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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녕’ 스포츠인류학， 서포터즈， 지역정체성. 사회 봉합， 신도시 

효군人후츠 지역연고제와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성남시의 사례연구* 

짱익주“ • 김 기호 ••• 

1. 연구의 배경과 묵쩍 

프로스포츠는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 경험 속에서 가장 비중 

이 큰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중계방송 혹은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길거리나 지하철의 신문잡지 판매대에서 

주요 일간지보다도 더욱 많이 팔리는 각종 스포츠 신문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사교적 대화를 통해서， 현대 한국인들은 

프로스포츠와의 만남을 매우 자주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 

는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들 가운데서도 

대중적 인기5:7]- 가장 높은 것들올 꼽는다면 단연코축구와 야구와 농구 

이 연구는 200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정비에서 지웬되는 연구비에 의 
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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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3개 종목이다. 이들 세 종목의 프로화가 진전된 것은 복싱이나 레슬 

링 혹은 씨름 등에 비해 훨씬 늦었지만， 일단 프로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이들 세 종목의 인기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1)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히는 점은， 축구， 야구， 농구 등 3대 인기 

프로스포츠들의 경우， 비록 프로팀들을 창설한 주체들이 서구에서외는 

달리 기업체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팀들은 국내의 

각 지역들에 연고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지역연 

고제가 이들 세 종목이 프로복싱이나 프로레슬링 혹은 프로씨름을 훨씬 

앞서는 인기 표군人후흐군 급성장할수 있게 만든중요한요인의 하나라 

는 점이다. 해마다 수백 만 명의 관중들이 프로 야구， 축구， 농구 경기장 

을 찾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각 팀들마다 ‘서포터즈’ (supporte염)라 

고불리는응원단들이 결성되어 홈경기뿐아니라원정 경기까지도따라 

다니면서 자기 지역 팀들에 대한 열렬한 응원을 조직적으로 전개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스포츠 종목에서의 프로 리그의 발전은 

한국 사회에서도 서구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프로스포츠의 지역연고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프로스포츠의 등장이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 경험 속에서 차 

지하는 커다란 비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프로스포츠의 활성화가 지 

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히는 학술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지역연고제에 있어서 지역이라는 것이 특정한 도시를 중 

심으로 하고 있어 프로스포츠 팀들 간의 경쟁은 도시들 간의 경쟁의 형 

태를 띠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해당 도시의 시민들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를 구명하는 연구 작업은 어떤 분과학문들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전 

혀 없다 2) 

1) 프로야구 리그가 출범한 것이 1982년의 일이며， 프로축구는 3-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1987년에야 정식 프로리그가 출범하였고， 프로농구는 1997년에 이르러서야 프로리그 
가 출범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http’/ /www.dic.naver.com 참조) 

2) 본 연구팀에서 국회도서관의 인터넷 λ}이트 및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 수록 논문 데이터베이스(KISS)에 대한 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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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에 관련된 한국 인류학계의 선행 연구는 세부 주제를 막 

론하고 전혀 없는 상태이다 3) 심지어는 서구의 인류학계에서조차도 스 

포츠인류학은 매우 주변적인 연구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 점은 서구 인 

류학계의 대표적인 리뷰 전문 회솔지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의 1971년의 창간호로부터 2003년의 최신호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스포츠인류학’을 다룬 리뷰 논문은 한 편도수록된 바 없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서구 학계의 경우 스포츠인류학의 이러한 주변적인 

위성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 

대마ck 2000: 16) , 하지만 1990년대 이래 서구 인류학지들이 본격적으 

로 스포츠라는 주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고는 해도， 최근까 

지의 연구 동햄서 드배는 지배적인 관심사는 상이한 민족 내지 국민 

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매개물로서 스포츠가 활용 

되는 양태를 고찰하는 데에 있었다. 즉，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인류 

학계 전반의 지배적 문제틀에 입각해서 스포츠를 연구하려는 경향이 두 

드러졌던 셈이다 4) 그러다 보니 스포츠라는 것이 본디 그 경쟁적 속성으 

로 인하여 각종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매개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계급， 젠더 등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과의 연관 속에서 스포츠를 바라보 

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별로 많이 축적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 

다 5) 

들의 압도적 다수는 체육학적인 연구 내지 스포츠마케탱융 주제로 한 정영학적 연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인류학계에서는 1988년의 서울융림픽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강신표의 일련의 논 
문들{특히 Kang 1991)이 발표된 후 오핸 동안 스포츠인류학 분야의 후속 엽적이 없 
다7]-，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김민호(2001)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4)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단행본 연구서로는 MιClancy( 19<)6)이 있다. 또 
주요 인류학 저널에 수록된 논문들로는 Mewett(1999) , I)'anforth(2001), 입1alaf(2000) , 
Ber쟁n(2α)2) 퉁이 었다. 

5) 그러나 2002년 12월에 간행된 AU8tralian }IαImaJ of AntJlIvpoJogy (vol. 13. no. 3)에 
서는 드디어 ·인류학과 스포츠’를 특집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세부 주제 변에서도 
다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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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현실사회적 및 학문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면 

서， 한국사회에서 지역연고제에 기반을둔프로스포츠의 발전이 도시민 

들의 지역정체성 내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일화천마 프로축구단을 유치했던 경기도 성남시에 대한 현지 

조사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의 선진국들의 

경우 도시를 연고지로 한 프로스포츠의 활성화가 해당 도시에 대한주민 

들의 소속감 형성과 지속에 매우 중요한 촉매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텔레비전을 통해 흔히 목격하는 바와 같이， 특정 도시에 연고를 둔 팀이 

자국의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우승을 거둘 경우 온 도시가 열광적인 축제 

에 빠져들게 되는현상은， 서구사회에서 프로스포츠가도시민들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중요한촉매 역할을하고 있는지를단적으로예증 

한다. 이에 반히여， 대부분의 한국 도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를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신들이 특정한 

도시공동체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히는 경험을 해볼 계기들이 매우 한정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사례연구는 우리로 하여 

금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의 발전이 과연 한국 도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함양을 위한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해볼 수 있 

게 하는 좋은 기회도 제공하리라고 생각한다. 

2. 연구의 방법 

우선， 본 연구에서 성남시를 사례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한 데에는 크 

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본 연구팀의 연구책임자인 황익주가 

성남지역에서 지난몇 년간다$댄주제로현지조사연구를수행해왔던 

까닭에，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매우 요긴한 지원이 되는 현지주민들과 

의 친밀관계의 연결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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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상당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관찰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약 3년간 생남의 한 조기축구회의 회원으로 활동 

한 바 있어， 일화천마 프로축구단이 성남시를 연고지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축구를 좋아하는 성남의 일반 시민들이 지닌 견해들을 접해볼 수 

있는 하나의 연결 통로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둘째는， 성남시라는 

도시가 지닌 특수성이 프로축구를 촉매로 한 지역정체성 힘4양l라는 연 

구주제와 잘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생남시는 1970년대 

초 서울 각처에서 강제철거를 당한 도시빈민들을 수용키 위한 신도시로 

서 조성된 구시가지， 그리고 1990년대 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산충 

을 수용커 위한 신도시로서 조성된 분당이라는 두 개의 전혀 이질적인 

구역들이 하나의 행정도시로 묶여져 있는 특이한 도시이다 6) 그런 만큼 

성남의 지역사회에서는구시가지와분당을아우를수 있는하나의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는 일이 행정당국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시민운 

동 단체들 모두에게 중요한 실천적 과제로 되어 왔고(황익주 1998: 

88-91), 바로 그런 점이 실제로 성남시가 프로축구단의 유치를 꾀한 중요 

한 배경 요인이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시례는 프로스포츠 지 

역연고제가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함.o}올 위한 새로운 촉매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 연구팀에서는 기대 

하였다. 

현지조사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또 2003년 7월부터 8 

월 초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이후로는 간헐적인 보충초사 

를 실시하였다. 주된 조사기법은 챔여관찰과 면담이었으며， 거기에 문헌 

및 인터넷 자료의 수집을 가미하였다. 

참여관찰은 생남일화천마 축구단의 서포터즈인 ‘천마불사’와 그 내 

부에 존채하는 축구동아리인 ‘천사축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6) 생남 구시가지와 분당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질성이 어떠한 역사척 과쟁올 통해 
공간적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또한 현재에도 주민들의 어떠한 문화척 실천올 통해 재생 
산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가장 포팔적인 연구로는 박지환(2003)율 참조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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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인 황익주가 ‘천마불사’ 의 회장을 처음에 면담하여 조사의 허락 

을 얻어내면서 현지조사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이후 ‘천마불사’ 의 서포 

팅 활동과 ‘천사축동’ 의 주말 축구 모임들에의 침여관찰은 연령상으로 

도 연구대상자들에 훨씬 기깝거니와 거주지도 성남시에 있었던 김기호 

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특히 김기호의 탁월한 축구 실력은 연구 

대상 집단 내의 핵심 멤버에 해당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쉽게 형성할 

수 있게 해준 밑거릉이 되었다. 

면담의 주된 대상에 된 사람들 역시 ‘천미불사’와 ‘천사축동’의 회 

원들이었다. 이들과는 성남일화 팀의 홈 경기 혹은 원정 경기가 끝나고 

난 후의 뒤풀이 때에 틈틈이 면담을 실시히는 외에， 별도로 약속을 잡아 

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민족지적 연구에서의 전형인 비공식 

적 면담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들 외에도 ‘붉은 악마’ 성남 지부의 몇몇 

구성원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일화천마 축구단이 통일교 재단 소유의 

구단이라는 이유로 성남 지역 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 

고 반발하면서 몇 년에 걸쳐 지속된 연고권 분쟁의 정확한 경과와 이유， 

그리고 일화천마 축구단이 성남을 연고로 하게 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반응등을나름대로밝혀 보기 위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면 

담하였다. 직전 성남 시장 검병량 씨의 보좌관이었던 인물， 성남 시의회 

의 몇몇 구성원들， 성남시 체육회 • 성남시 축구협회 • 성남시 생활체육 

축구인 연합회 등의 관계자들， 성남 지역 내 두 개의 조기축구회의 구성 

원들， 그리고 성남의 몇몇 지역언론사 기지들 및 시민운동가 등이 그들 

이다. 

연구팀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 김기호는 

서포터즈 클럽을중심으로 한 참여관찰과 면담 작엽 등 현지조사자료수 

집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황익주는 면담 및 참여관 

찰 작업에 약간 참여한 외에는 국내외의 관련 연구성과들에 대한 리뷰 

작업을 바탕으로 연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현지조사의 세부 작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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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0까 현지조A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논문올 집펼하는 과정을 거의 전담하였다. 

3. 서구 및 일본의 경험률 톨혜 본 프로혹구와 도시민 지역정체성의 판껴| 

본 연구의 주제인 프로스포츠와 지역정체성의 상호관계를 피악해 보 

려는 시도는 주로 ‘스포츠사회학자’ 라고 분류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 중 상당수는 인류학의 민족지적 연구방법론을 원용한 것들이 

었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흔히 훌리건(hooligan)이라고 불 

리는 과격 프로축구 웅원단들의 난동이 축구의 종주국 영국을 필두로 

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현실 상황의 당연 

한 귀결이겠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집중적 조망의 대~이 된 것은， 이른 

바 ‘서포터’ 라는 열정적인 관중들의 행태였다. 서포터들이 자기네 도시 

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팀에 대한 열렬한 애정의 표현으로서 보여주는 

다양한 행태들-한핀으로는 ‘훌리건이즘’ (hα>liganism)으로 지칭되는 

폭력적 행동으로부터，7) 다른 한편으로는 ‘팬진’ (fanzine)이라는 잡지의 

형식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상업주의가 심화되어 기는 

프로 구단측의 경영방식에 저항하며 자기네 도시의 대표자로서의 축구 

팀 운영에 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이르기까지8)-은 왜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들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 

는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들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다 

(Annstrong & Giulianotti 1997; 2001 참조). 

비록 세부적 초점은 다OJ'하였지만， 서구의 서포터들의 행태에 대한 

7) 훌리건이즘에 대한 대표적인 스포츠사회학적 연구서로는 Giulianotti, Bonney & 

Hepworth(1994)를 들 수 있다 훌리건이즘에 대한 대표적인 민족지로는 Annstrong 
(l9Ç생)과 Robson(2αX))이 있다. 

8) 새로운 유행의 촉구땐의 동장이라는 주제를 다룬 연구의 예로는 Giu!ianotti(1997; 
2α)2) ， Hand(2001) , Nash(2001), Brown & Walsh(2아)()) 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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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입증된 바가 었다면， 그것은 바로 특정 

도시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팀의 존재가 해당 도시민들의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매우 강력한~때로는 너무나 강력하여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촉매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뒤에서 살펴 볼 일본이 

나 한국의 경우외는 달리， 서구 사회에서 프로축구 서포터들이 보여 온 

열정적인 행태들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리든가 청년문회{youth . 

culture}에서의 유행괴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순수하 

게 자기네 지역을 대표히는 연고팀에 대해 자신을 동일시하고 불굴의 

충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 

프로축구 서포터들의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도프로축구가도시민들의 지역정체성 함양의 촉매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히는 

시금석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러한 연구들에서 서술된 서포터들의 

행태는 축구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연고제가 정착된 지 이미 100 

년 내외의 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서구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전제로 한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2대 내지 심지어 3대에 걸 

쳐 같은 팀에 대한 서포터로서 활동을 하는 예들도 서구 사회의 맥락에서 

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디{Hognestad 1997 참조} .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암묵적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보니， 서구의 서포터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애초에 특정한 프로축구팀이 특정 도시민들의 지역정체성 

에 대한 중요한 촉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동}는가를구명하는작업이 생략되어 버리는 경향을보인다. 즉， 

하나의 프로축구 팀이 특정 도시의 연고팀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조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칙에 기여하는 요인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는기를 분석해내는 작업이 서구 사회의 서포터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누락되어 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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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본 연구에서는 중심적인 문제의 

식에 연결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서구 사회들의 경우에서는 애 

당초부터 프로축구단의 창설 주체가 지역 주민들 내지는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 지역연고제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 

럽게 정착될 수 있었다. 띠라서 그러한 서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프로 

축구단 창설의 주된 통기가모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홍보에 있었던 상황 

에서 지역연고제를 통해 프로축구단을 지역정체성 형성과 유지의 촉매로 

만들어내야 하는 일종의 실천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의 프로축구 서포터들의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비교문화적 경험은 일본의 프로 

축구 리그인 ‘]리그’ 의 성공 사례이다. 

1990년대 초반 ‘]리그’ 로 불리는 프로축구 리그가 출범하기 전까지 

만 해도， 일본에서 축구는 야구뿐 아니라 럭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중 

적 인기도 24위 정도의 위상을 지닌 스포츠 종목에 불과하였디，Watts 

1998). 이러한 상황11서 일본축구협회는 프로화를 통해 축구의 대중적 

인기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2-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마침내 1993년부터는 ‘]리그’ 로 불리는 프로축구 리그가 공식 출 

범하게 되었다. J리그가 출범한 지 10년여가 지난 현재， 비록 초창기의 

가히 폭발적이라 할 일본 대중들의 열광은 가라봤지만， 당초 10개의 

팀이 참여하는 단일 리그로 시작된 ]리그가 2004년 현재는 ‘J1 리그’ , 

‘J2 리그’ 로 불리는 1부 및 2부 리그에 각기 16개 및 12개의 팀이 속해 

있는 체계화된 프로 리그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dic.navr.com 참조). 이러한 사실이 잘 말해주듯이， 이제 프 

로축구는 일본 사회에서 프로야구에 버금기는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 

는 스포츠로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코자 하는 바는， 이러한j리그 프로축구의 ‘성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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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연고제를 주민들의 지역정 

체성을 표현하고 강화시키는 기제로서 적극 활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축구협회는 프로회를 추진하면서 규정하기를， 모든 프로팀에는 반 

드시 소위 ‘흠타운’ 이 있어야 하며， 그곳에는 최소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축구장이 있어야 하고， 니-<>]c가 흠타운의 지방정부는 팀 

이 정착하기까지의 초기비용 200억 엔과 이후 10년간 한 해 10억 엔의 

소요비용을충당히는것을포함， 각종지역적 지원을해야한다고하였 

다. 이는 종전까지의 축구뿐 아니라， 일본 최고의 인기 프로스포츠인 프 

로야구까지도 포함히여 대부분의 성인 스포츠 팀들이 기업을 연고로 하 

여 조직되어 있어， 스포츠팀 육성이 기업의 홍보 내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호 되어 오던 %꽤와는 판이하게 다른 조직 모댈에 기초한 것이었 

다. 물론 프로축구팀들의 대다수는 기존의 기업 연고팀들이 프로화된 

결과로 만들어질 것임이 예상되었지만， 일본축구협회는 그런 경우에조 

차도 팀의 명칭에서 기업명 대신 지역명을 사용토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지속된 봉건제의 유산으로 지방분권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일본 사회의 문화적 풍토는 이러한 일본축구협회의 아이디어가 성 

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여러 지방 소도시들은 프로축구팀 유치가 죄퇴해 가던 지역사 

회를 공동체로서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사업 

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프로팀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장 및 부대시설들을 새로이 짓거나 기존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해당 프로축구팀만의 전용 시설로 한정되지 않고 

커뮤니티 스포츠의 중심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유치될 프로축구팀이 지역사회 내의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의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여러 지방 소도시들 중에서도 이바라키 현의 해안 소도시인 가시미{塵 

島)는프로축구팀의 유치를통해 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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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통합어 증진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디-(Watts 1998; 

light & Yasaki 2(02). 또한 가사마 앤툴러스를 포함하여 시미즈 에스 

펄스， 제프 이치하라， FC 도쿄， 요코하마 FC 등 여러 팀들은단일 기업체 

가 주도히여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수의 기업체가 지 

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등이 함께 만든 ‘시민구단’ 의 형태를 취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프로축구 지역연고제를 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함양 

의 촉매로 활용코자 했던 기획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입증하는 사실로 

명가할수있을것이다. 

일본에서의 J리그 프로축구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처럼 기업이 주도 

하여 프로축구팀을 창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하에서도 지역연고 

제는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프로축구팀의 존재가 

연고 도시의 주민탬l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다시 말해서 해당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히는 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역연고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적 조치 내지 지역 주민들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는7t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 본 서구 및 일본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제공히는 여러 시사점들을 유념하면서 성남시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하자. 

4. 일화천마 혹구단이 성납시의 언고혐이 되는 과정 

현 시점에서 볼 때， 일화천마 축구단은 성남시의 연고팀으로서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연적 요인 내지 계기들이 작용 

하는 가운데 결괴를 예측하기 힘든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크게 3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와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l 황익주 • 김기호 115 



1) 1998년"'1999년 말: 모색의 시기 

성남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스포츠 팀을유치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에 민선 2기 시장으로 검병량 씨가 취임하 

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인물은 김병량 

전 시장의 선거참모였다가 그가 당선되고 난 후에는 보좌관으로서 임기 

내내 김 시장을 보필하였던 Y씨였다 y씨는 1980년대 중엽 대학을 다니 

다가 노동운동을 하그l자 성남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1990년대 중엽 

에는 함께 노동운동을 하던 몇몇 사람과 더불어 한 진보성향 신문의 성 

남 지부를 만들어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언론 운동을 펼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Y씨에 따르면， 프로스포츠팀의 유치는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 

람들의 비율이 지극히 미미한 선도시로서 전국 각처에서 이주해 옹 사람 

들로이루어진 ‘한국판아메리카합중국’인데다가，성남구시가지와분 

당 신시가지 사이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 내지 분리가 존재하는 성남시의 

특수성을 김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합 및 성남이라는 도시에 대한 소 

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김병량 시장이 취임하면서 역점을 두 

어 추진한 일련의 사엽들의 일환이었다. 그 가운데 주민 통합을 증진하 

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꽤 사엽은 ‘성남시민화합협의회’ 라 하여 성남 

지역 내에 존재하는 향우회들의 협의체를 창설하여 그 활동을 통해 출신 

고햄l 따른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사업과'，9) 프로스포츠팀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이 팀에 대한 응원을 함께 하는 것을 통해 성남의 시민으로서 

의 동질감과 지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 종목들 중에서 왜 하필 축구였는7꺼 한편으로 

는 성남시의 입장에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판교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9) 성남 지역의 향우회들과 성남시민화합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해서는 황익주{2002) 
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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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승인이 나게 되면 그 곳에 야구장을 건설하여 프로야구팀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 

성의 소지가 있고， 또한 야구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도 매우 

큰 벙띤f이었다. 그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벙안으로 판단되었던 것이 프로 

축구팀의 유치였다. 당시 성남시청 소속 하키팀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공설운동찢벼l서 인조잔디를 벗겨내고 천연잔디를 깔면 경기장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해당 하키팀과 시민들 중 하키 애호가들의 

반발은 예상되었지만， 하커라는 종목의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반면， 축구는 한국인들 시어에서 가장 넓은 애호충을 확보하고 있는 종 

목임을 김안할 때， 이는 심각한 난점은 아니었다. 더구나 2002년 FIFA 

월드컵의 유치로 인해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던 당시의 국가적 상황도 축구팀의 유치 쪽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프로축구팀들 가운데 어느 팀을 성남의 연고팀 

으로 유치할 것인가를 결정히는 일이었다. 기실 일화천마 축구단은 그것 

이 통일교 산하리는 이유로 인해 ‘잡음’ 이 발생활 기능성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김병량 시장의 진영에서 처음에는 고려의 대싱에서 배제하였다 

고 한다. SK, LG, 대우 등의 구단을 물뺑l 올리고서 접촉을 시도하였으 

며， 특히 부천에 연고를 두고 있던 SK외는 성남으로의 연고지 이전 협상 

이 거의 성사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비밀리에 추진되던 협성에 

관한 정보가 막뺨11 새어 나가 당시 부천 시장이던 W씨의 귀에까지 닿 

게 되었다. 이에 뒤늦게나마 연고를 둔 프로축구팀의 중요성을 깨달은 

W씨가 부천 SK 서포터즈와 함께 SK를 부전에 붙집아 두기 위한 활동을 

성공리에 전개함으로써 결국 SK 구단의 성남 유치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팀들을 유치하려는 작업은 성과가 없는 

가운데， 성남시로서는 이미 1998년 말에서 1999년 초 시어에 공설운동 

장의 하키용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축구용 천연잔디를 까는 작업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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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에 달히는 시 예산을 투입해버린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었 

다. 이런 상황H서 성남시 축구협회가 천안에 연고를 두고 있던 일화천 

마 축구단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회구단으로 

서는 수도권에 있는 성남시로 옮김으로써 보다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고 성남시 측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1999년 12월 3일 연고권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로써 성남시와 일화천 

마 축구단이 연고 도시와 연고 프로축구팀으로서 이를테면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2) 2000년 봄""2002년 말: 조정 및 경합의 시기 

2000년 봄부터는 일화천마구단이 성남을 연고지로 삼아 경기를 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성남의 지역사회 내에서 축구 애호인들은 환 

영을 하였지만， 일부 주민틀은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 지역에 위치한 특 

정 교회를 주축으로 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축구팀을 유치하는 것 자체는 

좋은 생각이지만， 왜 하펼 통일교 산하의 구단인 일화천마 축구단에게 

성남시의 연고권을 부여하려 히는지 받F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시위를 벌 

였다. 한편， 일부 기독교도들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성남시 축구협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축구동호회들은， 축구와 종교를 연결시커지 말 

라면서 일화천마 축구단의 성남 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찬성론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일화천마 축구단이 단장 1명을 

제외하고는 구단 경영진이나 선수단 중에 통일교 신자가 전혀 없으며， 

구단의 활동에 있어서도 통일교적인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 

실이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00년 1월 초에 결성 

된 일화천마 축구단의 서포터즈 클럽인 ‘천마불사’는 일회구단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 내의 찬성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나서면서 지역 

사회에 대해 자신들의 존재를 분명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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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천마 축구팀이 2(뼈년 K리그 시즌 동안 우승까지는 못했지만 

3개 대회에서의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나자{한국프로축구 

연맹 홈페이지 http://www.kleaguei.com 참조)， 2000년 겨울에서 2001 

년 봄 사이의 기간 동안에 두 집단간의 갈등은 크게 고조되어 심지어는 

양측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듯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외의 사태 진전에 김병량시장을중심으로한성남시청의 딩국지들은 

매우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지역사회의 화합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프 

로축구팀 유치 사업이 의도외는 정반대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초 

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기도 하였던 김 시 

장으로서는 이런 식의 사태 진전을 방치하다가는 자칫 지역사회 내 기독 

교도들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다 [0) 이에 

2001년 2월 5일 김 시장은 성남시의 한 축구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일화천마 축구단의 연고권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의 

구단을 유치히든가 아니면 시민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의시를 밝혔다. 또 

한 실제로 시청 공무원과 성남시 체육회 임원으로 구성된 2인의 조사단 

을 일본에 파견하여 시미즈 에스 펄스 등 일본 시민구단의 조직과 운영 

에 대한정보를수집해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천마불사 서포터즈 및 생남 지역의 축구동호인 단체들은 시장 

과 시청의 처시를 비판하며 일화천마 축구단의 연고권을 다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일련의 시위 및 성남시민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성 

남일보 http://www.snilbo.co.kr 2001년 2월 9일 및 2월 24일 자 보도기 

사 및 천마불사 홈페이지 http://www.chunmabulsa.com 2002년 7월 7 

일 현재 수록 연혁 참조).11) 

이처럼 시장 자신이 차기 시장선거에서의 재션을 도모커 위해 참모 

10) 한 정보제공자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김병량 시장은 분당 지역에 소재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며， 그의 친행님 되는 사람이 일화 축구단 유치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 
고 있던 분당의 한 교회 소속 전도사라고 한다 

11) 이에 대해 김 시장의 보좌관이던 Y씨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시민구단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좋은 의도가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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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들이 추진한 일화천마축구단유치 사업에 대해 입샘 오락가락 히는 

듯한 인상을 비침으로써 연고권 문제를 둘러싼 파동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러나 2001년 4월 이제 2002년 월드컵 개막이 불과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개최국의 한 도시에서 이런 심각한 갈등이 전개 

되고 있는 것이 외국 언론 등에 보도되기라도 한다면 국가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은 결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댁은 월드컵 대회가 

끝날때까지 일단분쟁을중지하기로합의하기에 이른다. 국가의 중대사 

를 위해 상대적으로 소소한 지역사회 내 분쟁을 당분간 휴전키로 한 셈 

이다. 

하지만， 1년여에 결친 이러한 휴전의 기간 동안 성남 지역사회 및 

한국 사회 전반의 상황은 일화천마 축구팀과 그 팀의 성남 연고권에 동 

의하는 세력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우선， 일화천마 

축구단이 2001년 시즌 K리그를 우승함으로써 천미불사 서포터즈를 비 

롯하여 성남일화팀을 응원하던 성남의 축구 애호인들의 사기를 드높였 

다 12) 거기에 더하여， 월드컵 개최 시기가가까이 다가오면서 점차고조 

되어 가던 축구에 대한 국민적 열기는， 월드컵이 개최되고 난 후 한국 

대표팀이 승승장구하며 4강이라는 꿈만 같은 성과를 달성해내자 가히 

폭발적으로 고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붉은 악마’ 및 각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 기간 중에 치러진 시장 선거 

에서는 일화천마 축구단의 연고권 문제가 다시금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 

되었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는 애당초 프로축구팀 유치를 추진하였던 

김병량시장이 낙선하고 국회의원출신의 이대엽 씨가새로운시장으로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해l 연루되어 버림으로써 최 

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고권 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하게 입장을 밝 

히기 어려운 상황어 초래되었다 그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대엽 씨는 

12) 한편， 이에 대해 성남일화의 도래에 반발하던 일부 기독교회들에서는 자신들이 기도 

한 바외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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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송의 결과 벌금형을 언도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당선이 무효 

회될 만큼은 아니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2002년 

늦가을， 일화천마축구팀은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K리그 우승을 차지하 

는 대업을 이루었다. 이에 이대엽 시장은 일화천마 구단을 방문히여 우 

승을 축하해 줌으로써 성남시의 연고팀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 

복시켜 주었다. 그러나 해당 기독교회들에서는 아직도 일화 축구단의 

성남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장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유감으로 

여긴다는 뭇을 교회 내에서의 예배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천명하였다. 

3) 2003년~연째: 정착기 

2002년 시즌 종료 후의 겨울 동안 일화천마 축구단은 전년도 우승팀 

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하며 선수진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였다. 이 

는 월드컵 개최 1주년에 즈음하여 유럽 및 중남미의 명문 구단들을 초청 

송배 일화를 포함한 8개 구단이 참여하는 제l회 ‘피스컵’ (Peace Cup) 

국제축구대회를개최하여 일회구단의 위상을국제적으로제고시켜 보려 

는 구상에 따른 구단측의 조치였다. 그러나 피스캡 대회의 총 14개 경기 

들 중 단 한 경기도 성남의 구장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천마불사 

서포터즈를 비롯， 성남 지역사회 내의 많은 축구 애호가들의 반발을 초 

래하였대성남뉴스넷 http://www.sungnamnews.net 2003년 7월 29일 

자기사참조) , 이에 대해 일회구단측은모든경기가월드컵 경기징L들에 

서만 개최되어야 흥행 변에서나 1v 중계 시의 모양새에서나 좋기 때문 

이라고 합리화하였지만， 일화구단이 주최자라는 사실에 강조점올 두는 

성남의 축구땐훨l게는 매우 용잭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천마불사의 회원들을 비롯한 축구팬들만이 아니라， 니깅}가 일화의 

성남 연고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지역사회 내의 여론 주도 

층이 일회구단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의혹의 눈길올 보내게 된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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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렬 만한 이유가 있다. 일회구단이 성남 지역 내의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팀들을 육성카 위해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라든가，혹은최소한지역주민들을겨냥한구단홍보를위해서라도 K리 

그 2연패를 자축하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팬서비스 행시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용인에 있던 선수단의 숙소 및 연습구장 

도 여전히 옮기지 않고 있었다. 

비록 피스컵 개최와 관련하여 성남 지역사회와 또 한번의 마찰이 

빚어지기는 하였지만， 일화천마 축구단은 더욱 보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2003년 시즌 K리그 우승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치러진 모든 국내 대회 

에서 우승을 거두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2003년 말에는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앞선 두 해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또한 

보다 많은 수의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반면， 일회구단에 반발하던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더 이상은 공공연히 

반발키 어려운 상태가 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그들의 반발이 더 이상 

지역 언론에서 기사화되지는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일회구단 

에서는 홈구장을 현재의 구시가지 제1종합운동찢벼l서 좀더 시설이 좋은 

분당구 야탑동 소재의 제2종합운동장으로 옮겨줄 것을 시 당국에 요청 

하면서， 그렬 경우 용인에 었던 선수단 숙소도 야탑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로써 일화천마 축구단이 성남시의 연고팀으로 되는 과정 

은 정착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일화천마 축구단이 성남시의 연고팀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상 

의 고찰로부터 분명허 드러나는 사실은， 서구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연고의 형성이 다분히 하향식(top-down) , 즉관련 딩국의 소수고 

위층 인사들과 구단측 사이에서 상당 부분 베일에 싸여진 협상에 주로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애당초 기업연고에 의해 

창설된 일화천마라는 축구팀이 천안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가 성남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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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올 때， 성남이라는 특수한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 당국， 구단， 혹은 프로축구연맹 그 어느 쪽으로부 

터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일화천마 축 

구팀이 성남시라는 특수한 지역사회의 구성원협l게 지역정제성 내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힘ζ핸}는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난점들이 발생했다. 특히 구시가지와 분당 사이의 계급적 및 공간적 분 

리의 구도를 넘어서는 공통의 지역정체성을 칭탤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난점을 배태하게 되었다. 

5. 서포터즈의 활톨 및 의식과 구시가지/불당의 볼리 구도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시의 연고팀이 된 일화천마 축구 

팀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열성 축구땐들이 결성한 서포터즈 

클럽은 ‘천마불사’이다. 천미불시는 일화천마축구팀이 성남시와의 연 

고권 협정을 체결한 지 한 달 만인 2000년 1월 9일에 창립되었다. 전국의 

다른 프로스포츠 팀의 서포터즈 클럽들과 마찬가지로 천마불사의 활동 

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연고팀인 일화천마 축구팀의 경기가 있올 때 

마다 단체로 입장권을 예매해 둔 뒤， 선수들의 유니폼과 동일한 노량색 

유니폼 및 응원용 머플러 등의 복장을 차려 입고 경기장 내의 지정된 

서포터즈 구역에 자리를 잡은 후， 깃발이나 북 등의 응원도구를 동원하 

여 연습해 둔 구호와 응원가 등을 불러대며 열렬한 응원을 전개하는 

일-이를 ‘섭팅’ 이라고 일걷는다-이다. 천마불사 활동의 또 하나의 중 

요한부분은 구성원 내부에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일화 

천마 축구팀의 경기가 있는 날 열띤 응원을 펼치고 난 후에는 그날 웅원 

전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식당이나 술집에 모여 뒤풀이를 하면서 천마불사 

서포터즈 클럽의 구성원으로서 친목을 다진다. 또한 천마불사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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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직접 축구를 하기 좋아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축구동호회가 2 

개 있는데， ‘카태나치오’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동호회이 

며， ‘천마사랑 축구동호회’(약칭 ‘천사축동’)는 일반부 성인들로 이루 

어진 동호회이다. 그 외에도 ‘성남사랑’， ‘노랭이틀’， ‘남한산성’， ‘이 

니셜 Y’ , ‘YRU’ 등의 소모임들이 있는데， 이들 소모임이 나눠지는 주된 

기반은 연령이다.10대， 20대 및 30대 이상 등의 연령대별로 나뒤어 각 

연령대 내에서 축구 이외의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을 제공히는 싼1 01들 소모임이다. 

천마불사의 활동 기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본 연구에 

서 주목코자 하는 것은 일화천마 축구단과 성남이라는 지역사회를 연결 

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일화천마 축구단에 대한 성남 시 

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선전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른한편으로는성남이라는지역사회를대표하는팀으로서의 일화천마 

팀에게 성남의 축구팬들이 기대하는 비를 전달히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 

즈 클럽들이 이러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매 

체 역할을 히는 것이 ‘팬진’ 인데， 천마불사도 타 구단 서포터즈에 비해 

뒤늦기는 했지만 2004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천마진’( Chunmazine) 

이라는 명칭의 팬진을 웹진(Webzine) 및 인쇄물 형태의 잡지로 간행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 여러 프로축구 서포터즈 클럽들에서 기업에 의해 설립된 구단 

괴는 독립된 존재로서 서포터즈의 위상을 지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화천마 구단의 종교적 배경의 문제로 극심한 연고권 

피동을 경험한 바 있는 천미불사의 경우에는 남다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며， 이를 위해 타 구단 서포터 

즈에 비해 회원수가 많이 적어서13) 재정적 어려웅에 항상 허덕이고 있 

13) 가장 서포터즈의 규모가 큰 수원 삼성 블루원즈의 경우에는 그 총수가 1만 명을 념 
는 정도여서 실제 서포터즈들의 활동도 소모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반면， 
천마불사의 인원수는 450여 명으로 삼성 블루원즈의 한 작은 소모임 정도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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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측에는 지원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응원 

을 전개하면서 팀 이름을 연호하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팀의 공식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일화’라는 기업명을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성님이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클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부여 

한 명칭을 사용하기까지 한다. (사례 1)은 이러한 명청 사용을 통해 천 

마불사 서포터즈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례 1) 

2003년 2월 19일 일본 동경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마츠다컵 아시아 3 

개국 챔피언 대항전의 2차전 원정 응원 종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성남 일회는 

중국 다헨을 상대로 경기를 벌이게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원쟁을 간 천마불사 

의 원정웅원단은 연구팀의 김기호를 포함히여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 

만， 웅원단석에는 이들 16명 외에도 일본에 있는 일화의 계열사 고려인삼의 직 

원 300여 명과 통일교 청년부원 100여 명 등으로 이루어진 400여 명의 일본인 

통일교도들， 그리고 민단계 및 조총련계를 망라한 재일동포 50여 명 등이 합석 

하여 있었다. 원정 웅원단에 속하는 20대 초반의 청년 P씨가 리딩을 하며 경기 

시작에 앞서 전체 응원단이 함께 웅원 연습을 하고 있던 도중， P씨가 구호를 

‘성남’ 이라고만 외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다. 일본인 통일교도 중 한 

명은 ‘일화’ 혹은 그 일본식 발음인 ·이치와’를 구호에 포함시켜 줄 것올 요챙 

하였고， 반면 재일동포들은 월드컵 기간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대~한민 

국’을 구호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구단 관계자는 ‘성남일화’로 하되， 

뒤의 ‘일화’ 부분도 잘 들릴 수 있도록 구호를 외쳐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 

나 이 모든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고 P씨는 ‘성남’ 이라는 구호와 천마불사 서 

포터즈 구성원들이 즐겨 부르는 ‘성남 FC’ 로고송만으로 리딩올 계속하였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천마불사 서포터즈에게 있어서 성남일화는 어디까지나 

성남을 대표하는 클럽팀일 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팀도 일회라는 

기업을 대표하는 팀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P씨를 펼두로 한 원정 응원 

단의 20대 청년들의 완강한 태도에 눌려 수적_9_l료는 월동히 많은 다른 모든 사 

람들이 ‘성남’ 이라는 구호와 ‘성남FC’ 의 로고송만을 가지고 이후 정기 내내 

웅원을전개하였다.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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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성남의 젊은 서포터들에게 있어 일화천마 축구팀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남시라는 지역사회의 대표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동일시하는 대상， 자신들의 지역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매개체 

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포터들이 지어서 부르는 여러 로고송들에서 등장히는 팀의 이름이 

일회라는 기업에 연고를 둔 팀이라는 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성남 

일화’가 아니라 ‘성남'PC’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처럼 천미불사라는 서포터즈 클럽이 자신들과 동일시하여 응원하 

는팀인 일화천마축구단이 일회라는기업에속히는것이 아니라성남시 

라는 지역사회에 속히는 것임을 부각시키고자 무진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천미불사의 회원 구성이 성남이라는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을 

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천미불사의 2002년 말 현재 회원 

총수는 준회원까지 포함하여 450여 명이지만， 그 중 정회원은 245명 

(2001년은 103명)이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43.7%로 절 

반에 육박하며， 10대가 22.4%, 30대가 22.8010, 40대가 8.2φb를 차지하고 

있다. 즉， 다분히 젊은 층이 주축이 된 회원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30-40대가 31%에 달할 만큼 많은 것은 다른 프로 축구단 서포터즈 

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한다. 본 연구팀에서 더욱 주목하는 부분 

은 거주지별 분포인데， 구시가지가 56.3%인 반면， 분당 거주지는 10.2% 

로서 서울 거주자 14.3%, 기타 지역 19.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14) 분당의 인구가 전체 성남 인구의 약 45%에 달한다 

는사실을감안하면， 천마불사의 구성원중분당거주자의 비율은과도하 

게 낮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회원수가 적은 까뼈 타 구단 서 

포터즈들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항시 버겁다는 느낌을 안고서 서포터 활 

동을 해오던 천마불사의 구성원들은 분당의 젊은이들과 함께 같은 성남 

14) 이상의 수치들은 천마불사의 한 간부가 회원기록을 토대로 본 연구팀을 위해 별도로 

뽑아본 통계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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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고팀올 웅원하고， 뒤풀이 동을 함께 하면서 교류활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희망해왔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 동안의 길거리 웅원전은 이런 

의미에서 절호의 기회로 비쳐졌다. 이에 천마불써l서는 분뺑l 거주하 

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대표팀 웅원단 ‘흙은 악 

마’ 의 성남지부와 연합해서 길거리 응원전을 펼치기로 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나서 K리꾀 재개되면 붉 

은 익마 성남지부 회원들 중 상당수를 천마불사의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천마불사는 연합 길거리 응원전에 참여하였 

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러한 장빗빛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방향으 

로 전개되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붉은 악마 성남지부의 구성에 

대한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애당초에는 ‘붉은 악마’ 의 전국 조직이 각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연합체로서 출범한 것이었던 만큼， 성남 지역에서도 ‘붉은 악마’는 처음 

에는 일화천마 프로축구단의 서포터즈인 ‘천마불사’의 구성원들이 주 

도하여 창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가 점차 고조되어 기는 가 

운데 전국적으로 ‘붉은 악마’ 의 회원수가 기히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서，15) 성남지부 ‘붉은 악마’ 에서도 ‘천마불사’ 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 중 다수를 이루는 상황에 전개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서는 분당 지역에 거주하는 10대 및 20대의 젊은이들이 압도적 다수 

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붉은 익마와프로구단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는 열성파어서 자연스레 붉은 익마 성남지부의 간부진올 이루던 

사람들 중에서 천마불사의 회원은 오히려 아주 소수인 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수원 삼성 서포터즈의 회원이고， 그 외 다른 구단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16) 그리고 이러한 배경 

15) 붉은 악마 성남지부 회장에 따르면， 2001년 말 경까지만 해도 300명 가량이던 회원 
수가 월드컵 기간올 거치고 난 후에는 1 ，300명 가량으로 중가하였다고 한다. 

16) 월드컵 직후 폭중하였던 불은 <1t마 및 각 구단 서포터즈의 회원수가 경기장 폭력 사 
태 및 판정 시비 등으로 크게 감소하고 난 시첨인 2002년 11월 현재， 천마불사 회원 
을 검하고 있는 흙은 악마 성남지부 회원은 4명에 활과한 반면， 수웬 삼성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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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천마불사와 붉은 악마 성남지부 사이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는 

사건이 월드컵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사례 2} 

2002년 6월 22일 훈택과 스페인과의 역사적인 8강전이 광주에서 열리던 날 

밤， 광주까지 내려가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보며 응원전을 전개할 수가 없었던 

천마불사와 붉은 악마 성남지부의 회원플은 그에 앞선 몇몇 경기 때와 마찬가 

지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제2종합경기징F에서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시청하 

며 길거리 응원전을 함께 전개하였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두 단체의 간부 

진은 한국팀이 또 다시 승리하여 4강 진출의 대업을 이룬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장외’-경기장 밖의 시내 거리나 광징벼l서 서포터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노는 일 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협의한 끝에， 앞선 

세 번은 분당의 중심가인 서현역에서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성남 구시가지의 

종합시장 앞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소집단으로 나누어 이동하여 종합 

시장 앞으로 집결한 천마불사의 회원들은 거기에 모인 것은 자기를뿐이며 분 

당에 거주하는 붉은 악마 성남지부의 회원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외’ 에 참가한 붉은 익마 성남지부 회원의 대부분은 종전과 마찬가 

지로 서현역에서 ‘장외’ 를 가졌고，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 극소수만이 서현역 

에서의 ‘장외’ 에 먼저 참가하였다가 뒤늦게 구시가지의 종합시장으로 찾아왔 

던 것이다. 결국 두 서포터즈 단체의 구성원들은 혼댁 축구의 역사적인 월드컵 

4강 진출을 염원하며 같은 장소에서 길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치기는 했지만， 

곧 이어진 ‘장외’ 의 축제판은 각 단체의 대다수 구성원들의 거주지인 구시가 

지와 분댐l서 끼리끼리 따로 모여서 펼쳤던 셈이다 

이 사건에서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붉은 악마 성남지부 구성원들 

이 당초 합의한 바와 달리 종합시장 쪽으로 오지를 않고 분당 서현역에 

서 ‘장외’ 행사를 가진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분쟁의 양 당사 

자 집단이 이야기하는 이유뿐 아니라 사건 자체의 세부적 내용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각기 구시가지와 

분당의 주민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서로 상대편 

를 겸하는 회원은 30여 명， 그 외 포항 스틸러스 18명， 안양 LG 15명， 부천 SK 11명， 

전남 드래곤즈 7명， 부산 아이콘즈 5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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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부정적 고정관념의 타당성을 확인시켜준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현재도 그런 부정적 고정관념의 재생산어l 기여하는 요소 

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따르면， 천마불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구시가지 사람들의 눈에는 분당의 붉은 악마 회원들은 축구도 모를뿐더 

러 서포터즈의 진정한의미는바로자기가시는지역을대표하는클럽팀 

에 대한 서포팅에 었다는 기본적 상식도 모른 채 월드컵에 즈음하여 미 

디어를 통해 형성된 화려한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비친다. 그들 

대부분은 ‘빠순이’ 혹은 ‘냄비’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명가 

된다 17) 반면， 붉은 악마 성남지부의 회원으로 활통하면서 천마불사의 

회원은 아닌 사람들의 입짚뻐l서 보면， 구시가지의 천미불사 회원들은 

요즘 같은 미디어와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척인 방식으로 

축구에 대한 사랑과 서포터즈의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촌스러운 

존재들일 뿐이다. 현대적 의미의 서포터란 특정한 지역 혹은 심지어 국 

가적 경계에 구애 받지 않고 각자의 개인적 취향에 맞는 팀이나 개인 

선수들에 대해 서포팅올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미불사의 대다수를 이루는 구시가지 거주자들과 붉은 악마 성남지 

부의 대다수를 이루는분당 거주지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재생산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배경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은구시가지와분당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적 및 공간 

적 분리의 현실 그 자체이다. 주민들의 직업이나 소득 내지 재산 수준의 

차이는 물론이려니와， 주택， 도로와 거리， 상업 및 서비스 시설물， 공원 

둥과 같은 건조불들이 빚어내는 도시 공간의 물리적 구조 자체까지도 

구시가지와 분당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을 재생산시키 

17) ‘빠순이’ 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급 선수 외에는 판심이 없는 젊은 여성땐올 가리커 
는 비하적 표현이며， ‘냉비’ 란 한국 사회 전반의 월드첩 열기률 타서 촉구에 대한 개 
인척 관심이 후끈 달아올라 서포터 활동에 참여했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외부로부터 
공급된 열기가 사라지연 급속히 자신의 관심도 냉각되어 서포터 활동을 중단해버힐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올 가리키는 비하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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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 2) 에서 분당의 붉은 악마 사람들 

이 천마불사 측과 합의된 대로 구시가지의 종합시징써l 가지 않고 분당의 

서현역 부근에서 ‘장외’ 를 하였던 데에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구시 

가지의 종합시장 부근이라는 공간은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장 

외’ 의 잔치를 대대적으로 펼치기에는 너무나 구질구질한 공간이었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6. 프로혹구단의 도래가 성남 시민의 지역정체성에 미친 영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화천마 축구단이 성남시의 연고팀으로 

되는 과정은 지역사회 내 일부 기독교도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수반하면 

서 진행된 파란만장한 과정이었다. 또한 종교 내지 기업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하나의 프로축구단으로서 일화천마축구단이 지역사회에 받이들 

여지기를 염원히는 천마불사 서포터즈의 활동 기반은 구시가지와 분당 

싸l에 존재하는 견고한 계급적 및 공간적 분리의 구도로 인하여 분당 

지역으로까지는 잘 확산되지 못하고 구시가지로 국한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화천마 프로축구단의 도 

래가 성남 시민의 지역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 o 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화천마 축구단의 도래는 성남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성 

남이라는도시의 시민이라는사실에 대해 보다많이 생각하게 하는계기 

를 제공하였으며， 종전에 비해 그러한 사실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일화천마 축구단이 성남으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4년 내내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자연히 상대적으로 많은 매스컴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결과， 성남 시민들은 매스컴의 보도나 경기 실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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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타 도시에 거주하는 친지들과의 

만밝R서의 대화를 통해서든， 자신이 현재 성남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좀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외부사회가 성남시를 K리그 최근 

3연패를 포함， 도합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최고의 명문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남 시민밝l게는 자 

신이 성남 시민임을 보다 긍정적인 방종양11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긍정적인 방햄서의 지역정체성에 대한효과가 가장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은 성남 구시가지의 축구팬협l게서이다. 특히 구시가 

지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온 30-40대 연령층의 축구팬들로서는 과거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남시가 외부인들에게 아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미미한 도시이거나 혹은 ‘빈민의 도시’ , ‘사창가와 우범지대가 많 

은 도시’ 둥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비쳐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서 격세지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현지조사 중에 흔히 접할 수 있었다. 

〈사례 3) 

μ~(35서])는 28년째 성남의 구시가지에서 살아오고 있다. 구시가지의 한 조 

기축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천마불사 서포터즈의 회원은 아니면서도 일 

화천마 팀이 성님에서 홈 경기를 치뜰 때면 거의 빠짐없이 경기장으로 구경을 

가서 용원을 하는 고정땐 중의 한 사훈tol다. 그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축구 

와 종교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신이 일화천마 팀을 웅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 

무런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히는 대다수 축구땐 중의 한 사람이다. 고행l 

전라도라서 처음에는 전남 드래곤즈 팀올 웅원했었지만， 일화가 성남으료 들어 

온 후로는 성남 일화를 웅원해 오고 있다. 그는 일화천마 축구팀의 도래가 자 

신이 성님에 살고 었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끼게 한 계기였다 

고 말한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성남사 외부의 공원 등지로 나들이룹 나갈 때 

면 가끔은 성남일화 팀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만나 

는 사람들이 유니폼올 보고 ‘생남에서 오셨어요?’ 하고 불어오는 일이 종종 있 

다고 한다. 자신이 20대였던 시절까지만 해도 외부 사람들올 만나면 ‘성남이 

어디 붙어 있나요?’ 하는 종종 질분을 받았고， 그 때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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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냥 ‘경기도에 있다’고 적당히 대답하곤 했다고 한다. 생남일화가 매스컴 

에 많이 나오다 보니 지금은 거의 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자신이 얄고 있는 도시를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이 말로 

는 잘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2003. 8. 3 면담). 

〈사례 3) 의 μ，，]처럼 서포터즈클럽의 회원이 되어 조직적인응원전 

을 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홈 경기가 있을 때면 꾸준히 성남공설운동장 

을찾아와성남시의 연고팀인 일화천미를응원히는축구팬들이 성남에 

는 매우 많다고 한다. 성남일화 팀이 1년 동안 열린 모든 K리그 대회들을 

씩쓸이 우승을 했던 2003년 한 해 동안 성남 구조벼l서 열린 총 18회의 

홈경기에의 평균 관중수는 8，006명이었는데， 이는 K리그 산하 12개 팀 

들 가운데 9위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이대http://www.klea망lei.com 참 

조) . 그러나 성남시 축구협회나 생활체육협의회의 관계자라든가 천마불 

사의 간부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0찌에 따르면， 성남 구장의 홈경기 

에는 성남 지역 내 조기축구회 혹은 직장축구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 

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고정팬’들의 숫자가 5-6천 명에 달하며， 이는 

타 구단들에 비해 최소한 2배 이상은 되는 많은 수치리는 것이다. 비록 

이들 ‘고정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한바는아니지만，이들수천명의 ‘고정팬’들사이에서 〈사례 3)의 

L씨처럼 일화천마 축구팀의 도래가 자신이 성남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을처음으로맛보게 해준계기였다는경험담은결코특이 

한예외는아닐 것이다. 

이처럼 일화천마 축구단의 도래는 외부인들의 시션을 매개로 하여 

성남의 시민임에 대한 ‘뿌듯함’ , 즉 지긍심을 심어주는 방햄l서 지역정 

체성에 긍정적인방향의 기여를하기도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원주 

민이 거의 없는 신도시이다 보니 원래의 고향， 즉 출신 지역에 따라 자신 

의 지역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던 장년 및 노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매개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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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국판 아메리카 협중 

국’으로 흔히 비견되리만큼 전국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주민이 구 

성되다 보니 성남 지역에서는 다른 어느 도시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출신 지역에 따른 향우회 조직들이 번성해 왔고， 특히 도 단위의 향우회 

조직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히는 가운데서 중앙 및 지방 수준 모두에 

걸친 지역주의 정치 구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수많은 문제점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배경요인이 되어 왔디{황익주 2002 참조) . 그러한 특성을 지 

닌 성남의 지역사회에 일화천마 축구단의 도래는 지역 주민들이 출신 

고향이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충청도인가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분 

될 필요가 없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지역정체성을 인식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8) 

예컨대， 현지조사 중에 만나본 10대 및 20대의 천마불사 회원들 기운 

데는 자신의 부모들이 텔레비전으로 축구 중계를 볼 때 성남일화 팀을 

응원하지 않고 경상도나 전라도의 도시들에 연고를 두고 있는 다른 팀들 

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이 경우 궐은 성남으로 이주해 오기 이전의 출신 고햄 따라 

자신의 지역정체성을 인식히는 장년 내지 노년층과 달리 현재 살고 있는 

성남을 자신의 지역정체성의 준거점으로 히는 인식의 매개체를 성남의 

연고팀인 일화천마축구팀에서 발견할수 있었던 셈이다. 또한앞의 〈사 

례 3) 에서 소개한 L씨의 경우에도， 자신과 더불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님에서 살아왔던 또래친구 8-9명으로 이루어진 친목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술을 마시며 나누는 화제들 속에 중앙 혹은 성남시 차원의 

정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히 성남에서의 부모님들의 원래 고향올 

18) 성남 시민으로서의 공홍적 정체성올 형성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성남시의 차원 

에서 전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의 영역은 ‘성남문화제’로 대표되는 지역축제로 
서， 이는 프로축구단 유지보다도 몇 년이나 먼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 
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축제는 일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행사일뿐더러， 관 주도 
형 축제이다 보니 매우 낮은 주민 참여도와 인지도 동의 각종 문제점올 안고 있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툴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공통적 정체성융 힘.oJ하 
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홉한 실정이다{황익주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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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가며 경상도 사람들이 어떻다느니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다느니 하 

는 이야기로 이어져 이따금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반면， 일화천마 축 

구팀이 도래하고 난 후로 적어도 그 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에는 그런 식의 구분을 하지 않고 성남 시민으로서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화천마 축구팀의 도래는 성남 시민들 

에게 매스컴과 외부인의 시선을 통하여 성남에 산다는 사실을 긍정적으 

로뻐뽑수 있게 해주고， 아울러 신도시 성남에 오기 이전의 출신 지역 

에 따라 분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성남시의 시민이라는 통합 

적 의미로서 자신들의 지역정체성을인식할수 있게 해주는촉매를제공 

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적 지긍심을 함양하고 주민 통합을 증진 

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되었고， 일화천마 축 

구단이 연고팀이 된 결과로서 성남 시민의 지긍심과 지역사회의 통협이 

얼마나 크게 증진되었는가는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그리고 연고팀으로 

서의 일화천마 축구단이 이러한 측면에서 실현해낸 촉매적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팀의 또 하나의 평가이다. 

일화천마 축구팀이 성남으로 연고지를 옮긴 첫해인 2어0년 시즌에 

는 K리그 및 FA컵 준우승， 이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는 K리 

그를 3연패하는 위업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라는 지역사회 

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일화천마 축구단이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 

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일화천마축구단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포터즈인 천마불시를 포함한소수의 축구팬들만의 

관심사햄l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예는 2003년 11월 1일에 천마불사 서포터즈 

가 성남일화 팀의 K리그 우승을 지축하기 위해 벌인 ‘플래쉬몹’ 

(t1ashmob) 행사이다. 플래쉬몹이란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집 

결하여 짧은시간동안에 미리 약속된 행동을함께 하여 지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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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의를 꿀고 난 후 뿔뿔이 흩어지는 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집단적 행위의 양태라고 한다. 

천마불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포터들에게 미리 전달된 이날의 행동 수칙 

은， 성남 구징벼l서 경기가 있고 난 후 그날 오후 7시 50분까지 구시가지 

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 종합시장 거리의 중앙부에 위치 

한 KFC 매장 주변에 명상복 차림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밤 8시 

정각에 정해진 지점에서 분수형 폭죽 8개가 터지면， 그것을 신호로 하여 

서포터들은 성남일화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리더의 북소리에 맞춰 개 

선행진곡을 합창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뒤， 성남일화 로고송과 ‘영원한 

승자’ 등 두 곡의 노래와 일련의 응왼 구호들을 가지고 섭팅을 하고 난 

후 곧바로 해산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 날의 플래쉬몹 행시에 실제로 

참여한 천마불사 회원의 수는 50여 명이었으며， 섭팅은 당초 예정된 5분 

보다 긴 10분 동안 지속되었다. 

본 연구팀에서 주목하그l자 히는 부분은， 성남일화 팀의 3연패 위업 

을 자축하기 위한 행시를 기획하면서도 천마불사의 지도부에서는， 앞선 

두 해에 같은 종합시장 앞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우승 축하 행사를 벌였을 때 그 지역 상인들로부터 시끄럽고 영업에 방 

해가 된다는 불명에 직면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면서 2003년에 

는 플래쉬몹이라는 형태의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천마불 

사의 회원들을 비롯하여 본 연구팀에서 면담한 많은 사람들은 성남의 

이러한 무관심을 다른 도시에서의 일반 시민들의 열렬한 호웅과 대비시 

켜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강릉시 같은 경우 연고 프로축구팀도 없지만， 

시내에 있는 강릉상고와 강릉농공고 두 축구 명문고 간의 연례 정기전이 

벌어지면 시내 상가가 거의 철시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꿀고 있다는 사실이나， 2003년의 예비 시즌 대회에서 우숭한 것에 불과 

한 대전 시티즌 축구팀이 시 딩국의 주선 아래 대전 시내에서 카퍼레이 

드를 벌인 바 있다는 사실 등이 그런 예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성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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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 언론에서도 일화천마축구단의 3연패 우승이 확정되던 11월 1일 

구단측이 우승 자축 행사를 준비하였지만， 그것이 시민적 축제로까지 

발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웅을 피력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http://www.snilbo.co.kr 2003년 11월 2일 자 보도기사) . 이는 일화천 

마축구단에 대한 성남 지역주민들의 관심의 저변이 아직은 그리 넓지 

않다는 천마불사 회원틀의 상황인식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상당 정도로 

공유된 인식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실이라 하겠다. 

연고팀으로서의 일화천마축구팀의 도래가성남의 시민들전체를아 

우르는 통합적 지역정체성을 힘양히는 촉매로서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기획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당 지역 주민들이 일화천마 축구팀에 대해 

보이는 지극히 낮은 관심도이다. 앞의 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붉은 

악마 성남지부 구성원의 대다수는 분당의 주민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성남일화 구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극소수이며 수 

원 삼성을 비롯한 다른 구단들의 서포터즈로 활동히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이는 성남일화 팀에 대한 분당 주민들의 낮은 관심도를 반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500 

여 개의 조기축구회 혹은 직장 축구동호회들이 속해 있지만， 그 가운데 

분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2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 동호 

회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남일화 축구팀의 홈경기장을 채우는 ‘고 

정땐’ 들이라는 점과 연관시켜 파악할 때， 이런 사실은 비단 서포터즈의 

차원쁜 아니라 일반적 축구동호인들의 차원에서도 분당 주민들은 성남 

일화 축구팀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없음을 반증히는 것이다 19) 나아가， 

천마불사의 회원들사이에서는과거 성남일화축구팀에 대한분당주민 

의 관심을 일깨워 보고자분당으로 가서 홍보 활동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19) 이에 대해， 분당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과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걸맞게 골프나 태니 

스 따위의 운동을 즐기고 축구는 별반 즐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 
들을 현지조사 중에 흔히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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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반용을 접하고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실 

정이다. 

이러한사실들은현지조사중에 연구팀에서 만난모든사람들에게서 

한결 같이 들은 ‘분당 주민들은 성남일화 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명 

가와 합치하고 었다. 분당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남일회라는 팀은 글 

자 그대로 ‘성남’ 일화， 즉 구시가지와 연계가 있을 뿐인 팀이라는 것이 

다. 분당 주민의 대다수가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의 이변에는， 분당의 주민들은 애당초 1990년대 초에 

분당이 신도시로서 조성될 때부터 분당은 ‘빈민의 도시’인 ‘성남’과는 

무관한 중산층의 도시라는 의식과 기대를 가지고 이주해 들어왔으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당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강남 지역과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구역 상으로 같은 단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남 구시가지 지역과 차별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러한 계급적 • 

지역적 정체성을 표현해오고 있다는 역사적 맥락t박지환 2(03)이 작용 

하고있다. 

7. 맺융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도 도시를 단위로 한 프 

로스포츠 지역연고제가 특정 도시의 시민이라는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촉매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일화천마축구단을 유치한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남의 시 당국에서는， 원주민이 거의 

없이 타지에서 모여든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신도시일뿐더러， 그나마도 

구시가지와 분당이라는 계급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시의 특수성을 김안하여， 전체 지역주민들올 아우를 수 있는 공 

통의 지역정체성을 힘-OJ'하기 위한 촉매로 삼겠다는 사회 통합적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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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성남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팀을 유치히는 정책을 추진하였 

다. 비록 성남시의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던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일화천마축구단이라는 통일교단 소유의 축구팀이 연고팀으로 도래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내 일부 기독교도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지만， 

2002년 FIFA 월드컵에 즈음한 전국민적 차원에서의 축구 열기 고조와 

일화천마 축구단의 K리그 3년 연속 우승 등과 같은 우연적 요인들에 

힘입어 일화천마축구단은 성남시의 연고팀으로서 마침내 정착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일화천미축구단의 서포터즈 클럽 천미불 

사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참여관찰 연구의 결괴에 의하면， 일화천마축 

구단의 도래는주로 성남 구시가지의 주민들에게 한국 최고의 명문 구단 

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긍심을 심어주고， 

나-ö}가 성남으로 이주해 오기 이전의 출신 지역별로 나뉘어 경쟁하고 

반목하는 지역정제성이 아니라 성남시라는 현재의 거주 지역의 구성원 

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지역정체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히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역정제성을 함양시키 

는 촉매로서의 기능은， 구시가지의 주민들 중에서도 축구를 애호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만 일화천마 축구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나타나 

고 있으며， 특히 분당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는전혀 관심을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현된 것으 

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물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한다. 성남 지역에서 프로축구팀 유치가 주민들에게 성남 

시민으로서의 공통의 정체성을 함양케 히는 촉매로서의 기능이 아주 제 

한적으로만 실현된 것은 불가피한 결과였는가? 특히 프로스포츠팀의 유 

치 사업을 기획했던 전 성남시장과 그 참모진들은 그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통합， 특히 계급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상호 

이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던 구시가지와 분당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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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였댐l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실현되지 못하게 만든주된 요인 

은 무엇이었는가? 구시가지와 분당 사이에 존재히는 이질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통합을 불가능케 하는 성질의 것이었음을 추진세력에서 잘 

못 파악한 탓이었는가? 아니라면， 통합적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 

가 주민들의 주도히에 다양한 의견들을 점진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상 

향식으로 전개되지 못한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 가지 역사적 

우연이 결합되는 가운데 유치를 하게 된 프로팀이 하필이면 통일교단 

산하의 기업이 설립한 것이어서 극복할 수 없는 종교적 문제가 끼어든 

탓인가? 혹은 단순히， 일화천마 축구단이 성남시의 연고팀으로 된 지가 

불과 4년 남짓한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전체적 상황어 문제투성이로 비 

치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좀더 세월이 흐르면 호전될 상황인 것인가? 

이 외에도 물음들은 얼마든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따생되는 위와 같은 물음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 구사한 방법론으로부터 배태된 연구의 주요 한계점들과 이 

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세 가지 정도 제시함으로 

써 논문을맺고자한다. 첫째， 프로축구팀의 유치를통해 변용되는성남 

시민의 지역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서포터즈 클럽의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관찰 및 면담의 내용을 주된 자료로 심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 

은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특수한 소수 집단으로 볼 수 었다. 따라서 성남 

의 시민들이 지니는 지역정체성을 일반론적으로 논의활 수 있기 위해서 

는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서베이 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초 본 연구팀이 예상하였던 것괴는 달리， 성남의 사례에서는 종 

교적 차원이 과도하게 느껴지리만큼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료의 해석상 많은 근원적 어려움들을 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종 

교적 차원이 개재되지 않은 다른 도시의 사례에 대한 인류회적 현지조사 

연구는 성남의 사례를 보다 심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포터즈 클럽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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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행동과 의식을 지역정체성이라는 관 

점에서 조밍F하려 한 데 따르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가령， ‘신세대 문 

화’ 혹은 ‘매니아 문화’ 등과 같이 현대 한국의 새로운 ‘하위문화’ 라는 

관점에서 인류학적으로 조[핸}는 작업을 통해 서포터즈 클럽의 등쟁l 

라는 새로운 현%벼l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한층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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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 anthropology of sport, supporters, local identity, social 
integration, new town 

Local Franchise System 

m Professional Sports and Urban Local Identity 

: A Case Study of Sungnam City 

lk-joo Hwang• 
Kiho Kim·· 

This study explores whether a local franchise system in professional 

sports can function as a catalyst for Korean urban population to form local 

identity and a sense of belonging to a particular urban comrmmity. This 

identity-making process is examined through an ethnographic case study 

of Sugnarn Gty, which hosted the Cbunma llhwa Football Oub. 

Sungnarn is a newly created city of which the population consists of 

people who migrated from different regions of Korea. Moreover, the 

Bundang new town is divided from the old district in terms of both space 

and social class. As an way of integrating the diverse population and 

fostering a shared sense of local identity as citizens of Sungnam, Sungna 

m' s civic authorities pursued the policy of hosting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into the locality. As a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 of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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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pected external factors, Sungnam became the host city of the Omnma 

Ilhwa FC owned by the Unification Church foundation, and this created 

a divide between football fans and some devout Christians in Sungnam. 

Nevertheless, thanks to contingent factors such as the Chunma Ilhwa FC' s 

dazzling performance of winning the K-League championship for three 

years in succession and the nationwide football fever in the run-up to and 

the aftermath of the 2002 FlF A World Cup, the Chunma Ilhwa FC has 

eventually settled down as the football team representing the city of 

Sungnam. 

Our research shows that the advent of the Chunma Ilhwa FC provided 

a chance for those in the old district to feel proud as a citizen of Sungnam 

with the best football team in the whole country. Furthermore, local people 

have also been given the chance to grope for an integrated local identity 

as the comrmn citizens of the city of Sungnam overcoming the competition 

and strife based upon the hitherto predominant differential native-place 

identities. Unfortunately, however, the possibility of the locally-franchised 

football team to function as a catalyst to formulate a new local identity 

has managed to be realized to a limited extent, as only football fans from 

the old district have shown enthusiasm in the performance of the Chunma 

Ilhwa FC while the majority of Bundang residents expressed little inter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