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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사회에서 스포츠현상의
갈등요인 탐색
남중웅*****
이 연구는 여가사회라는 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현상의 내재된 갈등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현상의 문화구조를 파악하고, 문화구조에서 표출되는
갈등요인을 제시하였다. 스포츠현상의 불균형적 문화구조로는 첫째, 스포츠윤리와
경쟁체제의 불균형, 둘째, 스포츠문화의 이중성, 셋째, 스포츠의 정치성, 넷째, 신
체적 차별성, 다섯째, 소비 수준과 경제적 차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스
포츠의 가치와 함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인 역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배경을 바탕으로 스포츠현상의 갈등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결
과지향주의적 요인, 둘째, 차별적 보상구조, 셋째, 스포츠의 이데올로기 요인, 넷
째, 신체적 조건과 특성 요인, 다섯째, 스포츠상업화의 강화 등 다섯 가지의 요인
과 표출양상을 제시하였다. 스포츠현상의 갈등요인은 역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표출되었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들의 관심과 제도
적인 측면의 보완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측면인 ‘의
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이 스포츠현상의 내적은 물론 외적에
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현상의 주체는 일종의 소비자인 대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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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포츠는 이제 우리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현상과 제도로서 정착되어 사회내 다
른 여러 제도, 즉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등과 상호 관련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사회 내에서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면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스포츠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증대했
다(이근모,

2010).

문화와 스포츠는 각각의 특성과 요소는 다르지만 현대인 소통의 도구

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고정적이
지 않다는 공통점도 존재하고 있다(구강본,

2011).

다변적인 시대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

는 여가사회 역시 변화가 다양한 만큼 항상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동
일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화는 지배층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대중들이 계급적 갈등과 불평등을 느끼지 못
하게 하는 허위의식을 갖게 된다는 마르크스주의 적인 문화이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문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대석이 본격적으로 마련된다(민웅기, 김남조,

2009).

이러한 관

점에서 자본의 양, 구조, 소비 취향에 따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기도 한다(이재형, 구강
본,

2012).

스포츠현상이라는 차원에서도 결국 신분의 계급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시간

적, 소비적 차원의 갈등이라는 명목적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과 합의가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는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과 사회 갈등의 확장이라는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국제 스포츠 활동은 국가 간 협력과 평화의 증진을 도모하는 수단이지
만, 때로는 국가 간 우열을 다투는 치열한 경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더욱
이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는 국수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강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갈등구조 하에서 집단 또는 사회관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충돌들이 스포츠 분야까지 확
장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다(박호성,

2002).

스포츠현상에서의 갈등요인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갈등요인은 스포츠현장에서 보여지는 대립적인 뜻을 의미한다. 스포츠를 구성하
는 갈등주체들 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갈등
과 불평등 등과 관련된 정의들은 스포츠현상에서 지향해야할 것과 수정해야할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스포츠를 연구
하고, 체험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소홀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가 어떤 공유 가치나 규범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통해 잘 통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구조기능주의에 반해 갈등이론에서는 공유 가치나 규범이 기존 사회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강하기 위해 조작한 환
상이나 이데올로기이다(이근모,

2010).

무엇보다도 갈등요인을 극대화함으로써 체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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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긴장을 강화하여 기존질서를 지키려는 시도와 강제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스포츠현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강화되기도 한
다.
스포츠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스포츠는 권력이 주입하는 제반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일종의 ‘훈
련장치’가 된다. 다시 말해 건강한 시민의 육체 만들기를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에 이바
지하는 일상의 정교한 통제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김정효,

2011).

물론 스포츠의

갈등요인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스포츠현상에서 표출되는 결과와
과정이라는 양면성에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과 갈등을 설명하는 ‘계급’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테제의 하나
였다. 경제적 기회의 개방성을 추구한 근대 부르주아사회는 개인의 성취를 거시적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했으나 사회발전의 원천인 개개인의 자질은 실질적으로 불평
등하게 배분되어 있어 양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생활수준이나 생활양식상의 격차를 설
명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김문조,

2004).

스포츠 구조, 스포츠 조직, 스

포츠 집단 역시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계급을 형성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차
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은 자신의 우위와 편리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작된다. 주어진
빵은 같은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 가지 먹게 다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전
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전쟁은 인간이라는 동종을 학살하는 만행으로 확산된다. 크고
작은 분쟁의 시작은 지배와 피지배를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과거는 정치적 의도에
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의도에서 연유한다.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보
다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기적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과 차별이 일어나는 것
이다(이학준,

2006).

이는 정치의 근본적 이유인 배분의 과정과도 동일한 시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처럼 갈등은 사회적 차이와 차별에서 비롯된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인식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갈등의 다양한 관점들과 스포츠의 내
적 특성들에 의해 스포츠현상은 움직여 왔다. 그 결과 갈등요인은 다양해지고, 새로운
요인들이 나타나곤 하였다. 최근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원인 등에 의한 갈등은 가시적
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은폐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가사회는 이러한 갈등적 측면보다 보편적 적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결
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가사회라는 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포
츠현상의 암묵적으로 표출되는 갈등구조와 요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표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
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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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1.

스포츠현상의 불균형적 문화 구조

스포츠윤리와 경쟁체제의 불균형
스포츠현상과 윤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와

해석이 변화할 수 있다(김동규, 구강본,

2007).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
덕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이해나 가치판단의 자율성보다는 오직 승리를 위한 빠른 판단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다(임혜옥, 김영선,

2005).

이러한 스포츠의 경쟁체제는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즉 승리지상주의, 물
질만능주의와 같은 결과지향의 외형적 형태를 추구하면서 스포츠의 본질이 경쟁에 초점
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행위라는 근본적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적 객관
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가 문화산업으로 확대되고 대중화 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경쟁성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경쟁성을 바탕으로 하여 스포츠문화가 재생산된 측면이 더욱 많기 때문이
다(김용규, 구강본,

2008).

이것은 우리나라의 스포츠문화가 승리지상주의의 뿌리가 깊고,

여전히 비민주적, 획일적, 권위적, 폭력적이기 때문이다(허현미,

2010).

이러한 스포츠문

화의 구조로 인하여 스포츠의 윤리적 측면과 경쟁성이 충돌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발
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지만, 승리에 대한 열망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승리를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승인이 경기를 지배
한다(Hellstedt,

1988).

또한 갈등이론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주제는 스포츠가 사회 내에

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 소외를 조장하는 양태에 대한 것이다. 인간 소외 문제는 기본적
으로 승리지상주의에 기인한 끝없는 기록의 추구, 성취 지향, 스포츠의 상업화 등과 맞
물려 약물 복용, 신체의 도구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낸다(이근모,

2010).

이러한

결과 스포츠윤리와 경쟁성은 동일한 시각에서 표출되는 양면성 또는 이중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표출되는 스포츠경기에 대한 결과의 해석은 지금까지 가치지향점이 과
정지향보다는 결과지향, 목적지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주체, 즉 선수, 지도자, 관
중, 미디어, 언론에서의 스포츠경기 결과는 지금까지 경기의 방법이나 수단 자체가 윤리
적 차원에서 문제 있다고 하여도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 사회적 인식과 언론이 관용적
이었다. 이것이 공리주의적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결국 스포츠행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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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소외’와 ‘비인간화’를 생산하게 되었다(남중웅,

2007).

이처럼 경쟁체제의 중심에서 스포츠윤리와 인간중심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사회
적 반성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심에 대해 김동규와 구강본
(2007)은 “스포츠

윤리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과거 스포츠자체 문제로서 인식되어 오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사회문제로 전이되면서 스포츠계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쟁체제를 스포츠 본질로 이해한다면 사회적 환경을
통해 스포츠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스포츠현상의
불균형적 문화구조의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2.

스포츠문화의 이중성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기로에 서 있다는 시각이 있다.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이념과 규범, 그리고 가치의 실상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시대착오적이
거나 인간의 주체성 상실을 가속화하는 인간소외의 전형으로 비판되어지기 때문이다(김
동규, 한준영, 구강본(2010). 즉 스포츠현상은 항상 본질과 현상이 대립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판이다. 스포츠의 위기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하였다.
스포츠의 긍정적 기능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등 다양하게 타나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기능과 더불어 스포츠 수행결과에 따른 배타적 성격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이 스포츠의 가치관이나 철학적 기준과는 별
개로 표출되는 것이다.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고,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때론 무용지물이 된다.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문화 산업으로 표출되고 있
는 현재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정효
(2011)는

이러한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문화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결합하여 지배계급의 상업적, 이념적 가치를 재생산하여 수
용자에게 사회적 지배계층의 이념에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장치를 말한다. 그들은 자
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문화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경제결정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
화의 새로운 측면들에 주목한다(김정효,

2011).

스포츠의 문화적 현상을 다양화라는 측면과 대중화 측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가에
대한 시간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며, 반대로 여가시간에 대한 불평등과 지
역갈등의 초래, 세대 간의 갈등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김용규, 구강본,

2008).

이러한

부분은 미디어에 의해서 조장되기도 한다. 미디어는 스포츠의 본질과 지향점과는 상관없
이 미디어를 통한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기대하
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스포츠팬은 이러한 관점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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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디어스포츠의 대부분은 남성중심의 스포츠이다. 폭력성과 공격성에 기반
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이기 때문에 남성을 스포츠팬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에 여성스포츠는 몸매와 외모가 갖추어진 스타가 아니면 남성들에게 성적과 기록으로
매력 있는 스타가 될 수 없다. 남성은 스포츠만 잘 하면 스타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스
포츠재능뿐만 아니라 외모도 출중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스포츠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방식을 재생산해 냄으로써 가부장적인 지배질
서를 재생산한다(이강우,

2003).

결국 미디어는 남녀 스포츠의 구분조차도 임의적으로 설

정하고,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 양상의 변화는 복잡성을 더해가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소산으로 간
주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근저에는 권력이나 재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요소는 물론이요
사회적 존재가치나 정체성 확보 등과 같은 상징적 쟁투와 연루된 승인(recognition)의 욕
구가 잠재해 있다. 즉 소비의식, 지역정서, 탈근대성, 성해방 의식 등 다양한 주장이 점
착된 작금의 집합적 갈등상황에는 생활기회의 향상이라는 기대차원을 넘어선 적정 생활
양식의 향유라는 문화적 쟁점이 부각되게 된다(김문조,

2004).

스포츠문화는 역사적으로

도 긍정적 기능에만 의존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적 요
인들이 함께 논의 되었다. 결국 스포츠문화는 단순한 분야가 아니라 매우 포괄적이고,
다변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논의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3.

스포츠의 정치성
오늘날 스포츠는 문화적 속성을 가지면서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복합적 사회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와 정치사회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 특
히 스포츠는 국가와의 천선도모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식교류가 없는 국가
간에도 정치적 부담이 가는 고위 정치(high
통한 상호 교류를 시행한다(유호근,

2010).

politics)영역의

교류보다는 먼저 스포츠를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전할 때도 있다. 즉

스포츠를 통한 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민족 또는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에 따라 스포츠가 이용되기도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의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스포츠를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세계화
시키고 있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기업과 미디어의 출현이나 국제비정부단체(INGO)와
국제체제의 성립이 좋은 본보기이다.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프로구단의 확산은 선수들의
국제적 이동을 가져오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은 지역적 제약을 넘어 경기
관람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의 세계화는 경기규칙, 관행 및 절
차의 표준화를 가져오면서 국가, 민족, 인종 사이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지만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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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임현진,

2002).

이처럼 스포츠는 초경계적인 특성과 정치적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국가적 소통과
대립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 대
립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스포츠는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수단이자 매개
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강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전의 스포츠대결이 외
교적 갈등과 대립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가 비합리적인 정치적 상징의 일종으로서 사람들이 모종의 정
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상적인 공동체로의 귀속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는 동일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시의 상징에 대해 기능
주의자들이 사회통합의 측면을 중시하며, 비판이론가들은 스포츠가 특정한 의미를 띄게
되는 구체적이며 특수한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양순창,

2003).

결국 스포츠현상은 내재

적으로는 기능주의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치적 갈등
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가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은 국제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일부 각 민족 특유의 경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 규칙은 주로 선진국들
에 의해 부과된 방식이 통용된다. 이는 선진국들의 문화적 지배력을 강화하며, 넓게는
연성권력(soft

power)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Naison(1972)은 “미국과

제3세

계와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스포츠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적응수단을 제공
하며, 스포츠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성공적으로 전이(Naison,

1972)시켰

다고 하였다.
각 국가들의 스포츠 제도의 인프라구축은 자국의 엘리트스포츠강화는 물론 국가 간
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매력 표
출과 브랜드 강화 이면에는 정치적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또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자체적 조직에 정치성이 내재됨은 물론 국가적 정
치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국가적, 민족적 경쟁이 스포츠에 내재된
갈등 표출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결국 특정 조직이나 국가에 속해있는 구성원
간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고,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은 다양한 주체 간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신체적 차별성
사람마다 즐기는 스포츠는 그 종류만큼 다양하다. 축구가 좋아 주말이면 조기축구회

를 빠짐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필드에 나
가고 싶어 한다. 혹자는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대신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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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번거로운 사람은 거실에 편히 앉아 프로스포츠를 즐긴다. 이러한 것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여유로운 삶의 욕망을 부추기는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포츠의 역할과 중요
성은 거듭 강조되어지고 있다(남중웅,

2007).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에서도 갈

등적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여가활동의 참여는 경제적인 능력에 좌우될 뿐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조광
익,

2007).

따라서 골프나 승마, 요트, 카레이싱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 스포츠에

대한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는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많은
시간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 또한 스포츠 활동의 제한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인다(조광
익, 도경록,

2010).

결국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여유 등의 유무에 따른 갈등요인이 잠재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스포츠현상은 대부분 국가가 통제하고 그 문화를 통하여 사회의식을 강
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개인적이고, 세부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의 경험 또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
화 사회에서는 신체적 불평등에 기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종목, 운동 빈도, 운동시간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
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의 전문화, 조직화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불평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통계적 수치만
보더라도 갈등의 요소는 분명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시각을 사회문화적 흐름, 즉 사회적 맥락성(김용규,
구강본,

2008)에

기초하여 문제의 원인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의 본질에 내

재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스포츠에 내재된 공격성과 왜곡된 기록은 관람스포츠의 대표격인 프로스포츠의 남성
화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격성의 강화되면 될수록, 여성의 기록보다 남성의 기록
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왜곡되면서 스포츠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남성스타선수가 여성선수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프로스포츠에
서의 인종차별, 국가차별, 종목차별 등도 이와 같은 원리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김종
백,

2010).

이와 유사한 측면인 엘리트 스포츠의 측면도 유사하다. 엘리트스포츠 영역에서도
할 배분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표출된다. 왜냐하면 스포츠조직의 수직성에서

역

갈등이 표

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권민혁(2001)은 운동선수가 지니고 있는 기능적 측면에 의
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중스포츠에
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경쟁체제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숙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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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직적 스포츠에서의 역할을 대부분 ‘운동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즉 주로 운동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 주요 역할을 점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변적 역할을 점유하게
된다. 이는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적과 긴밀한 관견을 맺고 있다. 즉 스포츠에서는 승기라 중
요한데,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운동 기능’이기 때문에 이 요소가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권민혁,
5.

2001).

소비수준과 경제적 차별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계층구조에 따라 개인의 소비가 달라진다. 개인의 사회적

위치, 계층구조와 소비의 관계는 비단 특정 상품의 소비행위를 통한 개인의 계급화와 계
급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행위들을 하나의 기호로 상징
화하기 위한 작업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계층구조와 이를
연결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조광익, 도경록,

2010).

상징화된

소비수준으로 또 다른 계급이 형성되고, 형성된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초
래하는 것이다.
특히 여가 소비 수준에는 계급별로 차이가 있다. 계급별로 문화 활동 참여 수준에 차
이가 있듯이 여가활동 참여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대중음악 감상의 경우에는 계급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유층의 지위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해
외여행과 골프 참여율은 중상계급의 경우, 다른 계급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조광익, 2007).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적 차별화가 사회계층에 따라 참여하는 스포

츠의 종류 뿐 만 아니라, 참여수준 혹은 참여하는 여가의 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광익, 도경록,

2010).

스포츠는 완전히 상업화되어 시장의 힘에 지배된다(이근모,

2010).

그 결과 스포츠상

품에 대한 차별적 소비활동과 경제적 차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스포츠상
품이 마치 자본주의 기업이 이용하는 상품인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에서 소외된 참여자의 경우는 건강 및
삶의 질적 수준의 보장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가 조장하기도 한다. 차별적 정보의 수용이 스포츠의 보편적 적
용과 참가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산업이 확장
되고,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매체의 접근성,
정보의 활용성 또한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소
득수준, 계층구조, 여가 소비수준 등 다양한 이유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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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1.

스포츠현상의 갈등요인과 표출양상

결과지향주의적 요인
스포츠의 윤리적 문제는 결과지향에서 비롯된다. 이는 승패로 귀결되는 경기의 결과,

경기에서의 부정행위, 부정선수, 승부조작 등의 성적지상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다(김동
규, 구강본,

2007).

또한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집착을 ‘좋다’, ‘나쁘다’로 쉽게 규정한

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를 배재하고 스포츠를 설명할 수 없으며, 행
위의 결과에 따라 선수 본인은 물론 코치 감독, 관람자 등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본질과 시대변화에 따른 국가주의와 상업주의의 대두, 승리제
일주의와 맞물리면서 외면적 보상을 추구하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스포츠가 변질되어 있
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남중웅,

2007).

경기에 대한 결과, 즉 승리가 강조되는 것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경쟁의 논리에 기인
한다. 스포츠 역시 경쟁의 지배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남중웅,

2007).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현상은 윤리적 문제를 초래해 왔다. 승리지상주의가 상업주의의 논리에 의하여 지
배 받아왔던 결과에 대한 부작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대안이
되어왔고, 그 대안이 사회적 맥락성을 기반으로 재해석되곤 하는 것이다.
스포츠현상에서 중한 것은 결과이다. 하지만 결과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종목 간,
선수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세계대회에서 준우승,

3위도

중요한 결

과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오직 금메달, 우승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승리의 목적을 우승에 두게 되어 경쟁의 윤리성을 희석시키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곤 한다. 결과지향주의적 사회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요
인이며 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올림픽 중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일등지상주의’에 치우친 방송사들의 편
파적인 태도다. 수영의 박태환, 유도의 김민호 등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경우,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과정은 물론 인터뷰와 특집 프로그램까지 대대적으로 방송하며 집중조명을 받았
다......<중략>...... 그러나 상대적으로 은메달, 동메달리스트에 대한 냉대는 차갑다......<중략>......
말로는 ‘값진 은메달’이니 ‘투혼’이니 포장하면서도 결국은 메달 색깔에 따라 차별 대접하는
방송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시청자들은 일침을 가했다(이준목,

2008).

이처럼 오늘날의 스포츠는 승리와 패배가 분명하게 결정지어지며 과정보다는 경과에
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국가에서조차 승리와 결과에 집착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
책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스포츠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조직하고 있다(남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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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이 사회적 통합이나 국가적 우월성으로 믿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항상 갈등의
연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차별적 보상 구조
불평등을 인식하는 기준은 생활수준, 생활양식, 부의 정도, 생애, 경험의 유무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문화의 흐름 또한
중요하다. 과거에는 정치적이고, 비민주적인 환경이 불평등을 초래하였지만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구조와 생활환경이 불평등의 원인으로 위치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는 문화
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사회적 영향이 확대되는 것이다(김용규, 구강본,

2008).

특히 선수들의 연봉과 관련하여 선수들의 보상구조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
이 발생하고, 차별적 요인은 선수들 간의 내외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수들
의 성적에 따라 보상구조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
다. 즉 연차별 보상구조와 유명도에 따른 연봉책정 등이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계산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소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장논리에
따른 차별적 보상구조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숙제로 남는 것이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매년 이맘때면 주축선수들과의 연봉 협상으로 몸살을 앓는다......<중
략>......구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롯데의 경우 선수들의 고과 산정에 적용하는 항목이
무려

120여

가지나 된다......<중략>...... 포지션별 고과산정도 다르다. 롯데의 경구 야수 가운데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는 포지션은 포수다......<중략>...... 롯데 자이언츠 운영팀 관계자는 “예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드러난 성적과 이름값만으로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선수
가 많아 협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다른

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병욱,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잣대

2013).

이러한 부분은 스포츠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보도되는 해외 게임과 사례들은 선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무분별한
해외 진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자국의 인적자원을 감소시키고, 선수들 간의 갈등
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금전적 비교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숫자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역대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 평균연봉(2012년

320만

달러(약

9,441만원)에

비해 약

이를 보였다......<중략>...... 한편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별 평균연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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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에

2012년

35배가

달하는
넘는 차

기준 재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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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1억 6,819만원으로

1억 5,742만원으로

국,

가장 많은 금약을 지불했고, 한화가

수직 상승해

2위, SK,

두산,

LG,

롯데,

KIA,

2011년 5,376만원에서 2012년

넥센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재

2012).

스포츠는 국제화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 보급되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대상이 되었으
며, 그에 따라 규칙과 규범, 가치도 보편화되었다. 이 말은 스포츠가 서로 이질적인 언
어, 종교, 관습,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 손쉽게 구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송형석, 2011).

하지만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보상구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수 및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것이다. 선수를 고용
하고 있는 기업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보상구조와 국가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스포츠의 이데올로기 요인
스포츠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이 이데올로기이다. 전통적 해

석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권력을 소유한 계급이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
해 현실을 포장하는 허위의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의 이익은 은폐되고, 피지배
계급은 여과된 현실만 받아들이게 된다. 가령 소비의 미덕을 강조하는 일련의 담론들은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만들어 지배계급의 부와 권
력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에의 참여도 같은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효, 2011).

스포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현상학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은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정치적 상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은 다른 사회변동의
매개체보다 스포츠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 이것이 사회적 고착화되어 문화적
계급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비합리적 상징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볼링은 블루칼라, 테니스는 화이트칼라나 교육자, 골프는 비즈니스맨이나 부유층
의 스포츠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비록 이것이 구식의 고정관념이고 실
제로 미국은 물론 우리사회에서도 골프를 치는 교육자나 볼링을 하는 사업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취향의 문제라 여길 수 있는 운동과 여가선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계급
(층)적

이해관계나 직업적 정체성, 가치관, 자존감 등 운동 외적인 요소가 깊이 연관됨을 부

인하긴 어렵다(유웅재,

2013).

또한 스포츠에서 보이는 구조적 및 기능적 특징들은 스포츠가 사회에 내재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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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폐하거나 전환시키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포츠는 현실
공동체 내의 정치적 갈등관계를 가상적 공동체 간의 대립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사람들
로 하여금 현실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탈정치화를 조장한
다(양순창,

2003).

즉 사회구성원을 집합시키고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에서 스

포츠는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유호근,

2010).

이러한 측면

이 스포츠의 정치화와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경기에 열광하게 만드는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분히 숨어 있다. 올림픽도 마찬
가지다.

1896년

그리스,

1908년

왕실이나

1912년

스웨덴 구스타프왕과 같은 권력자들은 올림

픽 유치로 국내 정치, 경제 현안들을 덮어 버리려 했다. 가장 정치적이었던 대회는
를린 올림픽(11회)이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22회),

1984년 LA올림픽(23회)은

1936년

베

정치적인

대립으로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가수반이 유치전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박태
성,

2012).

결국 스포츠를 통한 가상적 공동체의 형성과 그 결속력이 타 공동체와의 경쟁을 전
제로 한다는 점은 또한 특정 정치적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공동체와의 갈등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가상적 공동체 상호간의 대립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
한다.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 어떠한 형태든 억압이 존재하고 그 억압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정치적 효용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양순창,

2010).

하지

만 정치적 효용성이 커질수록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독재정부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구태여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
로 많다. 이런 경우에 스포츠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통합은 참된 의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보다는 독재정권의 유지나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민주사회에서 스포츠는 정치적 신념이나 피부색 또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을 하나로 묶어 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줄여주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줄 수 있다(송형석,

2011).

스포츠가 권력에 의한 대중의 문화적 지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또한 현상적으로 존재한다(김정효,

2011).

스포

츠가 대중문화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스포츠의 가치
론적 접근에만 치중하게 되면 정치적 침투가 더욱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스포츠의 이념적 요소를 배재하고 본질적 차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4.

신체적 조건과 특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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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조건과 특성에 따른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한
정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스포츠현상은 신체를 매개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근본
적인 문제는 신체의 활동정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과 관련된 부분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차별적 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인지하
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제약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
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운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규칙적
으로 운동하는 빈도가 낮다

......<중략>......

충분하기 위해서는 손자전거 운동계나 경기용 휠

체어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윤기성,

2012).

또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성별 역할에 대해 이규일(2010)
은

“성역할

학습 및 신체활동 경험은 성(sex)적으로 고정 관념화된(stereotype) 경험이

주류를 이뤘고,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 신체활동 상황에서의 여성 몸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처
럼 신체활동의 측면에서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경험을 통제하는 것은 문화적 오류이다. 신체적 조건
이 다르다고 해서 사회적 조건조차 균형적이지 못하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性의 조건에 대한 차별보다 사회적인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 더욱 중

요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제도적으로 여성스포츠를 보호하면서 남성 스포츠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김용규, 구강본,
(2007)의

2007).

아래의 박송이

기사를 보면 미디어 보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스포츠 보도 분량은 남성스포츠의 약

1/10에

불과 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단신으로 보

도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스포츠 보도가 여성스포츠인의 전문적인 기량보다 여성성을 강
조하는 외모중심 보도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포츠뉴스는 ‘피겨스케이트 요정
김연아’, ‘흑진주 윌리엄스 자매’, ‘미녀새 이신바예바’ 등 여성스포츠인의 외모를 강조하는 표
현 등을 자주 사용한다(박송이,

2007).

다음으로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문제이다. 김동규, 한준영, 구강본(2010)은

“전통적인

계

층화 범주에 속하는 인종차별은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인
하여 발생한다. 인종 불평등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권력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백
인 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체계적 갈등”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에 모든 스포
츠의 조직은 인종차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포츠세계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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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분리하려는 비합리적인 사고는 스포츠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현상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의 해결은 다문화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요인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리아 축구협회도 홈 관중의 인종차별이 적발돼
5,000

스위스 프랑(약

4,000만원)제재를

FIFA로부터

무관중 경기와 벌금

3만

받았다. 불가리아 관중 가운데 소수가 덴마크의 흑인

수비수인 패트릭 음틸리가를 인종차별 차원에서 모독했기 때문이다. 불가리아 역시 3월 열리
는 몰타와의 월드컵 유럽예선

B조

홈경기에서 관중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양승남,

2013).

이처럼 신체활동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신체적 요소로 많은 차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신체활동 소
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갈등요소를 최소화 하는 노력은 스포
츠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되어야 한다.
5.

스포츠상업화의 강화
스포츠의 역사적 진보 과정에서

20세기만큼

큰 변동을 경험한 적은 찾기 힘들다.

20

세기 큰 변혁의 메커니즘으로서 자본주의는 스포츠를 대중화시켰을 뿐 아니라 상품화시
킨 핵심적 기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결정체인 현대스포츠에서 스포츠이벤트,
프로스포츠, 방송중계권료, 미디어 등은 매우 중요한 해석 메커니즘이다. 이들의 공생적
결합은 스포츠의 비즈니스화를 목적으로 자본창출 능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김영갑,
2011).

이처럼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는 이미 역사적 출발에서 결정되어 있다. 오늘날 전 세
계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된 스포츠문화는 ‘자본주의’ 라는 사회체제의 출현과 동떨어져
논의될 수 없다(김정효,

2011).

스포츠상업화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지위의 발생은 필연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기 스포츠에 미디어가 집중하고, 수익과 관계가 없는 스포츠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기스포츠의 저변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비인기의 종목은
지속적인 퇴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스포츠이벤트의 경우도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청률과 광고권의 판매 가능성이 스포츠이벤트의 중요한 핵
심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스포츠현상의 근본적 갈등구조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3사 스포츠뉴스보도는 축구, 야구, 골프 등 인기프로스포츠 종목 소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종목은 스포츠뉴스 보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몇몇 인기스포츠에

만 치우진 보도경향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육상, 레슬링, 핸드볼 등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프로리그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스포츠의 상업성을 극대화해 비상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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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박송이,

2007).

또한 스포츠가 대기업과 부자 등 사회에서 특권을 가진 계층을 위해 이윤을 창출함
으로써, 혹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와 삶의 질의 지표로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는 홍보기제
로 작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팽창을 촉진시키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작용
중 한 가지가 스포츠의 상업화이다(이근모,

2010).

스포츠 상업화는 불균형적인 미디어

계층을 양산하고, 양산된 계층 간의 갈등 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확대하면 스포츠상업
화가 문화적 계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의 상업화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양산한다. 즉 불평등한
경제적 위계 현상을 발생하고, 위계적 현상은 각종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위 집
단 또는 범주는 끊임없는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경제적 하위 범
주는 발전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적 지위에 따르는 각종 불평등은 개인 혹은 집단의 생활 기회나 양식을
비록한 모든 영역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 제도에 속하여 중요한 일부를 담당
하고 있는 스포츠 역시 사회의 불평등 체계와 연관되고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즉 스포
츠는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계층을 초월한 평등주의를 지지하고, 누구나 재능이 있다
면 계층의 상향 이동이 가능한 사회제도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현실의 스포츠 세계
는 다른 모든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도로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이다(Etizen
1982).

& Sage,

이러한 결과는 모든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있는 것이다. 스포츠

현상의 갈등요인은 사회적으로 전이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
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 지는 이유인 것이다.

Ⅳ

.

결론

스포츠문화는 하나의 정형화된 이론이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향유하는 대중들의 욕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하나의 과
정이다(김정효,

2011).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은 다양하다. 스포츠는 냉

전체제의 종식으로 이념논쟁에서는 자유로워 졌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도구적 활용
성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현상에서는 갈등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현상의 불균형적 문화구조로는 첫째, 스포츠윤리와 경쟁체제의 불균형, 둘째,
스포츠문화의 이중성, 셋째, 스포츠의 정치성, 넷째, 신체적 차별성, 다섯째, 소비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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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차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의 가치와 함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이다.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인 역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등장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스포츠의 본질적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현상의 갈등요인과 표출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결과
지향주의적 요인, 둘째, 차별적 보상구조, 셋째, 스포츠의 이데올로기 요인, 넷째, 신체적
조건과 특성요인, 다섯째, 스포츠상업화의 강화 등 다섯 가지의 요인과 표출양상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스포츠현상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현상의 갈등요인은 역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표출되었고, 발생하고 있다. 그렇
다고 해서 묵과할 수 는 없는 문제이다. 대중들의 관심과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으로 해
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측면인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가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현상의 갈등 원인이 스포츠현상의 내적은 물론 외적인 측
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
츠현상의 주체는 일종의 소비자인 대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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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on on Conflict Factors of
S port Phenomenon in Leisure S ociety
Nam, Joong Woong*

The

purpose

phenomenon.

of

this

study

It

grasped

is

the

to

seek

cultural

conflict

factors

structure

in

the

immanent
sports

in

the

sports

phenomenon

and

suggested conflict factors that are expressed in the cultural structure. The imbalanced
cultural

structure

in

the

sports

phenomenon

was

suggested,

between sports ethics and competitive system, second,
sports

culture,

sports,

and

third,
fifth,

the

political

the

character

consumption

of

level

sports,
and

first,

the

imbalance

the ambivalent character of
fourth,

economic

the

differentiation in

discrimination.

This

phenomenon is what is indicated because of being diverse in values and implications
of sports. It can be considered to be a problem that essentially appears because of
being coexisted positive function and negative role.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conflict

factors

expression

of

aspects

sports

phenomenon

were

suggested,

were

such

proposed as

as,

first,

follows.

Five factors

result-oriented

factor,

and

second,

differential compensatory structure, third, ideological factor of sports, fourth, physic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

commercialization.

The

conflict

factor,
factors

and
of

fifth,

sports

reinforcement

phenomenon

were

in

sports

continuously

expressed historically as well and are occurring even at the present. To solve this,
there is a need of an effort to solve with people's interest and supplementation in
the institutional aspect. Especially, there is a need of being preceded 'a change in
consciousness,'
place

no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A cause for conflict is taking

only

internally

but

also

externally

in

the

sports

phenomenon.

Thus,

people's sight of looking at this will need to be changed. That is because the main
agent of sports phenomenon is people who are a kind of consumers.

Key words : Sports phenomenon, Conflict factor, Cultural structure, Ambivalent Character of Sports, Sports
Culture, Leis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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