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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축구에서의 참여와 권력 그리고 정치

베로니카 모레이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사회학 박사. Consej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y Técnicas(Conicet)와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Gino Germani(부에노스대학교 사회과학대)의 연구원.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사회과학대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강사 

핵심어: 축구, 정치, 클럽, 팬, 아틀레티코 인데펜디엔테, 아르헨티나

축구가 최고의 대중적인 볼거리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

가 된 이후로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축구에 다가가기 시작

했다. 이리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인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

으며, 스포츠 단체에서 임원을 맡았거나 지금 맡고 있는 정치인도 시간이 갈수

록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이면서 스포츠 단체의 임원이라는 두 가지 분야

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르헨티나 축구에서만 볼 수 있는 배타적 특성이라고

는 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축구를 즐기는(직접 축구를 하거나 단순히 소비하기만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스포츠 영역에서의 엘리트 순환은 얼마든

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축구만의 독특한 성격도 있다. 축구 클럽에서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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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 되고자 하는 정치인은 팬들로부터 선택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려

면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수많은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스

포츠클럽은 다양한 훈련과 수많은 사회문화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클럽의 사회적 토대는 무척이나 광범위하다. 집행위원 선거에서는 이러

한 클럽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선거 활동

을 펼칠 수 있다. 유력 인사와 친분 과시, 후보자 지지 모임, 협력관계 구축, 대중

매체와 전문매체를 이용한 후보 홍보 등이 그 예이다.

축구의 정치화에 대한 논의는, 집행위원의 시각에서 정치가 갖는 의미를 재고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화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상호 긴밀

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는 스포

츠 단체 내부의 정치이며, 둘째는 정치인의 순환과 이중적인(축구와 정치 양쪽) 소

속이고, 마지막은 집행위원 선거 기간의 전략과 전술이다.2) 

1. 스포츠 단체 내부의 정치에 대한 소묘

스포츠클럽 내부의 정치는 이중적인 논리, 즉 내적인 논리와 외적인 논리에서 

작동한다. 내적인 논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쟁과 다툼으로 나타난

다. 현재 클럽을 장악한 집행위원회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

1) 아르헨티나의 축구 클럽도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구는 집행위원회(Comisión Directiva)이며, 

십 수 명에 이르는 집행위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회장이 클럽을 대표한다. 

선거에서는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감사도 함께 선출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 대상은 집행위원이다-옮긴이.  

2) 분석의 토대가 되고 있는 자료는 아르헨티나의 어느 축구 단체에서 실시한 연구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Asociación de Fútbol Argentino: AFA) 소속 1부리그 클럽팀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의 ‘지노 헤르

마니 연구소’(Instituto de Investigaciones Gino Germani)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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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쟁 관계의 집단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위

원회와 반대파는 해당 분야에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능력을 겨루

어야 한다. 이러한 클럽의 정치 영역은 다툼과 토론, 연대와 대립으로 점철된 긴

장의 영역이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 영역은 “관련 행위자들

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산물, 문제, 프로그램, 분석, 논평, 개념, 사건이 만들어

지는 곳으로, 일반 시민은 일개 소비자로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Bourdieu 2007, 165) 집행위원회가 경쟁하는 공간은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소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대중과 밀착 관계

를 유지해야 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라

도 클럽 회원이나 팬3)의 기대치에 어느 부응해야 한다(Frederic 2004). 

집행위원회는 회비 확정, 경기장 개선, 프로축구 투자, 코치진 고용, 전통 유지

를 위한 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안을 결정한다. 특히 축구 경기력과 관련하여 팬

들은 팀의 성적이 긍정적이길 원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결과에 대해선 코

치진과 선수는 물론이고 이들은 선발한 책임이 있는 집행위원회에도 엄청난 주

문 사항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등을 놓고 진행되는 논쟁

은 도덕성의 문제로 나아간다. 결론은 양면적이다. 사회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다

양한 도덕적 레퍼토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직, 성실, 투명성, 노력

과 같은 훌륭한 집행위원이 갖춰야 할 품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모호

하고 모순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대다수 팬들은 기대치를(일반적으로 경기력 면에

3) 이 글에서는 ‘팬’과 ‘회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개념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비대칭적

인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양자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다. 회원이 아닌 팬도 있고, 직

접 스포츠를 하기 위해 가입했지만 클럽의 축구팀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 회원도 있다. 이 연구를 

접촉하고 교류한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 모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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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할 때도 몇몇은 집행위원의 개인적인 결정을 월권으

로 보는 경우도 있다. 팬들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

도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쑥덕거린다. “떡고물이라도 떨어졌겠지.” “떡고물

뿐이겠어.” “(평판이 나쁜) 이 자식 때문에 우리까지 먹칠하게 생겼네.” 축구는 팬

들의 환상, 욕망, 정체성을 결합시키고 있는 중심축이다. 그러므로 팀의 성적이 

나쁠 때는 집행부에 ‘도둑놈’, ‘돈밖에 모르는 놈’과 같은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는 ‘마약중독자’, ‘카지노에 빠진 놈’ 등등 사생활까지 비난한다.

도덕적 평가는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팀이 연패를 할 때 팬들

의 부정적인 평가는 노골화되고, 이러한 평가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야금

야금 갉아먹는다. 집행위원회는 스캔들이나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재판정이나 다를 바 없는 여론에 항상 노출되는 공인은 상대방의 기억에 남을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하게 처신하

고, 말을 아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Bourdieu 2007, 189)

2. 엘리트 순환과 영역의 교차

저명한 정치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집행위원 후보로 나

설 수도 있다.  이처럼 유명세를 이용하여 스포츠 단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포츠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명성과 권위를 십분 활용한다(Bourdieu 2007, 189).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 텔레비

전 제작자, 노조집행위원, 고위공직자와 같은 저명 회원의 이름을 집행위원회 후

보 명단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평판은, 주목을 덜 받으면서 권력을 얻으려

는 회원이 봉착할 수도 있는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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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클럽의 집행위원 자리를 차지한 정치인은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 

스포츠 단체의 대표이자 정치 분야의 대표인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스포

츠와 정치는 원활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사회 시스템의 상이한 구

성요소 사이에서 작동하면서 사회 활동의 통로가 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순환하

는 통로가 된다.”(Hermitte & Bartolomé 1977, 10) 다양한 방면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는 폭넓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스포츠 단체가 

직면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Wolf 1980).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2005년 4월 젊은 기업인 후안 마누엘 가르시

아4)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아틀레티코 인데펜디엔테 클럽(Club Atlético 

Independiente)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가르시아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강력한 산별 노조의 저명인사였고, 전국노동자총연맹(CGT)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아들 페드로와 여타의 조합원도 클럽에 가입시켜 여러 직책과 역

할을 맡길 요량이었다. 클럽 사람들도 이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들은 주로 프로리그 팀과 하위 리그 팀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거대한 규모의 스

포츠 복합시설인 산타 리타에서 여러 가지 관리 업무를 도맡았다. 다과점과 라커

룸 관리, 사무실 두 개와 기자실을 신설한 것이다. 또 하위 리그 선수들은 대부분 

다른 지방 출신으로, 이 스포츠 복합시설에서 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게임룸, 비

디오룸, 인터넷과 텔레비전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한 것 또한 조합원들의 수

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가르시아는 산타 리타의 각종 설비 보수에 간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토

지 매입을 성사시켰다. 수년 전부터 단독으로 수도권 환경연합(Coordinación 

4)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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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ógica del Área Metropolitana Sociedad del Estado: CEAMSE)5)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 가르시아가 개입함으로써 그때까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 

클럽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훈련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클럽의 자산도 증가되었다. 가르시아가 영향력이 있는 친구, 즉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 주지사를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클럽은 수도권 

환경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포츠와 노조라

는 상이한 영역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중개 역할을 함으로써 

축구 클럽은 정치와 연결된다.

스포츠 복합시설의 개보수작업과 토지 매입은 집행위원회가 회원에게 혜택

을 주고, 그 대가로 신뢰와 위신을 얻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축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은 지도자 세계에서나 팬들 사이에서나 명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명망은 집행위원회의 업적 과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치인은 업적을 통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집행위원으

로서 위치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Marcos Otávio, 1999). 

축구 클럽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 각종 자본은 정치계로 진출하려는 집행부의 

지위 강화와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된다. 집행위원회가 축구 클럽에서(특히 그 클럽

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을 경우)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하면 긍정적인 이미

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명성과 권위를 이용하여 또 다른 권력에 쉽게 접근

할 수가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집행위원은 시 단위, 주 단위, 국가 단위에

서 공직을 맡았거나, 아니면 정당의 후보였다. 공직에 나아가려면 자기만의 경력

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축구를 통해 정치계로 진출한 대표적인 인물은 기업가이자 아르헨티나에서 

5) 폐기물을 수송과 처리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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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유한 가문 출신인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이다. 그는 1995년 

보카 주니어스 클럽(Club Atlético Boca Juniors)의 회장에 취임한 이래, 1999년과 

2003년에 재선되었다. 이 기간에 보카 주니어스 클럽은 국내와 국제 대회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동시에 보카 주니어스 클럽은 효과적인 스포츠 마케팅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마크리는 20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 축

구 클럽에서 얻은 대중적인 인기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치계에 입문

할 수 있었다. 대중적인 인기는 정치계에서 일할 때 큰 자산이다. 예컨대, 추후 선

거에서도 호평을 받고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다(Bourdieu 1998).

에스테르 에르미테(Esther Hermitte)와 카를로스 에란(Carlos Herrán)이 얘기

했듯이, 주민의 이익을 위한 자원 확보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일례로, 자

원의 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클럽에는 호의적인 태

도를 보이는 공무원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 자원은 주민의 수요와 필요에 비해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인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있

는 사회그룹에는 우호적이다. 즉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의 경제적 자원이나 

서비스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사회그룹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Hermitte & Herrán 

1977). 우리들이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는 정치

인은 우호적 관계의 클럽을 도와주는 것이 일상적이다. 신속한 행정 처리, 프로

젝트 상담, 정보 순환, 갖가지 물자의 교부, 유력인사 소개 등의 형태로 협력한다. 

3. 클럽 선거의 전략과 활동

  

사회적이고 스포츠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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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정치를 할까? 이런 사람은 정치를 ‘피와 살’로 만

들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어떤 전략과 활동을 통해서 후보를 지원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치는 스포츠 단체에서도 일상

적인 일이다. 

<레닌과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구 최후의 마르크스주의자,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자본주의 국가가 

                                                  소득을 분배할까요?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참석자: 프랑스 폴리테크닉 대
학의 루이 알튀세르 

전혀! 주관적 관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상일 뿐.

참석자: 시비타베치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토니오 그람시

국가는 중층결정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의 

객관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를 이데올로기 기구와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경찰로서 국가가, 콜록… 

질서를 수호합니다. 콜록, 

콜록… 그런데 국가가, 콜록… 

시민사회가, 콜록… 합의하여, 

콜록… 헤게모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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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알튀세르 승리!

알튀세르! 
알튀세르! 

콜록 
콜록 

푸코, 우리가 

이겼어!

글쎄, 발리바르. 

여기에는 주체는 없고 

담론만 있는 것 같아.

만일 

라캉이 나를 

본다면…

그람시는 합의국가론을 파시스트 

감옥으로 가져간 반면, 

알튀세르는 국가에 대한 비판을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서구의 주요 대학으로 가져갔구먼. 

집행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부로, 회장 후보는 

공개적 지지를 통해 회원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인사를 합류시키려고 한다. 여기

서 합류의 의미는 경쟁 그룹의 호감을 사겠다는 것이자,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사회 단위와도 연결고리를 맺겠다는 신호이다. “합류를 모색하는 것은 부동표뿐

만 아니라 유동표(협조자를 보고 결정하는 유권자)를 흡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Palmeira 2003, 40). 후보자와 저명인사(전 선수, 전 지도자, 성공적인 기업인, 존경받

는 정치인, 예술인 혹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지휘자)를 합류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합류는 인적 자본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합류 인사의 인맥을 모두 넘겨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거철에는 사회적 자본이 아주 중요시된다. 이는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

게 만들 수 있는 지인(친구, 이웃, 친척, 클럽에 가입한 동료)의 망을 의미한다.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움직이고’, ‘회원을 확보하거나 끌어들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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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임을 만들고 회합을 여는’ 일들은 스포츠 단체에서 경쟁하거나 이러한 경쟁

에 참여하는 사람의 위상을 높이거나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 게임

에서 기회를 노리는 회원들, 특히 다양한 직책의 후보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회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6)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은 마치 중개인처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회원

을 동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후보로부터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경기 입장권, 회

원증 부활7), 일자리, 모임 등)을 얻어낸다. 다수의 회원은 정치적인 사안에서 중개

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위치(팬클럽의 전・현 팀장,8) 구역장)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르는 회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런 저런 의미에서 지지도는 선거철만 되면 형성되고 강화되는 충성도, 합

의, 협상 등에 달려있다. 지지를 얻는 과정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그 

결과 지지망이 구성된다(Mayer 1990). 즉, 특정 후보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개

인을 중심으로 힘이 모이게 된다. 이런 지원망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형성되고 이

름을 알리는 한시적인 그룹이다. 이 기간은 기존 사회 그룹과는 별개의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보자. 아틀레티코 인데펜디엔테 클럽의 팬

클럽은 여러 팀장(jefe)이 이끄는 피라미드식 조직이다. 각 팀장 밑에서는 구역장

(referente)이 있으며 그 밑에는 해당 지역 출신 팬이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2005

6)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클럽의 회칙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최고로 눈에 잘 띄고 평가도 받을 수 있

는 직책은 의장직이나 부의장직(클럽에 따라 2~3명)이다.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도 다양하다(사무총장, 행

정, 언론, 스포츠 등등). 여기에 구체적인 직책을 가진 임원과 예비 임원을 더할 수 있다. 

7) 회원의 회비 미납분을 해결해주는 일.

8) 팀(barra)이란 폭력을 통해서 일체감을 형성한 팬 그룹이다. 이러한 팀에 소속된 사람들은 폭력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며, 폭력은 팬을 동일 집단에 소속시키는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aguante’라는 말은 여러 가

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신체적 접촉’(실전능력)의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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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클럽 회장 선거에서 두 파로 나뉘었다. 가장 힘 있는 팬들이 각기 다른 후보

를 지지한 것이다. 팀장 가운데 두 명과 몇몇 지역장은 클럽의 전통적인 후보를 

지지한 반면에, 특정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장은 젊은 기업

인 후안 마누엘 가르시아와 아들을 지지했다. 양 진영은 다양한 선거전을 벌였

다. 마치 계약이나 한 것처럼 클럽이 소재한 공간을 나누어 적절한 선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팀장 진영은 매혹적인 색깔로 그림을 그린 소형 버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여러 축구장 출입문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는 확성기로 지지 후보의 캠페인송을 틀어댄다. 팬들은 관중에게 후보자의 사진

과 공약이 실린 전단지를 나눠준다. 이렇게 눈에 잘 띄는 활동을 하는 동안, 노동

조합 진영은 스포츠 시설로 들어가는 통행로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벽에 그림을 

그려 홍보했다. 

선거가 끝나면, 양 진영의 구분은 사라진다. 노동조합 진영의 후보가 승리하

였지만, 이로 인해 팬클럽에서 권력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승리한 후보를 지

지한 팬들도 팀장이 나눠준 무료입장권을 들고 여전히 경기장에 입장해서, 언제

나처럼 정해진 자리(골문 뒤편)에 앉아서 조합의 이름이 적힌 전통적인 깃발을 

꽂아놓는다. 그리고 팀장부터 서열에 따라 각자 자리에 앉는다.9)

팬은 후보자 편이 되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

는 팬을 동원하여 회장 후보의 이름을 도시의 벽에 그림으로 그려 홍보하기도 

한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슬로건을 써넣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 

후보의 홍보 그림에 새 문구를 넣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상대 진영 후보의 

9) 팬클럽에는 아주 복잡한 상호 교환 시스템이 있다. 팀장은 무료입장권을 얻어 분배해야 하고, 팬들이 방

문 경기장에 갈 수 있도록 소형버스를 준비해야 한다. 또 경찰에게 구금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는 팀장이 당연히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반대로 팬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팀을 따름

으로써 행복하다는 것과 팀장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인데펜디엔테 팬클럽은 내적인 분

열과정을 겪고 있고, 그 결과 대립관계에 있는 팀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팬 클럽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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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그림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자기 진영 홍보 그림을 지키는 과정에서 팬

들은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타협을 통해서 공간을 분할하기도 한다. 몸싸움이 있

을 때 팬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클럽의 팬들과 부딪칠 때는 여러 

‘전투’(싸움) 경험으로 단련된 실전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은 실전능력(aguante)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자본이 있어야 부각된다. 팬클럽에서 서열이 높은 팬은 자신과 관련된 분야의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개자로서 팬은 회장 선거에서 다른 팬의 

표를 흡수함으로써 후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지지를 하면 이후에도 한참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인 관계는 선거 시기로만 국한되지 않는

다. ‘투표를 위한 지지’라든가 ‘돈 때문에 하는 지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 주체 사이의 “공식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의 일환이다(Otávio 

Bezerra 1999, 17).

4. 정치화에 대한 마지막 몇 마디

정치는 축구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구계를 역동적으

로 만들고 있는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축구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몇 가

지를 얘기했다. 스포츠 단체의 정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다루었고, 축

구계 인사와 정치계 인사의 순환과 이중적인 소속, 선거 기간의 실제 활동과 전

략을 분석하였다.  

축구의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요소가 축구계의 현 상황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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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10)또한 축구와 여타 사회적 공간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성찰은, 축구를 자율적이고, 분리되고, 정체된 세계로 보려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요소가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현실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축

구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제반 측면이 잘 드러나 있는 상징적인 경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 클럽 내부의 정치와 이보

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정치 사이의 연계와 단절의 문제, 각 단체의 정치적 특성 

비교 연구이다. 스포츠계 내부의 정치 활동(투표 독려, 권위의 구축, 진영의 형성)과 

일반적인 정치 활동을 비교하는 것 또한 추후 과제로 남겨놓는다.

_ 남진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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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가 여기에서 미처 연구하지 않은 영역은 축구와 대중정치 사이의 관계이다. 



204 2014년 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좌파정권

참고문헌

 

Bezerra, Marcos Otávio. 1999. Em nome das “bases”, Política, Favor e Dependencia pessoal. Río 
          de Janeiro: Relume Dumará. 
Bourdieu, Pierre. 1998.  “Los usos del pueblo.” Cosas dichas. Barcelona: Gedisa.
Bourdieu, Pierre. 2007. O poder simbólico. Río de Janeiro: Bertrand.   
Frederic, Sabina. 2004. Buenos vecinos, malos políticos. Moralidad y Política en el Gran Buenos  
          Aires. Buenos Aires: Prometeo.   
Hermitte, Esther & Carlos Herrán. 1977. “Sistema productivo, instituciones intersticiales y formas  
         de articulación social en una comunidad del Noroeste argentino” en Sidney M. Greenfield, 
         Esther Hermitte, Leopoldo Bartolomé et al. Procesos de articulación social. Buenos Aires: 
          CLACSO-Amorrortu, 238-256. 
Hermitte, Esther & Leopoldo Bartolomé. 1977. “Introducción” en Sidney M.Greenfield, Esther  
      Hermitte, Leopoldo Bartolomé et al. Procesos de articulación social. Buenos Aires: 
          Amorrortu.  
Mayer, Adrian. 1990. “La importancia de los cuasi-grupos en el estudio de las sociedades 
       complejas” en M.Banton(comp.). Antropología social de las sociedades complejas. España:  
          Alianza. 
Palmeira, Moacir. 2003. “Política, facciones y votos” en Ana Rosato y Fernando Balbi(eds.). 
       Representaciones sociales y procesos políticos. Estudios desde la antropología social. Buenos 
          Aires: Antropología.
Wolf, Eric. 1980. “Relaciones de parentesco, de amistad y de patronazgo en las sociedades 
       complejas” en Michael Banton(comp.). Antropología social de las sociedades complejas. 
          Madrid: Alianz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