. 

김여테의 경우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물

건 다섯 가지(수건, 거울, 반짇고리, 로션, 빗)를 정해주고, 불시에 소지여

부를 검사해서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집합을 통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여테의 운동부에서 ‘다섯 가지’란 집합의 주된 이유였으며, 선배들은 후

배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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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섯 가지라고 있어요. 여자로서 우리 팀이 챙겨야 되는 

것.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집합의 소재거리 에요. 다섯 

가지 가지고 집합을 했어요. 반짇고리, 거울, 수건, 휴지, 로션이었

나? 항상 몸에 가지고 가방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언니들이 야 수건 

이러면은 항상 탁 바로 가지고 가야 되고 없으면 집합하자. 이렇게 

혼내는 거죠. 반짇고리는 그거 왜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

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집합의 단골 소재거리라서... 늘 검사를 하는 

거죠. 안 가지고 오면 운동장 엄청 뛰고. 한번은 집합을 했는데 무

릎이 펴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김

여테) 

김남축의 고등학교 학생선수 시절 지도자는 운동부 내 선후배 사이의

집합문화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 또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면 선배들에

게 후배들을 관리하고 훈육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약간 그냥 알면서 눈감아 준게 많았죠. 특히 주장이 그러는 거

는.....(중략) 선배들에게 권한을 약간 부여 한거죠, 이런 이야기를 많

이 했어요. 코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으면 너희가 코치가 

되는 거라 생각하고 애들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나가셨으니

까, (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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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교실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학생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서의 운동부 정체성도 경험한다. 하지만 학생선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학생으로서 정체성의 현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의 학생선수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

한다. 하지만 운동부 정체성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 동시 발현되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운동부원으로서 학생선수

가 교실에서 어떤 정체성을 경험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1) 교실에서 소외되는 운동부원 : 소외의 대상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원은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자성예언을 통해 스

스로를 교실에서 소외시키고 있었다. 또한 교실은 운동부원에게 잠을 자

기 위해 가는 곳이며 운동부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였다. 더군

다나 주변에서도 운동부원은 운동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학생선

수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

이여농과 운동부원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합숙소에서 이루어졌다. 그

러다가 간혹 교실에 가면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이여농을 반겨 주었지만

정작 이여농은 스스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교실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운동부 하면은 애들은 다 잘 해주니까 학교도 자주 안 나가고 

그냥 가끔씩 가니까 갈 때마다 친구들이 좋아는 해줬어요. 왔다고. 

근데 저는 막 학교 오랜만에 가면 책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친구들이 알려주고 시간표 이동 수업이다 하면

은 이동수업 같이 가고. 그냥 그 친구랑만 붙어있었어요. 거의 친한 

친구랑만.(중략) 무조건 그냥 자요. 선생님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는 자러 갔어요. 안 그럼 양호실에 가서 자거나. (이여농) 

이여축은 학교에서도 운동부원들에게 학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느꼈다. 이러한 운동부원에 대한 낮은 역할기대 수준은 그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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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공부를 못하는 것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였다.

학교에서 시험 못 보는 게 저희한테는 흉이 아니었어요. (이여축) 

김남테는 교실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 책도 펴고 교사의 수

업내용에 귀도 기울여 봤지만, 일반 학생들과 자신의 모습은 어딘지 모

르게 차이가 있었다.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김남테가 가지

고 있는 정체성 사이에 있는 거리는 김남테로 하여금 자신을 일반학생들

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내가 공부를 배워야지 선생님 얘기에 귀담아야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실에 나는 교실에 들어갔고 4교시를 들어야 

된대서 그냥 책을 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다른 학생들을 바

라봤을 때 뭔가 나와 온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거 같아요. 

그냥 얘네는 공부하는 내 친구들 나는 운동하는 친구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경계가 어느 정도 지어졌던 거 같아요. (김

남테)　 

더군다나 교사들도 학생들을 수업에서 당연히 열외 되는 존재로 인식

하였다. 윤남농은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운동 중간의

쉬는 시간쯤으로 여겼다.

수업시간에 어차피 자요. 선생님들은 대회가 언제 있는지 몰라

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당연히 경기시즌이니까 못 들어오는

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출석체크를 안 하실 뿐더러 자는 것도 운동

부니까 전혀 터치를 안 하시고 (윤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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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랑스러운 운동부 : 동경의 대상

운동부원들은 교실에서 학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일반 학

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에게 운동부원들은 수업에 빠

져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예외적 존재,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운동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윤남농의 경우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운동부원에 대한 동경으로 받아

드렸으며, 운동부원들은 일반학생 보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했기 때

문에 공부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일반학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에 들어가면 애들도 약간 영웅 심리처럼 이렇게 운동을 되게 

잘하는 걸로 쳐다봤고 우리도 되게 잘 했고 그거에 대한 차별의식

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생각 했던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

도 않은 애들이 생각했을 때 같은 나이인데 너네보다 훨씬 많은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윤남농)

김남축과 김남테도 윤남농과 마찬가지로 일반학생들이 운동부원들을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특히, 입상을 하고 공개적으로

시상식이 열려서 상을 받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일반학생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고 이야기한다.

운동부랑 일반 학생이랑 약간 나뉘게 되거든요. 이 축구부라는 

틀 안에 갇혀있다 보니.(중략) 나중에 들었는데 일반인 애들이 우리 

축구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김남축)

학교에서 테니스 안 하는 학생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래도 시합

이나 그런데서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 이제 방송실이라는 개서 아침 

조례 때 교감선생님한테 상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신

기해했던 것 같은데.(중략) 상을 받는 것 좀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상을 받으면 긴장감도 있지만 조금은 약간 우월감? 이런 것도 느껴

지긴 했어요. (김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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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적 내러티브 : 운동부 정체성의 사회적 의미

학생선수들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서

운동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운동부

정체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학생선수가 운동부의 구성원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동부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는 운동

부의 주요 주체(지도자, 동료, 선후배 등)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거치게

된다.

학생선수의 하위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운동선수라는 정체

성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운동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 폭력은 주로 운동부 내에서 지도자와 선배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권순용, 나영일, 박일혁, 권성호, 주종미,

2010; 류태호, 2005; 임수원, 2005)하고 있으며, 학습권 문제도 주로 운동

부원으로서의 습득된 정체성이 표출(김홍석, 류태호, 최진숙, 2009; 임성

철, 원영신, 2012)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운동부원들이 타자와의 관계

를 형성하면서 경험하는 관계적 내러티브를 살펴봄으로써 학생선수가 운

동부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수동적 정체성의 습득 : 역능성(empowerment)의 상실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은 역능성

(empowerment)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역능성은 ‘권력부여’, ‘힘

돋우기 실천’, ‘능력고취’, ‘역량강화’, ‘세력화’ 등(구옥희, 1988; 김수아,

2007; 양옥경, 최명민, 2006)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김영란 외(2007)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통해 그들 삶에 대한 통제

력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5)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역능성은 자신의 삶의

통제력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생선수

5) Wallerstein(1992)은 임파워먼트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통제 및 비

판적 사고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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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은 운동부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운동

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1) 강압적 지도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순응 : 불평등한 권력관계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를 통해 얻고자 자원은 매우 희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누가 희소한 자원에

접근하기 용이한가에 대한 차이가 운동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김무영, 조미혜, 20004; 임용석, 류태호, 이규일,

2010; 한태룡, 2013). 운동부 문화 속에서 지도자는 학생들의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인 대입이라는 희소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

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도자들의 권력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박재우, 김동학, 2016; 한승백, 오현택, 최동제, 이상호, 김

태영, 2009; 홍덕기, 류태호, 2007)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운동부지도자들의

강압적인 지도방식에 순응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

은 운동부 생활을 통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었다(임용석, 류태호, 2014;

Coakley, 1992).

강압적 지도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향은 개인종목(테니스)

보다는 단체종목(농구, 축구)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

목 지도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통해 팀을 장악해야만 팀워크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팀워크 향상은 경기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축의 고등학교 시절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며, 훈련 중에 모르

는 것이나 의견이 생기더라도 지도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수긍했다. 지도

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었으며, 운동부원들은

지도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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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물어본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 같아요, 무조건 네 였던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 코치님이 너 이렇게 플레이 하

면은 요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

을 수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동그라미가 세모라면 세모고 막 이정

도로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김남

축)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행동에 대해 질타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나 다

른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다. 김남축은 지도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

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엇이 죄송한지도 모르고 지도자의 의견

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대답으로 인해 구타를 당할 수

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김남축 :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데, 대답 못하죠. 죄송합

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너 때문에 애들이 힘들게 

갖다 줬는데 네가 그렇게 뺏기면 되냐? 라고 하시면, 또 

죄송합니다 이러고 바로 들어 가는거죠. 

연구자 : 왜 뭐가 죄송했어요?

김남축 : 그냥 무조건 죄송해야 되는 거에요.

연구자 : 왜 죄송해야 하죠?

김남축 : 그렇죠. 사실 마음 같아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반박을 

하고 싶죠

연구자 :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김남축 : 진짜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긴 드는데, 그래도 맞긴 싫

으니까. 

윤남농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응하면서, 제대로 된 사

춘기도 경험하지 못했다. 윤남농의 심층면담 내용에 따르면 사춘기는 다

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운동부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

고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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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춘기가 없었어요, 워낙에 강압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

춘기라는 거는 이제, 자신이 신체가 변화면서 인지도 변화면서, 그

거에 대한 트러블이 생기면서, 컴플레인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거잖

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증상인데, 그럴게 없었어요. 무조건 수

직적으로 내려오는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춘기 없었던 거 같아

요. (윤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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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학생선수 : 과도한 사생활 통제

지도자들은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운동부원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 자료에

따르면 운동부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사생활 제한은 다소 과도한 것으

로 판단된다. 운동부원들은 운동 중에는 지도자의 강압적 지도에 의해,

공동생활 중에는 선배들에 의해,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는 과도한 사생활

제한에 의해 역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다른 일반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핸드폰이 허

용되었던 것에 반해, 김남축의 지도자는 운동부원들의 쉬는 시간에도 핸

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시켰다. 더군다나 합숙소 생활 중에는 외

모에 신경 쓰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세안제와 바디클렌저도 사용

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핸드폰 사용 금지였어요, 가지고 들어오면는 거기서 바로 부시

고, 바로 집합해서 빠따를 맞으니까 (중략) 저희도 그게 좀. 아직도 

이해 안가는게, 핸드폰 못 쓰게 했던 거? 머리 못 기르게 했던 거? 

완전 빡빡 이었거든요, 머리 컨트롤 하는 거? 되게 웃긴 건데 세안

제랑 바디클랜저를 못 쓰게 했었어요. (김남축)

김남축은 자신의 운동부 생활을 학교에 가두어놓고 운동만 시키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갇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외

부로 도망가는 동료들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으로부터

도망가는 현상은 비단 김남축이 소속된 운동부에서 뿐만 아니라 합숙생

활을 하는 다른 운동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

였다.

김남축 : 그렇죠 가둬놓고 운동만 시키는 거죠.

연구자 : 그러면은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김남축 : 그래서 생기는 게 도망 많이 가잖아요. 거의 모든 학

교 운동부가 다 도망 사건이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나올

거에요.



- 186 -

김남테는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온 이후의 생

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시합장에 가면 몸 관리라는 명목

하에 TV시청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심지어는 편의점에 가는 것도 제한

하였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합장을 가면은 뭐 숙소 같은걸 

정하잖아요. 그때는 항상 리모컨을 가져가셨어요. 리모컨을 가져가

셔서 그 텔레비전 보지 말고 잠에 집중하고, 몸 관리에 집중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많이 두셨고, 편의점도 잘 못 갔

어요. 편의점도 못가서 뭐 빵, 우유, 주스 이정도 먹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두셨고（김남테)

이여축도 합숙소생활을 하면서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선수 시절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군것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여축의 지도자는 외박을 나가 있을 때 ‘사복(일상복)’도 입지 못

하게 했다. 혹시라도 사복을 입고 다니다가 시내에서 지도자와 맞추치게

되면 외박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서 큰 꾸중을 들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고,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군

것질이었어요. (중략) 외박 나갈 때도 항상 츄리닝만 입어야 했어요. 

지금이야 애들 청바지 입고 이런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지 아무

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츄리닝 입고 다녀야 

됐어요. (이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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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선수의 역할 내세우기 : 정체성 몰입

정체성 몰입(commitment)은 정체성이 발현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

해 Stryker(1987)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개념

으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그 상황에 맞는 정체성에 몰입하는 형태로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Stryker에 따르면 개인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는다. 즉, 특정 환경에서 다양한 정

체성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발현되는 정체성이 타자로부터 얼마나 인

정받을 수 있는가와 타자들이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

다(Ashmore, Jussim, 1997).

학생선수는 운동부 생활에서 본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

적 상호작용이 작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의 역할을 수행할 때 타자로부

터 인정받는 것이 제일 용이하며, 학생선수에 대한 주변에서 기대하는

역할도 주로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의 정체성에 몰입(identity commitment)하게 되는 것이다(Ashmore,

Jussim, 1997; Adler & Adler, 1991).

연구참여자들은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의 정체

성으로 몰입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는 운동선수다: 롤 인걸프

먼트(Role engulfment)’, ‘운동선수로서의 교만(hubris)’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1) 나는 운동선수다 : 롤 인걸프먼트 (Role engulfment)

롤 인걸프먼트(Role engulfment)는 낙인(labeling)이론에 근거한 개념

으로, 일탈적 행동이 나타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정한 역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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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Schur, 1971). 즉,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

어 역할을 사전에 규정지어 버리고, 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urke(2009)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

개인이 정체성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선수가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했

을 때, 학생선수가 운동부 정체성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표출되는 행

동 양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운동부 정체성에 주어지는 역할

의 의미를 ‘공부와 운동의 병행’으로 인지한다면,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

동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다소 감소될 것이

다. 하지만 운동부 정체성에 ‘운동에만 전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학생선수는 운동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주로 운동선수로서 규정하는 롤 인

걸프먼트(role engulfm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

성에서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더 우위에 둠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역할 보

다 운동선수의 역할에 더욱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Adler &

Adler, 1991).

김남축의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운동선수 역할에 몰입하는 것에 대

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김남축은 학

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운동선수로 설정하고 공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영

역이라고 인식하였다.

근데 못 그만 두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공부 못 

따라 가게 되잖아요. 네. 못 따라 가니까,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너

희 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코치들이, 니네가 지금 

공부하면 따라 갈 수 있겠냐. (중략) 우리는 어짜피 한 두사람 외에

는 공부로 어짜피 못 따라 갈거다 이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정으로 남아있는 거죠. 숙소에. 운동 좀 이라도 더 해보고.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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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농은 본인이 운동선수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

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운동만 잘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운동부 환경이 학생

선수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주변의 인식들

조차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 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관례적으로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는 인식이 형들 보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수업을 못듣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내

가 지식을 얻고 이 시험을 잘 보던 안보던 어차피 난 농구만 잘하

면 고등학교 당연히 갈거고 대학도 당연히 가게 된다는 그러한 관

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자체도 안 들게 되었던 거죠. 환경 자체가. (윤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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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 : 운동선수로서의 교만(hubris)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로의 정체

성으로 몰입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운동선수로서의 교만(hubris)’이라고 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

나다고 느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거만과 과도한 자기 중요성’을 의미

한다(Coakley, 2011).

학생선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

고 동료들과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간혹 일탈적 행위를 한다. 연구참

여자의 심층면담에서 ‘운동선수로서의 교만(hubris)’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김남축의 고등학교 선배들은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일반 학생과

싸울 것을 종용했다. 김남축은 이러한 선배들의 행동은 축구부가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김남축 : 선배들은 가끔 피지컬이 좋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싸움 

잘할 것 같은 애를 한명 데리고 와가지고 싸워보라고 누

가이기나 보자고 이런 짓도 했어요. 

연구자 : 우리 축구부 애들은 싸움도 잘해 뭐 이런 것을 과시하

려고?

김남축 : 그러니까 이제 축구부가 더 위에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싸우라고 하면 또 일반 잡혀온 애는 얼마나 무섭

겠어요. 축구부 형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와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빼고, 간혹 가다가 한명씩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싸우라면 싸워야죠.

윤남농은 농구부원으로 생활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활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은 경험할 수 없

는 선후배관계를 경험했으며, 경쟁적인 경기에 참여하여 경험하는 승리

는 같은 나이인 다른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러한 이유로 윤남농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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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농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이었다. 하지만 다른 일

반 학생들이 운동부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랐다. 농구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대부분 그들을 뛰어난 존재, 특별한 존재로서 바라보

기 보다는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

았다.

같은 나이인데 너네보다 훨씬 많은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게임도 뛰어 봤고, 결승전 큰 무대에서도 

뛰어봤고, 니네들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후배 관계도 해봤고, 그런 

면에서는 너희들 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윤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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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내러티브를 마치며

1. 논의

연구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의 장점은 연구참여자들의 연구텍스트

를 내러티브로 구성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염지숙, 2011; Clandinin & Conelly,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의 장점을 통해 학생선수가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경험을 탐색해 보았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학생선수가 가

지고 있는 학생으로의 정체성,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따른 역할 갈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

는 정체성 중 하나인 운동부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생선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현출

(salience)되며, 스스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정체성에 따라 다른 행

동양태가 나타난다(Burke & Stet, 2009). 여기서 연구자는 주로 학생선

수의 다양한 정체성 중 어떤 정체성이 학생선수의 부정적 문화를 야기시

키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운동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학생선수와 관

련된 부정적 현상들이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이 발현될 때가 아닌,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겪는

경험들이 학생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문제의식을

연구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구자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도출 되었으며, 연구의 전반에 걸쳐 연구자가 가지고 있

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학생선수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운동

부를 둘러싼 주요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강신욱, 2003; 김동현, 2011;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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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이주욱, 2004; 이혁기, 2011; 이혁기, 임수원, 2010; 최원일, 2006;

한승백, 2014 등)하면서 나타난다. 제일 먼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

는 학생선수 대상의 폭력 문제는 주로 지도자 혹은 선배와의 관계적 측

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런 관계적 측면은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겪는

경험 중 일부이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도 본질적으로 운동선수

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부정적인 정체성이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학생으로서의 생활, 운동선수로서의

생활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학생선수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은 운동

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운동

부 정체성을 습득하면서 겪는 경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선수와 관

련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연구문제 1.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

험을 하는가?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다.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얻는 유의미한 경험을 정리해봄

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

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학생선수들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중 연구자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

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학생선수

가 되기 전 준비 및 탐색’, ‘운동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 ‘저항을

위한 도망’, ‘과도하게 통제된 운동부 생활’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선수로서 본격적으로 운동부에 참여하기에 앞서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진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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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한다. 어떤 운동부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것에 앞서, 일단 학생선수로서의 경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 선행된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주로 초등학교 시절 운동에 입문하

였으며, 이때의 운동부 참여 수준은 단순한 여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학생선수로 진로

를 결정한다는 것은 학생선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Donelly와 Young(1988)이 제시한 정체성 형성

모델에서 ‘예비 사회화 단계’, ‘선택/선발 단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onelly와 Young(1988)의 연구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스포츠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단지 어떤 운동부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

하고 해당하는 운동부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선수로서 진로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생

활체육의 경계를 넘어서 엘리트 체육시스템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향후 학생선수로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게 생각된다. 다시 말해, 운동부 정체성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

문적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를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의 정체성 탐색 단계는 보다 신중히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정의석, 김규석, 2004).

둘째,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원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경험하였

다. 학생선수들이 운동부원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주로 운동부의 상징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폼을 받았을 때였다. 그리고 연습경기나 시합

에 구성원으로 참여했을 때 자부심과 소속감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였

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운동부원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었다. 하지만 운동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운동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과 자부심이라기 보다는 운동부 자체에 대한 자부심으로 운동부의 문화

를 더욱 고립시키고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

로 운동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운동부원의 소외를 야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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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섬문화(강신욱, 2003)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운동부원으로서

의 교만(hubris)로 이어져 운동부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몰입하게 하며 다

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한다

(Coakley, 2011).

셋째, 기존의 운동부 문화에 대해 저항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도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단체종목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살

펴볼 수 있는 운동부의 ‘도망’ 문화는 운동부원과 지도자 혹은 운동부원

선후배 간의 수직적 권력관계(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박재우, 김

동학, 2016;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 2009)에 대한 저항적 정체성

(Castells, 2004)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망’은 강압적인 운동부 생활에

지친 운동부원들이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그동안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이었다. 도망을 운동부원이 있다면 코치는 도망을 친 이유에 대

해 물어볼 것이고, 그제야 운동부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운동부

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지도자의 권위주의적 태도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었다.

넷째, 과도하게 통제된 운동부 생활을 경험한다. 학생선수들은 운동

부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의 공식적 권력에 의해, 때로는 선배들에게 부

여된 비공식적 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사생활을 통제당하고 있었다(장유

진, 손천택, 2009).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에 따르면, 운동부의 막

내시절(주로 1학년)에는 다른 일반학생들은 당연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개인물품(샴푸, 핸드폰 등)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지도자의 승

인 없이는 교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운동부 구성원에 대한 통제는 학생선수들이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라

는 지도자들의 지배적 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학생선수들을 스스

로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전제에

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운동부원들을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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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통해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신체를 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김동일, 류지영, 2002; 남상우, 이창섭, 2005; 서경화, 2012; 홍성수,

2000).

연구문제 2.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겪는 경

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성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고려해야 할 3차원적 탐구 공간

(Clandinin & Connelly, 2000)인 시간성, 장소, 사회성의 맥락을 중심으로

시간적 내러티브(시간성), 공간적 내러티브(장소), 관계적 내러티브(사회

성)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시간적 내러티브(시간성)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간적 내러티브를 통해 ‘정체성 탐색’,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정체성 확인’, ‘정체성 위기’, ‘정체성 재구성’ 순으로 이루어지는 운

동부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도출하였다.

‘정체성 탐색’ 단계는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기 하는 본격적인 과정

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제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생선수로서의 경력을 유지하기로 결정

하면 본격적으로 운동부에 속해 학생선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단계에서는 운동부에 소속된 이후에 학생

선수는 운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엘리트 학교 운동부에서의 정체성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습득한다기보다는 지도자나 선배들

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은정(2009)은 한국

의 십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

다는, 이전부터 규정해왔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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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정체성과 관련된 서구의 많은 연구에서 또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김정

규, 2007)와 달리 한국 청소년들은 또래문화보다 주요 타자의 영향력과

의도에 따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김은정, 2009).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학생선수가 가지게 되는 운동부 정체성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규정 지어지고

학생선수들은 이것을 수용하면서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Castells, 2004).

정체성이 어느 정도 습득 되고 나면 습득한 정체성을 다른 구성원에게

인정받는 외적 과정(김신혜, 2015; Jenkins, 1996)이 일어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런 외적과정을 정체성 확인, 정체성 오전 단계로 구분하여 정

체성 협상과정을 설명하였다. ‘정체성 확인’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신참자로서 실수, 눈치를 통한 기존 구성원과의 동일시,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원으로서의 자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Donelly와

Young(1988)이 제시한 ‘정체성 확인’과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Donelly와 Young(1988)은 정체성 확인 단계를 통해 이전까지 형성한 정

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체성 확인은

다른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다. ‘정체성

도전’ 단계에서는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 이후 습득된 정체성에 점차 익

숙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불만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경직되어 있는 운동부 문화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되는 주체인 지

도자와 선배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정체성에 대

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Castells(2004)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을 저

항적 정체성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정체성 도전’이란 기존에 운동부

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의미한다.

‘정체성 재구성’ 단계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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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운동부 문화에 차츰 적응해

나가면서, 신참자가 아닌 확고한 운동부 구성원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존

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운동부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는 기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나름의 정체성을 다

시금 재구성해 내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정체성 재구성 과정을 통해 도

출된 정체성을 기획적 정체성이라고 한다. 기획적 정체성이란 이용가능

한 문화적 재료를 이용하여 목적에 따라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재정의하여 새롭게 도출해낸 정체성을 의미한다(Castells, 2004).

운동부 정체성에서 기획적 정체성은 주로 후배에서 선배로 지위가 바뀌

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후배일 때는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게 된다면, 선배로서 지위가 변화하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여 운동부 정체성을 다시금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공간적 내러티브(공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공간적 내러티브는 정체성 경험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운동장에

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공동 생활 공간(합숙소 등)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학교 교실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등으로 구성된다

운동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주로 훈련상황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며 ‘동료의식의 생성’,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지도자’를 경험하

고 있었다.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장은 다른 팀 구성원과 동료의식을 생성

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는 운동

부 정체성 경험은 다소 갈등적이고 위계적인데 반해 운동장은 비교적 수

평적인 위치에서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냄으로써 선배, 후

배, 동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경기력 향상 혹은 승리

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의 팀으로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선수

들 간의 관계, 특히 선후배 간의 관계에 대해 다소 대립적이고 위계적으

로 바라보고 있었다(박창범, 서대하, 김기출, 2012; 성창훈, 홍성철, 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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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01; 이대형, 2012; 홍덕기, 류태호, 2007 등).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운동장에서만큼은 학생선수들이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운동장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운동장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다른 공간보다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운동부원들

은 운동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도자를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지도자도 운

동장에서 운동부를 지도할 때만큼은 권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학

생들의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모습들 때문

에 학생선수들은 지도자를 무서움의 대상인 동시의 절대적인 존재로 인

식하게 되었다(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15; 이종현, 이종영, 2012; 권세

영, 임수원, 2012; 한승백, 오현택, 최동제, 이상호, 김태영; 2009).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론과 맥락과

같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운동장을 지도자와 학생들이 형성하고 권력

관계가 발현되는 장소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체성 경험을 이해하

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형성은 주로 합숙소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합숙소를 중심으로 ‘학년에 따른 계급

화 경험’과 ‘통제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선수들이 신입생으로

처음 시작했던 합숙소 생활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학년에 따른 계급

화에 의해 부여된 과도한 막내의 역할이었다. 학생선수들은 처음 운동부

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요받는다. 운동부 생활에

서 신입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대부분은 청소, 빨래, 운동기구 준비 등

선배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며, 신입생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선배들에 의해 ‘집합’이라는 비공식적 방식을 통해 제

재를 받게 된다(김성우, 임현주, 2013; 박창범, 서재하, 김기출, 2010; 이

혁기, 임수원, 2010). ‘집합’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규율하기 위한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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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동 상황뿐만 아니라 운동부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규율의 대상이 된다. 선배들은 ‘집합’을 통해 소위 말하는 ‘군기’를 잡으

며, 선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된다. 선배들이 이

렇게 후배들을 대상으로 ‘집합’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운동부 내에 존재

하는 계급적 위계문화에 기인한다(한승백, 오현택, 최동제, 이상호, 김태

영, 2009). 계급적 위계문화를 통해 선배들이 획득하는 운동부 내 권력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부분 지도자들의 암묵적 용인에 의해 형성된다. 즉,

지도자들은 운동부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해 강압

적인 운동부 문화를 조장하는 한편, 선배들에게 후배들을 규율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실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형성은 주로 학생으로의 역할이

요구될 때 나타나며, 학생선수는 교실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되면

서 ‘소외의 대상’ 그리고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학교 교실에서 학

생선수들은 예외적인 존재로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하

고 있다(박창범, 신동열, 이준길, 이보람, 2006; 박창범, 서제하, 김기출;

2012; 제성준, 2008; 송정은, 원형중, 최재섭, 2014; , 2011; 이학준, 2009;

임성철, 원영신, 2012, 장유진, 손천택, 2009; 장유진, 손천택, 2008; 홍덕

기, 류태호, 2007 등).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학생선수들은 학교교실에서 스스로를 다른 일반

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경험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 교실에 들어갔을

때 혹은 다른 일반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학생선수의 특권을 누릴 때 나

타났다. 비록 일반 학생들의 시선이 나와는 다른 문화에 존재하는 학생

선수에 대한 이질감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르나, 적어도 학생선수 스스로

는 일반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험을 했

다.

셋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의 관계적 내러티브(사회성)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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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내러티브는 운동부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얻

는 경험을 중심으로 ‘수동적 정체성의 습득: 역능성의 상실’, ‘운동선

수의 정체성 내세우기: 정체성 몰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관계적 측면에서 학생선수가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역

능성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지도자는 학생선수들

의 훈련을 지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규율적 운동부 문화에서

권력의 정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김무영, 조미혜,

20004; 임용석, 류태호, 이규일, 2010; 한태룡, 2013). 그렇기 때문에 지도

자가 원하는 바대로 운동부 집단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식적 권력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규율하면서, 동시에 운동부의 선배들

에 비공식적 권력을 부여하여 집단의 통제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

다(김성우, 임현주, 2013; 박창범, 서재하, 김기출, 2010; 이혁기, 임수원,

2010). 죽음의 위협을 통해 군중을 통제하려고 했던 군주권력의 형태를

Foucault가 ‘규율권력’ 개념을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운동부

문화에서도 폭력을 통해 혹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을 통해

지도자나 선배가 가지고 있는 권력적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학생선수들을 탈권력화(dis-empowered)시키고 있는 것이다(남

상우, 2009; 서경화, 2012). 개인이 주체로서 삶을 통제하는 능력을 제한

받게 되면 무력감(powerlessness)을 느끼게 되며, 무력감은 자신의 역할

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든다(임용석, 류태호, 2014; Coakley,

1992).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로, 규율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오직

조직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행동에만 임하게 된다(구옥희, 1988). 이를 운

동부 정체성에 대입해 보면, 학생선수는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운동부가 추구하

는 경기력 향상이나 승리와 관련된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운동부 정체성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는 다른 주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동선수의 역할에 과도하게 매몰되는 경험을 한

다. 학생선수는 운동부 생활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체성을 내세우

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Ashmore, Jussim, 1997). 운동부 생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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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동부원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체성은 운동선수

의 정체성이며, 이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도 스스로 자신이 운동선수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체성 몰

입(identity commitment)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

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때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 조차도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김무영, 조미혜, 2004; 이혁기, 2011; 박진경, 2010; Adler & Adler,

1991 등)하려는 정체성 몰입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부의 구

성원이 운동선수의 정체성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나타나는 경험을 ‘나는

운동선수다: 롤 인걸프먼트(Role engulfment)’, ‘운동선수로서의 교만

(hubri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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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

해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

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했으며, 내러티브 탐구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했

다.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에 따라 현장(이야기) 속으로 들어

가기,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

구텍스트로,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typical case selection)을 통해 학생선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풍부한 현장 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참

여자 6명을 선정하였다. 주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

며, 연구참여자에 의해 작성된 운동부 경험에 대한 에세이도 연구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가.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이야기하기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학생선수가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겪는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6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

로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Woods(1993)의 ‘결정적 사건

을 통한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학생

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다음과 같다

[윤남농]은 초등학교 시절 농구 하는 것이 좋아서 운동부에 들어갔으

며,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생선수로서 본격적

인 운동부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윤남농은 운동부에 들어가자마자 운동

부의 규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절대적 권력을 가진 지도자와 선

배들과 대부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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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윤남농은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자신을 뛰

어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변 학생들과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

서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족쇄 없는 감옥과도 같은 운동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도망’을 통해 운동부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운동부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선배로서 운동부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구타를 행한다는 운동부 집단의 지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윤남농은 폭력

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정체성을 재구성 하였다.

[이여농]은 운동선수에 대한 동경으로 농구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우

수한 성적을 거둔 후 쏟아지는 주위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 농구 선수임

을 자각하였다. 속해 있던 운동부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원 간 단합하는 경험을 하면서 동료

들과의 유대감을 경험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이여농은 농구로

채워진 자신의 일상에 대해 회의를 느꼈으며, 일탈행동으로서 ‘도망’을

치기도 하였다. 이여농은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운동부 생활을 하였으며,

항상 단발을 유지해야 해야했기 때문에 그녀의 희망사항은 긴 머리를 하

는 것이었다. 한편, 가혹행위라고 생각될 정도의 훈련을 경험하였으며,

이여농은 차라리 맞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이여농은 공부를 하는 학생선수로서의

정체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남축]은 학생선수를 하면서 관례적 운동부 문화에 적응하는 한편,

기존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하

고 좋아했던 김남축은 인근 학교 축구 지도자에게 발탁되어 운동부 생활

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운동부 생활은 눈치보는 삶의 연속이

었으며, 운동부에 의해 다른 일상적인 삶도 제한을 받았다. 주장이 되어

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구타 및 집합 문화를 없애고자 노력했지만, 주변

동료들은 이런 김남축의 생각을 비난했다. 한편, 지도자들은 운동부원들

에게 운동선수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운동 외의 다른 것은 모두 쓸

모없는 일쯤으로 사소화 시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김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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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부 활동에 만족

하면서도,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운동부 생활

을 하면서 김남축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도 하였다.

[이여축]은 어렸을 때 축구에 흥미를 가지고 사설로 운영되는 축구클

럽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학

생선수로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여자가 무슨 축구냐’라고

반대를 하기도 했다. 설득을 통해 중학교 축구부의 구성원이 된 이여축

은 운동부의 막내로서 선배들의 질타를 받았다. 막내는 운동 외에도 빨

래, 식사 등을 도맡아서 해야 했으며, 이러한 합숙소의 불공정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선배들이 욕을 하기도 했다. 또한 시합 도중 신참자

의 실수를 범하기도 했으며, 쳇바퀴 같은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도망’을

간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처음 진학 했을 때는 새로운 환경

이 다소 낯설기도 했지만, 중학교 때 적응하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능

숙하게 새로운 집단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여농은 농구부 활

동을 하면서 운동선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로 인해 개

인적으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선수생활에서 은퇴하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학생들에게 대물

림하지 않기 위해 지도자로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김여테]는 코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으며, 이 때문에 테니스 코트를 놀이터처럼 생각했었다. 본격적인 테

니스 선수로서 활동은 테니스부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테니스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훈

련이 이루어졌으며, 김여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매

우 좋아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김여테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하고 선후배 간의 위계가 존재했던 중학교 테니스부에 가서는 엄격

하고 강압적인 운동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자 했던 김여테의 선택은 사설 아카데미에서 운동을 하는 것

이었다. 사설 아카데미에서 김여테는 강압적인 훈련 없이도 열심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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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스스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카데미에서도 여전히 운동

선수의 역할이 다른 역할보다 강조되었으며, 운동 외의 다른 경험을 하

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김남테]는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정

체성을 갖길 원하는 학생선수였다. 가족의 영향으로 테니스를 배우게 된

김남테는 중학교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도자의 훈련방식은 매우 엄격했

으며, 이런 엄격함 속에서 힘든 훈련을 이겨내면서 동료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전에 비해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운동부 문

화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김남테의 경기력이 매우 우수했고 경기에 승리

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심한 가혹행위나 구

타는 없었지만, 운동부 위계질서 속에 후배로서의 역할은 피할 수 없었

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남테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

지게 되었다. 김남테의 경기력으로는 테니스 명문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으

로 진학을 선택하였다.

나.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 다시 이야기 하기

다시 이야기하기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이해

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3차원적 탐구 공간’을 활용하였다. 3차원적 탐구 공간이 제

시하고 있는 시간성, 장소, 사회성의 맥락 위에 연구자의 경험을 위치시

키고, 이를 통해 시간적 내러티브(시간성), 공간적 내러티브(공간성), 관

계적 내러티브(사회성)로 연구참여자의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이야

기적 현상의 의미를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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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내러티브 : 운동부 정체성 형성과정]

시간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시간

순으로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체성 탐색’,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정체성 확인’, ‘정체성 위기’, ‘정체성 재구성’의 총 5단계의 운동부 정체

성 형성 과정을 도출하였다.

정체성 탐색 단계에서는 학생선수로서 본격적으로 운동부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학생선수들은 이 과정에서 운동부 혹은 학생

선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반대를 경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부

모님이 운동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참여자는 별

다른 반대 없이 본격적인 운동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타자에 의한 정체성 주입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 질서에 순

응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운동부가 가지고 있

던 고유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지도자나 선배들에 의해 정체성을 주입받

는 경험을 했다. 따라서 학생선수는 운동부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습득한

다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 확인’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신참자로서 실수, 눈치를 통

한 기존 구성원과의 동일시,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운동부원으로서의 자

각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체성 도전’ 단계에서는 운동부정체성을 구성하게 된 이후 습득된

정체성에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불만

도 가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불

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망’을 가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운동부

의 부정적 문화로 인해 더 이상 운동부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다른 특성을 가진 운동부로 이동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탈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도 한다.

‘정체성 재구성’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운동부 선배의 역할을 가

졌을 때 기존의 운동부 정체성을 조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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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내러티브 : 운동부 정체성의 공간적 경험]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공간 중 ‘장소’의 개념을 사용하여 운동부 정

체성의 공간적 경험을 내러티브로 구성하였다. 운동부 정체성의 공간적

경험을 ‘운동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 ‘학교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

‘운동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훈련이나 시합이 열리는 운동

장이라는 공간을 매개로하여 나타난 운동부 경험을 의미한다. 운동장은

운동선수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운

동장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이 다른 장소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냄으로써 동료

의식이 생기는 경험을 하였으며,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서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

하기도 하였다.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운동부 활동의 주 무

대인 합숙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부 정체성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년에 따른 계급화로 인해 신입생 혹은 후배일 때 더욱 힘

든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매우 통제된 생활을 경험하면서 합숙소를 감옥

처럼 여기기도 했다. 합숙소 경험 중 가장 부정적인 경험은 ‘집합’이었다.

선배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합은 공식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부터 부여된 비공식적 권력에 의해 생활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학교 교실에서의 운동부 정체성 경험’은 운동부 구성원에게 학생으

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때 이루어진 경험을 의미한다. 운동부원들은 교실

에서 교사와 학급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학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교실이 운동선수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운동부원들에 대

한 동경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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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내러티브 : 운동부 정체성의 사회적 의미]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공간 중 ‘사회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운동부

정체성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의미를 ‘수동적 정체성의 습득: 역능성의 상실’, ‘운동선수의 역

할 내세우기: 정체성 몰입’으로 설명하였다.

학생선수는 운동부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역능성을 상실하는 경험

을 하며, 결국에는 수동적인 정체성을 습득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운동부의 구성원으로서의 규범을 익히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게 되며, 학생선수의 일상은 운동부에 종속되게 되는 과정을 경험

하고 있었다. 불평등한 운동부의 권력관계 속에서 운동부원들은 강압적

지도 및 관리방식에 점차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무기력

을 학습하게 되었다. 지도자들은 운동부원들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을 핑

계 삼아 과도하게 운동부 구성원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

의 역할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험을 한다.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학생

선수는 운동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로서

의 역할을 과도하게 내세우려는 성향을 보이며, 훈련에 참여하고 경기력

을 향상시켜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무엇보다도 중

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지도자, 사회적 인식

과 같은 주변 환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체성 몰입

(identity commitment)이라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운동부 정체성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몰입을 경험하였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롤 인걸프먼트(Role engulfment)와 운동선수로서의 교만(hubris)과

같은 경험을 통해 정체성 몰입을 더욱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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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운동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의

구성원으로서 운동부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운동부 구성원으로서 형

성되는 정체성은 학생선수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

체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학생선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제언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기되었던 향후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경험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른 특성

을 가지고 있는 운동부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 자

료는 제외 하였다6).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

양한 운동부 형태에서 형성되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학생선수들이 비교적 많이 참여하지 않는 스포츠 종목의 운동부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운동부 문제는 비단 인기 스포츠 종목

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종목의 운동부에서 형성되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의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러티브 이외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학생선수의 운동부

6) 농구, 축구 등의 종목과는 달리 수영 종목은 일반적으로 사설 클럽 중심의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영 종목 연구참여자의 심

층면담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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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내용, 특성,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주로 연구참여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운동부 정체

성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의성의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진행되는 연

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등을 통해 현재

학교 운동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운동부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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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7)

연구 과제명 :     학생선수의 운동부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구 책임자명 :  김한범(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학생선수의 운동부정체성의 형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에 학생선수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

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한범 박사과정

(연락처 :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

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선수의 운동부 참여 경험을 통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

정과 그 내용을 파악하여 학생선수들의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본 연구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선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약 10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는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 면담은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2차 면담이 실시될 수 있으며, 2차 면담은 1

7) 실제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한 문서는 IRB에 승인된 문서양식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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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면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고자 진행됩니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연구참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의 내용과 관련된 면담 질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면담 질문은 ‘인식’과 ‘경험’으로 구분되며, 주로 운동부 생활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30분~40분간 

소요될 예정이며 전체 과정은 사전 동의를 득한 뒤 녹음 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체성이 형성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

니다. 면담 질문은 ‘정체성 구성과정’과 ‘정체성 확인 과정’으로 이루어집

니다. 귀하의 운동부원으로서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구성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20

분~30분간 소요될 예정이면 전체 과정은 사전 동의를 득한 뒤 녹음 될 것입니

다.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귀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

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회 혹은 2회에 걸쳐 약  1시간/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는 연구자의 학위논문의 결과를 통해 내

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개될 내용의 의해 발생하는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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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결과에 실제 사용되는 인용문(cohort)은 개인의 경험

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운동부 전체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

자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학생선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한범(---------)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

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

니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진행 중에 수집된 녹음자료와 전사자료는 

별도의 USB에 저장한뒤 연구자의 책상에 시건장치 활용이 가능한 서랍에 보관

할 것이며, 전사된 HWP파일에는 따로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해 놓을 것입니다. 

또한 분석을 위한 전사자료 인쇄물 또한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가능한 연구자 책상에 보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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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405호에 마련된 별도의 자료 보관 

캐비넷(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에 녹음파일과 전사 HWP 파일이 저장된 USB를 

보관할 것이며, 전사자료는 연구종료 즉시 세절기를 통해 파기할 것입니다. 마

지막으로, 자료가 담긴 USB는 해당 장소에 영구보관 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

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한범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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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tudents' 'athletic team-identity' by drawing out

narratives ab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as student-athletes

training in their school sports team.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hat experiences do student- athletes

go through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member of their school

sports team?', 'what meanings do student-athletes have about their

identity as athletes in their school sports team?'. The term, 'athletic

team-identity', used in this study refers to a combination of roles as

an athlete and as a student.

Narrative inquiry was selected 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reach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erms of effectively bring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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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 of each participant's experiences. The procedures for this

study were carried out by fully engaging in the research area,

existing within the space of the research boundary, organizing field

texts, and transitioning field text to research text.

Six research participants who could provide rich on-site experiences

as student- athletes were selected through typical case selec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main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as well

as essays written by research participants ab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were used as supporting data. By summing up the

experiences gained during the process of becoming a member of their

school sports team,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meanings of

'athletic team-identity'. The main findings of the narrative composed

of 'athletic team-identity' are as follows.

First, before fully participating as a member of their school sports

team, students gather various information about what it is to be a

part of a sports team, later with acquired information as a basis,

students go through decision making phases which can be linked to

their directions they choose for future careers. Second, as

student-athletes become members of their school sports team, they

gain self-esteem and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affiliated team.

Third, as a form of resistance to their affiliated teams,

student-athletes commonly use an extreme choice to 'run away' in

order to express their intentions and opinions. Forth, student-athletes

experience 'athletic team-identity' within overly controlled school

sports team life.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student-athlete 'athletic

team-identity', narratives we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temporal narrative(temporality), spatial narrative (place), relational

narrative (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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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 the temporal narrative(temporality) dimension, the

formation process of 'athletic team-identity' starts from 'navigating

identity', 'influenced identity from peers', 'identity confirmation',

'identity crisis' and last, 'identity reconstruction'.

Second, the spatial narrative(place) is composed depending on the

space of where the experiences occur. Therefore, this is divided into

'athletic team-identity in the playing/training field (gym/stadium)',

'athletic team-identity in locker rooms and dormitories (commonly

used space among student-athletes)', and 'athletic team-identity in

classrooms'. student-athletes experience 'fellowship consciousness'

and 'fear of the coach' which is 'athletic team-identity' formed on

the playing field during training situations. The formation of 'athletic

team-identity' in common living space was mainly observed in

dormitories. Research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hierarchy

according to grade level' and 'controlled life'. 'Athletic team-identity'

formed in school classrooms appear mainly when the roles of being a

student are required. Student-athletes were perceived as marginalized

students and had spatial experience as 'alienated objects', however

simultaneously as 'idolized objects'.

Third, relational narratives(sociality) which were obtained as being

members of the sports team were composed of 'acquiring passive

identity: loss of competence' and 'promoting student-athlete identity:

identity immers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thletic team-identity'

on relational narratives, it can be explained as a process in which

student-athletes experience a loss of empowerment. In other words,

in the process of student-athletes obtaining their identity, they

experience identity commitment as athletes.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student-athletes identity as members of their school sport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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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meanings in which student-athletes had about their

athletic team-identity. Furthermore, student-athletes' experiences that

form 'athletic team-identity'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phenomena occurring in the athl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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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 narrative inquiry, student-athlete, athletic

team-identity, identity formation process, subculture of athletic

team

Student Number : 201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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