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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구조 변화를 탐색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축 된 사회  자본의 유형을 규명하 다. 이 연구에서는 람스포츠 가운데 서포터스의 회

원 수가 많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랑블루를 선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

스 공동체가 태동된 후부터 3개월간의 게시  내용을 주요 분석 상으로 삼았다. 최  1개월간의 게시 은 

630명, 2개월간의 게시 은 977명, 그리고 3개월간의 게시 은 1,848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자료분석은 넷

마이  4.0을 이용하 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는 역동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 다. 컴퍼 트와 연결망 지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 다. 

둘째,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자본은 운동경기  훈련일정, 선수이 , 감독, 성 , 경기

람  시청, 응원, 응원복  응원도구, 선수,   구단, 경기사진  동 상의 도구 인 사회  자본,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회원이 사회  자본을 독 하는 상을 보 다.

■ 중심어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공동체∣연결망∣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ocial relation of cyber sports supporter'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as time passes. This study selected spectator sports supporters of cyber sports community based 

on number of  number and history of cyber sports supporter. This community is a representative 

supporter's club of spectator sports. This study utilized 1,848 members accumulated during three 

month. To analyze data, Netminer 4.0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used. The conclusion 

is following: First, social relation of cyber sports supporter's community showed up dynamic 

change. Second, social capital of cyber sports supporter's community shows Sports events and 

training schedules, player transfer, manager, record, game watching and TV watching, cheering, 

cheering uniform and tools, players, teams and clubs, game photos and video, etc. This is the 

poor-get-poorer and the rich-get-richer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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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정보과학 기술은 인터넷을 통하여 시공간을 

월해 사람들 간의 사회  계  상호작용을 가능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

는 일반 으로 심이나 목 의 공유, 상호작용의 지속

성, 구성원들 간의 감정  유 , 안정  연결망의 확보 

등의 특성을 보인다[14][22]. 최근에 스포츠가 일반

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리면서, 다양한 사이버 스포츠

공동체가 출 , 발 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 스포츠

공동체는 크게 참여스포츠 공동체와 람스포츠 공동

체로 이분할 수 있으며, 스포츠를 선호하는 공통 특성

을 지니고 있다. 특히, 람스포츠 공동체는 특정 스포

츠 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발  스포츠서포터

스 결사체로서, 스포츠 과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

체는 사이버 참여스포츠 공동체보다 훨씬 더 강한 결속

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스포츠서

포터스 공동체가 지지 에 한 높은 여도로 인하여 

지지  경기의 응원을 해 원정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것이 공동체에 한 높은 결속력[1]으로 연결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

서는 회원들 간에 어떠한 사회  계  교류들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오 라인에서와 같이 사이

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 스포츠를 월한 다양

한 사회  계  교류가 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오 라인에서 맺어지는 사회  계는 회원들 사이

에 공통된 심이나 유사한 행동양식이 생기는데 지리

 향이 요하게 작용하나, 사이버 는 온라인에서

는 회원들 간의 계[15]가 매우 요하다. 사이버 공동

체의 사회  계는 공동체의 생성 목 인 토론이나 정

보 공유 등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사이버 공동체에

서 형성된 사회  계 구조는 공통된 심사나 경험을 

가진 회원들의 지속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16], 이러

한 계 구조는 다시 회원들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변화된다[3].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일반 사이버 공동체와 같이 진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론된다. 그 다면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

동체에서는 활발한 사회  계  상호작용들이 개

되고, 사회  자본을 축 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사이

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 참여하는 회원들 간에 하

나의 완성  연결망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

의 편화된 네트워크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한 의문

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공동체에

서 하나의 완성  연결망을 보이고 있다면 온라인상의 

공동체에서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정보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개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

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가 여러 개의 편화된 연

결망으로 흩어져 나타난다면,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할뿐더러, 정보가 제 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2]. 이러한 연결망 형태는 사이버 스포

츠서포터스 공동체 발 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이

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주로 

게시 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회원들

과의 상호작용을 개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사

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의 쓰기와 댓  달

기는 회원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가능  하는 수단이 되

며, 하나의 연결망을 구축하게 된다.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사회  계  자본 형성의 가

능성에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학자들은 인터넷이 사회

 계내지 사회  자본 축 과 같은 효과에 서로 상

반된 견해를 보여 왔다. 첫째는 인터넷이 행 자의 사

회  계나 사회  자본 축 에 부정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12][18][24]. 즉, 행 자는 인터넷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의 사회  계를 형성하

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터넷이 

행 자의 사회  계  자본 축 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17]. 행 자는 오히려 오 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했

던 인터넷에 기반한 사이버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새

로운 사회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 상반된 주장에 해, Orleans와 Laney[19]는 사

이버 공간의 사회  계에 해 상반된 시각을 제로섬

(zero-sum)과 비 제로섬(non zero-sum)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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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로섬의 견해는 새로운 미디어나 기술을 이용하

기 하여 기존의 시간을 여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비 제로섬의 견해는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가 새

로운 인간 계 형성의 기회로 작용하여 기존의 시간과 

계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연결된다고 보는 입장이다[9]. 사이버 스

포츠서포터스 공동체 역시 제로섬과 비 제로섬의 논쟁

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 실세계와 같이 사회  계 형성이 가능

하다면, 사회  계에서 생되는 결과물로서 사회  

자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자본은 스포츠

공동체와 같은 자발  결사체에서 형성이 용이[20]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사회  자본

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  계 형성과 같은 논쟁과 

맥을 같이한다. 즉, 사이버 공동체가 장기 으로 력과 

호혜성을 증진시키고, 신뢰의 확 로 사회  자본을 형

성한다는 견해와 정보화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체의 와

해를 래하여 사회  자본의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7].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 한 연구 자체가 

매우 보 인  상황에서는 특정 주장에 편승하여 그 

의견을 그 로 수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의 사회  

계가 발 한다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오

라인에서와 같이 사회  자본 축  가능성과 유형까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는 자발  참여에 의한 정보 교류를 증진시

킴으로써 사회  자본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추론된다. 

왜냐하면 사회  자본 형성은 자발  시민참여 연결망

에서 더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20]. 사이

버 공동체에서 교환되는 자원이나 지지는 사이버 공동

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유 감을 강화시키며[13][23], 

사이버 공동체의 존속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오늘날 자살률과 각종 범죄가 증하고 있는  상

황에서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와 같은 사이버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와 같은 사이버 공동체

는 오 라인 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

보, 사회  교제  의견 교환, 정서  안 등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는 사이버 공간의 사회  계와 사회  자

본에 한 연구는 체육학 보다는 사회과학 연구 역

[4][9]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장덕진, 

배 [9]은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에 한 연구

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회  자본이 존재하며, 완성

 사회  자본과 도구  사회  자본으로 구분 가능하

다고 보고하 다. 배 [4]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서  혜

택과 도구  혜택을 모두 얻고 있는 계망을 완성  

사회  자본으로, 정보의 제공과 공유와 같은 도구  

혜택만 이루어지고 있는 계망을 도구  사회  자본

으로 유형화하 다. 그러나 체육학 연구 역에서는 온

라인이나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 특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

체의 사회  계 구조와 사회  자본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본 논제와 가

장 한 연구를 수행한 김경식[2]은 사이버 참여 스

포츠공동체의 연결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화하며, 

소수의 동호인이 다수의 동호인과 상호작용을 개하

는 빈익빈 부익부 상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 한 

사이버 공간에서 교환되는 자원을 도구  자원, 사교정

서  자원으로 구분하여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

가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도 유사하게 발

되어 나타나는지에 해서는 다양한 경험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 사이버 스포츠공동체 

유형별 사회  계나 연결망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

다면 이에 한 구체 인 경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육학 연구 역에서는 사회연결망 연구방법 

 이론을 용하여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를 

상으로 사회  계 구조와 사회  자본의 형태를 규

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구조와 

사회  자본을 규명함으로써 스포츠사회학 지식체 형

성에 기여하고, 스포츠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  자본 

축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필요성  의

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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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구조 변화를 탐

색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축 된 사회  자본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포츠공동

체의 사회  계와 사회  자본을 규명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의 사회  계 구조는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둘째,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의 사회  자본은 어떠한 

유형을 보이며, 평등하게 배분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의 사회  계와 사회  자본

을 분석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활동하

고 있는 스포츠공동체 가운데 람스포츠 서포터스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람스포츠 

가운데 서포터스의 회원 수가 많고, 매우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수원 FC 서포터스클럽인 그랑블루[27]를 

선정하 다. 그 이유는 공동체 회원 수가 무 은 경

우 회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  계  상호작용을 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포터스  가장 역사가 오

래되었기 때문이다. 한 이 서포터스 클럽은 모두 실

명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계  자

본을 규명하는데 합한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는 오 라인

상에서의 주기  모임을 통해 사회  연 감  소속감

을 강화하고, 다시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회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연결됨으로써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

동체가 태동된 후부터 3개월간의 게시  내용을 주요 

분석 상으로 삼았다. 게시 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

키는 주요 기능 의 하나[5][6]이기 때문이며, 모든 회

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개되고, 사회  자본이 형성되

는 공간이다. 최  1개월간의 게시 은 630명, 2개월간

의 게시 은 977명, 그리고 3개월간의 게시 은 1,848명

이 활동하 다.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내용분석과 넷마이 (NetMiner) 4.0 최

신 버 을 활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 다. 사

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와 사회  

자본을 규명하기 해서는 선택한 사이버 스포츠서포

터스 공동체 게시 에서의 상호 교류를 분석해야 한다. 

게시  자료 분석 방법은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에 댓 을 단 경우 이 둘 사이에 하나의 계를 할당

하는 방법과 하나의 에 서로 다른 구성원이 같이 댓

을 단 경우 이 둘 사이에 하나의 계가 있다고 보는 

방법 등이 있다[26]. 이 연구에서는 자의  방법을 활

용하여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와 사회  자본을 분석하 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가 결정되면, 사회  

계와 사회  자본을 악하기 하여 먼  게시 에

서 을 올리거나 댓 을 다는 행 자(회원)간의 계

를 악하 다. 컨 , 박지성의 질문이나 에 손흥민

이 댓 로 달면, ‘1’ 을 부여하 다. 만약 댓 을 2회 

달았다면, ‘2’ 을 부과하 다. 즉, 수가 커질수록 상

호간에 계의 강도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자

료는 원 모드(one-mode) 형식으로 코딩해야 한다. 자

료입력 형식은 [표 1]과 같다.

사회  자본의 형태를 악하기 해서는 먼  내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배 [4]의 연구에 

기 하여 사회  자본을 규정하고자 한다. 배 [4]은 정

서  혜택을 완성 인 사회  자본, 정보  혜택을 도

구 인 사회  자본으로 개념화하 다. 이 연구에서는 

게시 의 내용을 분석하여 몇 개의 하 범주로 구성하

다.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사회연결망 분석

에 활용되었다. 컨 , 내용분석 결과, 박진성이 손정

민에게 운동경기  훈련일정 정보를 2회 제공했다면, 

‘2’ , 선수이  정보를 3회 제공했다면, ‘3’ 을 부과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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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시기)
하 집단

특성
하 집단 크기 백분율 도

1단계: 1개월
(2008년 11월 5일 ~ 
2008년 12월 4일)

그룹1
그룹2

그룹3∼5
그룹6∼30

548(630)
4
3

2(모두 동일)

86.9
0.6
0.5

0.3(모두 동일)

0.003
0.250
0.333

0.5(모두 동일)

거대구성 집단
외톨이

부익부 빈익빈

2단계: 2개월
(2008년 12월 5일 ∼ 

2009년 1월 4일)

그룹1
그룹2∼3
그룹4∼26

899(977)
3

2(모두 동일)

92.0
0.3

0.23(모두 동일)

0.003
0.333

0.500(모두 동일)
상동

3단계: 3개월
(2009년 1월 5일 ∼ 

2009년 2월 4)

그룹1
그룹2

그룹3∼24

1,067(1,848)
3

2(모두 동일)

57.7
0.2

0.1(모두 동일)

0.003
0.333

0.500(모두 동일)
상동

* 참조: 노드수에서 괄호안의 값은 전체 노드수를 나타냄.

표 3. 컴퍼넌트 분석

표 1. 원 모드 데이터 행렬 사례

박진성 손정민 구재철 ‥ ‥

박진성 2 1
손정민 1 1
구재철 1 1

* 참조: 박진성의 질문에 손정민이 답을 댓글로 달아 의견을 교환했으면 관계가 있
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함. 의견교환이 반복될 경우, 그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표 2. 투 모드 데이터 행렬 사례

운동경기/
훈련일정

선수이 감독
성
(경기력)

박진성 2 3 1 1
손정민 1 2 1 2
구재철 2 1 1 2

3. 연구의 타당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등에 한 연구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3차 문가회의를 실시

하 다. 1차 문가회의에서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 선정에 해 논의하 으며, 그랑블루를 선정하

다. 2차 문가회의에서는 게시  데이터입력  분

석방법 등을 논의하 다. 일차 으로는 1개월 단 로 3

개월간의 연결망을 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회  자본의 형태를 분석하기 

해 내용분석 방법을 논의하 다. 특히, 내용분석에서

는 총 10개의 범주로 구성하기로 하 다. 3차 문가회

의에서는 결과해석과 사회연결망 이론 용과 분석방법

을 검토하 다.

Ⅲ. 결 과

1.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를 규

명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를 규명하기 해서는 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네트워

크의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악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악하는 데에는 주로 컴퍼

트 분석이 활용된다. 컴퍼 트 분석은 3단계로 구분하

여 분석하 다. 1단계는 그랑블루 서포터스가 개설한 

홈페이지 최  1개월간, 2단계는 1개월을 추가로 

하여 2개월간, 그리고 3단계는 마지막으로 1개월을 더 

추가하여 3개월간 회원들의 사회  계를 분석하 다. 

컴퍼 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최  1개월간의 연결망은 모두 30개

의 하 그룹, 2개월간의 연결망은 26개의 하 그룹, 그

리고 3개월간의 연결망은 24개의 하 그룹으로 구성되

었다[그림 1][그림 2][그림 3].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 연결망은 주변의 노드들을 앙으로 끌어 모으

는 거 구성 집단이 존재하 다. 거 구성 집단은 1개

월간의 연결망에서 86.9%, 2개월간의 연결망에서 92%, 

3개월간의 연결망에서 57.7%를 나타내고 있다.

2개월간의 연결망까지는 거 구성 집단의 비율이 증

가하다가, 3개월간의 연결망에서는 노드수가 2배 이상

으로 증가하면서 거 구성 집단의 비율이 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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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는 스

타형의 상호작용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거 구성 집단

과 함께 섬처럼 떨어져 있는 외톨이들이 존재하는 특성

을 보이고 있다. 거 구성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

정 소수의 노드가 다수의 노드를 끌어 모으는 빈익빈부

익부 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 1. 1개월간의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그림 2. 2개월간의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그림 3. 3개월간의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표 4. 연결망 지수

네트워크 1개월 2개월 3개월
노드의 수 630 977 1,848
링크의 수 974 2,205 3,228
연결망 밀도 0.002 0.002 0.001

지름 13 12 10
평균 경로거리 4.981 4.580 4.204
평균 군집계수 0.149 0.175 0.184

평균 활동중앙성(내향/외향) 0.002/0.0020.002/0.0020.001/0.001
평균 근접중앙성(내향/외향) 0.040/0.0390.069/0.0690.003/0.003

[표 4]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의 사회  계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노드의 수는 게시 에서 활동한 회

원의 수라 할 수 있으며, 최  1개월 630개, 2개월 977

개, 3개월 1,848개로 증가하고 있다. 링크는 노드(회원)

와 노드(회원)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형성되는 사

회  계라 할 수 있다. 링크의 수는 최  1개월 974개, 

2개월 2,205개, 3개월 3,228개로 늘어나고 있다. 연결망 

도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 맺을 수 있

는 모든 사회  계 수를 실제로 맺고 있는 사회  

계 수로 나  비율을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

질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연결망 도는 최  1

개월 0.002에서 3개월 0.001로 감소하고 있다. 지름은 

네트워크의 끝에서 끝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고 

응축되면서 13에서 10으로 작아지고 있다. 평균 경로거

리는 1개월 4.9단계에서 3개월 4.2단계로 감소하고 있

다. 즉,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 연결망에서 평균 

4.9단계나 4.2단계만 거치면 모두가 연결된다는 것이다. 

평균 군집계수는 1개월 0.149에서 3개월 0.184로 증가하

고 있다. 평균 활동 앙성은 한 노드가 사이버 스포츠

서포터스 공동체 연결망에서 다른 노드와 얼마만큼 연

결되어 있는 가를 나타낸다. 평균 근 앙성은 한 노

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

수이다. 평균 활동 앙성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서 1, 2개월 내향, 외향 0.002에서 0.001로, 평균 근

앙성은 1개월 0.040/0.039에서 3개월 0.003/0.003으로 감

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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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표 5]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자

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자본 형태 링크
최소값
/최 값

평균±표 편차

도구적 
사회자본

운동경기 및 훈련 일정 25 1/2 1.20±.408
선수이적 14 1/6 1.93±1.492
감독 18 1/4 1.61±.916

성적(경기력) 43 1/9 1.74±1.513
경기관람 및 시청 23 1/4 1.52±.898

응원, 응원복 및 응원도구 34 1/5 1.32±.843
선수 82 1/14 1.74±2.011

팀 및 구단 34 1/7 1.71±1.360
경기사진 및 동영상 33 1/7 1.45±1.371

완성적 
사회자본 기타 정서적 자원 165 1/21 2.02±2.667

[표 5]에 의하면,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는 도

구 , 완성 인 사회  자본을 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은 도구 인 사회  자본이 가장 

많았다. 구체 으로는 선수에 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성 (경기력), 응원, 응원복  응원도구,   구단, 경

기사진  동 상, 운동경기  훈련 일정 등에 한 도

구 인 사회  자본 교류가 많았다. 기타 정서  자원

의 완성 인 사회  자본은 도구 인 사회  자본에 비

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자본이 다

수의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

정 소수의 회원들에게 집 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 획득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 다.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기 해 이 연구에서

는 로 츠곡선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사회  자본 획득수 분포가 균등할 

경우 로 츠곡선은 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지니계수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사회  자

본 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일반  기 은 지니계수

가 0.4를 과할 경우 사회  자본 분배가 불평등하다

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 .984
그림 4.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불평등

[그림 4]에 의하면, 로 츠곡선은 각선( 는 균등

선)에 근 하여야 하나, 가로축에 근 하여 오른쪽 끝

에 가서 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 사회  자본 획

득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니계

수 역시 .984로 나타남으로써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 사회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

을 밝 주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최근의 스포츠공동체는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동시

에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개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는 지역연

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강한 연 감을 지

닌다. 스포츠서포터스는 경기 후로 사이버 커뮤니티

에서 매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 스포츠서포

터스 공동체가 오 라인에서와 같이 활발한 사회  

계를 맺고 있다면, 어떠한 계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와 계 구조의 효과로서 생되는 사회  자본에 해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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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 사회  계를 나타내는 연결망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하는 구조를 보 다. 

특히, 컴퍼 트 분석 결과, 거 구성 집단과 함께 외톨

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 이는 소수의 회원

이 다수의 회원들과 사회  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

다. 최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노드수 는 회원수가 

증가하더라도 거 구성 집단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증가하 으나, 3개월에 이르러서는 회원수가 2배

로 증가하면서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상을 보 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거 구성 집단의 비율

은 감소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스포

츠서포터스 공동체의 결속력내지 연 감의 약화를 의

미하기도 한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연

감을 강화시키기 해서는 지역별 소모임 공간을 활성

화시켜 운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이나 실세계

에서의 지역별 소모임은 재 3만명 이상 가입된 사이

버 공간에서의 회원 간의 유 계나 공동체의식을 더

욱 강화시킬 수 있는 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드의 수, 링크의 수, 군집계수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결망 도, 지름, 평균경로거

리, 평균 활동 앙성과 근 앙성은 감소하 다. 특히, 

군집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가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scale-free network)로 발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소수의 허 가 다수의 노드와 사회  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인다. 허 는 다양한 회원들과 상호

작용을 개함으로써 사회  계를 독 하게 된다. 연

결망 도는 노드의 수와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으로

써 자연 으로 감소하는 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름과 평균 경로거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회  계가 더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반

한다. 3개월에 이르러서는 1,848명이 평균 4.2단계

(명)만 거치면 모두 연결되는 좁은 세상(small world)

을 보이고 있다. Travers와 Milgram[25]은 217명을 

상으로 미국 내 임의의 두 사람간의 거리를 악하기 

하여 편지 달실험을 한 결과, 편지가 평균 5.2단계

만에 최종 목표 인물에게 달되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Travers와 Milgram[25]의 실험결과보다 

은 단계만에 모두가 연결되는 좁은 세상으로 나타났

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김경식[2]은 사

이버 스포츠공동체의 연결망 구조와 자원교환에 한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의 

연결망이 진화하며,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배순한, 서재교, 백승익[8]은 온라인 커뮤

니티의 심성 변화에 한 탐색  연구를 통하여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연결망 지수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  계 변화 가능성

을 제시하 다.

둘째,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자본

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자본은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도구 인 사회  자본

과 완성 인 사회  자본 형태로 나타났다. 즉, 운동경

기  훈련일정, 선수이 , 감독, 성 , 경기 람  시

청, 응원, 응원복  응원도구, 선수,   구단, 경기사

진  동 상, 기타 정서  자원 등에 한 자본을 교류

하고 있었다. 사이버 공동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연 

사이버 공동체가 사회  자본을 형성, 축 하는데 기여

하는가에 한 의문을 갖고 다양한 에서 연구를 진

행하여 왔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회원들 간에 사회  자본 축 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밝 내었다. 김경식[2]은 참여스포츠

인 스키, 스노우보드 동호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본의 

형태가 존재하 다고 보고하 다. 배 [4]은 사이버 커

뮤니티의 내부동학과 계구조에 한 연구를 통해 도

구 , 정서  자원이 존재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

의 결과를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에서 사회  자본 축

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주의화되고 원자화되

는 사회에서는 사회  자본의 형성과 축 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Lin[17]은 사이버 네트워

크에서 사회  자본 형성에 해 정  의견을 제시하

다. 즉, 사이버 네트워크의 출 으로 인하여 시공간의 

경계를 월하여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

고하 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와 같은 자발

 시민참여 연결망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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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다. 사회  자본의 감소는 신뢰가 감소하고 규범

이 무 지며, 결속감이 약화됨으로써 갖가지 사회  병

폐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래할 수 있다. 사이버 스

포츠서포터스 공동체와 같은 자발  결사체 형성을 장

려하기 해서는 사이버 스포츠공동체가 성장, 발 할 

수 있는 최 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이를 해서는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에서의 신뢰, 규

범,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회원 간에 주고 받는 에 한 신뢰, 운 세칙, 수원 

FC 서포터스라는 집단경계의 명확성 등은 사회  자본

으로 특징짓는 신뢰, 규범, 연결망을 강화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에서 사회  자본 형

성이 존재한다면, 사회  자본을 균등하게 획득하거나 

배분하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

소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와 로 츠곡선을 

도출하 다. 분석결과, 지니계수가 기 치 .40을 훨씬 

과하는 .984를 나타냄으로써 소수의 회원이 사회  

자본을 독 하는 빈익빈 부익부 상을 보 다. 네트워

크에서 소수의 회원이 사회  자본을 독 하기 때문에 

허 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허

는 사회  자본이나 정보들이 집 되는 곳이며, 다시 

이러한 자본이나 정보를 연결망의 앙에서 변방으로 

확산시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lbert 등[10]은 

온라인 상에서 빈익빈 부익부 상의 좁은 세상의 통계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차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

는 역동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 다. 컴퍼 트와 연

결망 지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 다.

둘째,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자본

은 도구 인 사회  자본이 완성 인 사회  자본보다 

많았다. 구체 으로는 운동경기  훈련일정, 선수이 , 

감독, 성 , 경기 람  시청, 응원, 응원복  응원도

구, 선수,   구단, 경기사진  동 상, 기타 정서  

자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 소수의 회원이 사회  자

본을 독 하는 상을 보 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계와 사회  자본을 분석하 는데, 후속연구에서

는 심층면 을 통하여 사이버 스포츠공동체의 연결망과 

사회  자본을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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