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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lobalization can be felt in the arenas of borderless economies. free
trade , including in the world of tastes of wines and football styles. Traditionally football
matches in the World Cup games used to be a theatre for the display of national
character and style. Recent developments since the invention of ‘ total soccer’ style of
Netherlands show the demise of ‘ art soccer’ and homogenization of styles across the
continents. \l ow Asian football teams are also playing versions of game that have
become homogenized into a loosely defined “ global style" catching up the European
total soccer. Fans are no longer witness to epic style between national cultures when
games are played. But they can also discern specific hybridities reflected in the team
colors. Football games in the global arena is now defined as a ‘ warfare by other means ‘
in the TV screen , making each nation “ 90 minutes ’ patriot". If we define the soccer as
an invention to contain the violent passion in the modern world , the regional football
league in the Northeast Asia can be helpfl비 to lessen the growing animosities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lt could be also functional to the build-up of sustainable
peace and ζommon prosperity in this turbulent area 、 here we can see the “c1 ashes of
nationalism" among natÎ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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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축구와 국서l 평화’에서 발표한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유익한 논평플
해 준 영국 덜햄 대학교 사회학과의 줄리아노티 교수

논평자들에 게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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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면서
“부르고뉴 포도주와 보르도 포도주 둘 다 마실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나는 투쟁음 한다" 20 세기 사회학의 마지막 거장 피에르 부르디외가 죽
기 전에 한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 사람
들의 식사 습관도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위협을 받는 것 같다. 다양성

은 글로벌 스댄더드란 이름 아래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 부르디외는 선

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요하는 획일화에 저항하는 것이 이 시대 사회과
학의 임무란 말을 남기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깐깐한 감식가조차도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 칠레 와인， 스페인 와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안다. 조금 있으면 포도주 감식가란 직업조차 없어질지 모를 일
이다. 애호가가 좋아하는 카베르네 쇼비농 13 도는 어디 것이나 별반 차

이가 없다. 가격 대비의 미세한 차이뿐이다. 물론 미세한 차이를 감별하
는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의 극성은 여전하다.

맛의 차이는 포도 종자와 도수의 차이로 좁혀진다. 종묘를 공급하는
소수의 다국적 회사 덕분에 포도 종자의 다양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모두 소비층인 다수의 평균적인 입맛에 맞는 수익성 모델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땅과 기후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도 인공위성의 사진

촬영과 과학적 영농 방법을 응용하면 거의 벤치마킹하는 모텔에 수렴한
다고한다.
결국 포도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린 포도나무를 키우고， 가지를

치고， 수확 시기에 포도를 따고 포장하는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따
라서 스페인에는 모로코의 불법 노동자들이， 프랑스에는 알제리의 노동
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멕시코의 불법 노동자들이， 칠레의 마이포

계곡이나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는 값싼 여성 노동력이나 볼리비아， 페
루의 사람들이 동원된다. 불법 노동자의 확산 메커니즘은 세계화의 경쟁
이 가져온 자연스런 귀결이다.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국경선이 때때로
고무줄처럼 유연한 까닭도 이들 불법 노동자들의 유입이 없으변 경쟁력
을 잃을 수밖에 없는 미국 남서부의 과실농가들 때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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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는 까닭도 바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거의 무한한 공급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은 뒤
칠레 포도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울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도주는 밀려나고 였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게다가
칠레산은 프랑스 회사들이 투자한 경우가 많고 당연히 유사한 종자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 많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에도 이런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가 숨어있다.

II. 토털 사커의 세계
1 토털 사커의 탄생
축구라고 세계화와 단순화의 벚에서 자유로울까? 그것도 아년 것 같
다.

언젠가부터

화려한

개인기의

삼바

축구가 사라져버렸고，

당김음

(syncopation)과 순간적 반전이 특정인 탱고 리듬의 축구도 해체되어 버
렸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환상문학이 남미

태생이듯이， 문지기까지 개인기로 제치고 공을 차 넣는， 심지어 엉덩이
로 공을 꼴대에 밀어 넣는 환상축구도 남미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지난
30 여 년간 진행된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환상축구는 사라져 버렸다. 축
구의 세계에서도 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문화로서 축구도

이제

탈영토화되고

다.(Giulianorti，

있고

글로벌

상품

1999, Villena Fiengo , 20(3)

논리에

종속되어

가고

있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로서의

축구는 중년 세대의 기억 속이나 아니면 영상 자료실에 고이 모셔진 필
름 속에서냐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펠레의 신기에 가까운 묘기， 다리와 다리 사
이로 공을 빼내며

순식간에

3~4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느긋하게 골을

1) 이러한 "1 국 과실농가와 불법노동자가 처한 어려움과 달레마에 대해서는 에릭 슐로서
(2004) , 세 2 장 “딸기밭에서”플 참조하시오. 포도밭도 대동소이한 현실이다.

94

01 배르야이l 럭저혜갚 제 17 권

성공시킨 디에고 마라도나의 환상적인 플레이는 일상에 찌든 모든 이뜰

에게 경이로운 세계로 여행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새끼줄을 둘둘 말아
서， 돼지 방광에 바람을 넣어 공을 갔던 1970년대 우리나라 시골 어린
이들도 ‘피터 팬’과 후크 선장은 몰랐지만 펠레나 마라도나는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20 세기

2-3-5 에서

축구사가 대담성에서

4-3-3 ,

두려움에

이르는

여행이라는 사실은

4-4-2를 거쳐 5-4-1 로 이르는 전술의 변화다. 그 결과

지난 50 년간 골인 평균치 숫자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점점 빨라지고

점점 멋을 잃어가는 프로축구는 패배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주력과 힘의
경연장으로 변했다”고 우루과이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축구， 그

벚과 그림자』에서 갈파한다.(갈레아노，

2002 , 290)

환상축구가 빡빡한 경

영학 축구로 바뀐 것이다.
적어도 1970 년 월드컵 대회까지는 아름다운 축구， 즉 예술축구가 지
배했던 좋은 시절(벨 에포크)이었다. 하지만 1974년에 이르러 네덜란드
의 토럴 사커의 “토털 혁명 "(Mejía， 2002) 이 도래했다. 가장 인간적인 붐
의

경기는 이제

첨단기법이 동원된 과학실험이 되었다. 이제 이상적인

축구 선수는 펠레 같은 개인기나 육체적 조건을 지닐 필요가 없다.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 팀(‘공학 오렌지’라 불렸다)이 혁명을 주도
했다. 네덜란드 팀은 전원수비， 전원공격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트렸고，

이내 곧 축구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작가 축구” 내지

“예술축구”에겐 죽음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왔다.
1982 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대결은 신질서와 구질서

가 한 판의 승부를 벌린 막간극이었다. 세계축구에서 있어 “마술적 사실
주의 "(magic rεalism) 의 최후 대가였던 디에고 마라도나는 이탈리아 수비

수 브루노 콘티와 클라우디오 젠틸레에 걸려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신질
서가 승리에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어 1990 년 월드컵 대회에서
세 번째로 우승을 낚은 독일은 토탈 사커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입증
했다. 독일은 언제나 전차부대처럼 구조로 움직였고， 강건한 신체적 조
건을 지닌 전사들은 작전지도와 시간표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

서정연하게 움직였다. 예술은 이제 과학과 기계에 밀려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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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뜨를 뛰는 예술가들은 이제 정신없이 공을 따라 뛰어다니는 독

일병정이 되었다. 테일러주의 경영학이 요구하는 시간연구와 동작연구의
규범이 그들에게도 뒤늦게 적용되었다. 우선 주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뛰

어난 선수가 될 수 없었다. 일의 종수도 늘어났다. 공격수도 수비에 가
담해야 했고， 수비수가 움직이는 반경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제 그라
운드의 댄서들이 보여준 경이로운 몸동작과 드리블링은 금지되었고， 오
로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몸놀림과 속도 그리고 힘만이 강조될 뿐이었
다.

2. 공급 부문: 축구 종속이론
축구선수들은 이제

발노동자가 되었다.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우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만큼 축구 선수로 누리는 수명이 당연히 짧아졌
다. 프랑스 풋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프로축구 선수

의 평균 수명은 12 년에서 6 년으로 반감됐다고 한다-(Galeano， 2002 에서
재인용). 프로 경기 수는 늘어났고， 선수 수명은 줄어든 만큼 크게 부족

한 수요는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한다. 따라서 포도주 산업처럼 프로 축구
산업에도 이민 노동자들이 줄을 잇는다.
물론 선수가 원한다면 ‘제국적-공화적’ 시민권(imperial-republican mod-

el) 의 은전을 베푸는， 따라서 국적을 부여하는 너그러운 공화국들도 있
다.2) 과거의 식민지나 이민국가에서 온 선수들에게 베푸는 은전이다. 그

래서 네덜란드에는 수리남 출신들이， 프랑스에는 알제리나 세네갈 같은
옛 식민지 출신이 많은 것이다.
축구 노동자들의 고달픈 여정은 이렇다. “자신의 마을에서 내륙 도시

2)

서구 사회의 시민판 모델을 캐슬과 밀러는 네 가지로 요약한다

비설체적 모텔， 배타적 모

델， 공화석-제국적 모델， 다문화 모델이 그것이다. 비설체적 모텔은 이주공동체릅 의도적
으로 무시하는 성책으로 일본파 이탈리아가 채택한 모델이다. 배타적 모텔은 혈통， 소수민
족， 언어 녁 지위가 시민권의 토대뜰 제공하는 인종석 민족주의 모텔로 스위스， 묶→일‘ 벨기

에 등이 채택한 모델이다. 공화석-제국적 모텔은 시민적 지위룹 속지주의에 따르며， 이주
자의

지위에서 시민의

지위로 이전하기가 배타석 모덴보다 수휠한 것으로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에 해당하는 꼬텔이다 다문화적 모텔은 이주가 영구적으로 이뤼지며 시민권 취득
이 보장되는 모텔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이에 간집해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는

Held et

a 1. (999) 의 제 6 장 제 4 젤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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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온다. 내륙도시에서 그 나라 수도의 소형 클럽에 틀어간다. 수도에

서 소형 클럽은 그를 대형클럽에다 팔아넘길 수밖에 없다. 대형 클럽은
부채에 숨이 막혀서， 그 나라보다 더 부유한 나라의 더 강력한 클럽으로
그를 팔아넘긴다. 비로소 그 선수는 유럽에서 자기 직업의 안정된 왕관

을 쓰게 된다."(갈레아노， 2002, 347)
이미 프랑스 l 부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국적은 48 개나 된다.

이는 2003 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의

참가국 27 개를 훨씬 념은

숫자이다.

영국의

외국인

54.92% 나

되고，

프레미어

독일의

리그에

뛰는

분데스리가에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은

선수들의

비중은

50.10% 이다. 유럽의 유명한 팀들을 한번 살펴보자. 2005 년 스페인 리그

우승팀은 FC 바르셀로나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63%가 되고， 영국 우승
팀인 첼시아 FC 의 경우는 72%, 독일 우승팀인 바이에른 윈헨 FC 의 경

우도 72%나 된다. 유럽 명문 팀 가운데 가장 외국인 비중이 높은 팀은
리버풀 FC로 2005 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당시

기준으로 85% 나

된다.(Boniface， 2006, 41-42) 이처럼 유럽의 명문팀들은 매우 두터운 외
국인 선수충을 확보하고 있다.

2002 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참가한 브라질 대표선수 22 명 가운데， 국

내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고작 7 명에 불과했다. 15 명은 외인구단에서 뛰
고 있었다. 축구 평론가 포어는 약 5 천명의 브라질 선수들이 외국 축구

단에 계약되어 있다고 추정한다.(포어， 2005, 182) 이 축구선수가 시골에
서 식민지 도섬으로， 다시 제국의 메트로폴리스로 이동하는 동안 선수들

을 사고파는 구단주들， 중계업자들은 짱짤하게 돈을 챙긴다. 반면에 큰
수입을 올리는 선수들은 극소수이다.

마라도나，

호나우딩유， 호나우두，

지단과 같이 유럽의 프로구단에서 큰돈을 별고 있거나 벌어들인 제 3 세
계 출선 선수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진가를 발휘한 극소수의

엘리트에

해당한다.
브라질이나 여타 아프리차 국가들의 국내 리그에 뛰는 대부분의 선수

들은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고， 빚을 진 상태에 처해 있다. 브라질의 경
우 국내 팀들 다수는 리그전이 끝나면 감독이나 코칭 스랩을 쉬게 하고，

다음 경 기시즌이 올 때까지 인건비를 절약한다.(Daolio， 1998) 축구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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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장에도 외화내빈의 종속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부등가교환의 사

슬 망이 존재하고， 내수시장의 잉여(재주)는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브라질 국내 리그전은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고， 전 세계의 전파를 타는

유럽 리그만 살이 젠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돈 맛을 보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엄격
한 근무조건을 견뎌야만 한다. 이제 텔레비전에

비칠 많은 경기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과거처럼 여름에 휴가를 가던 관행은 사라졌다. 3 일간 훈

련하고， 일요일에만 경기하던 스케줄도 사라졌다. 선수들은 프로페셔널
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계약이 만료되면 유럽

15 개국에서 자유계약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 같은 것은 없다‘ 6 일 내내
훈련하는 젊은 세대 선수층이 등장하면서 프로축구 선수들의 경쟁도 무
한경쟁으로 발전했다. 이제 능력과 끈기가 있는 소수만이 피나는 노력으

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유통 부문: TV와 글로벌 마케팅
이미 오래

전에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놀이하던 인간 호모 루벤스

(homo 1udens)가 수동적인 시청자{I視聽휴) 호모 비멘스(homo videns) 가
되어 버렸다. 놀던 인간이 구경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축
구의 역사는 즐거움에서 의무로 변해가는 서글픈 여행의 역사다. 축구의

산업화와 더불어 경기를 하며 느끼는 단순함의 미학이 사라져버렸다”고

갈레아노는 갈파한다. 문제는 축구산업이 미디어와 결합하고 세계화되면
서 비즈니스의 경계와 규모가 엄청나게 대형화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축구계에 진행된 상품화의 논리는 프로 팀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다

른 한편으로 관련업계의 담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축구산업의 매상고
3)

2006 년 J월드컵에 참전하논 선수단 가운데 가장 옴값이 비싸다고 알려진 브라질 대표선수

단의 몸값에서도 유럽리그와 국내 랴그의 격차뜰 한 눈에 볼 수 있다. 유럽리그에서 뛰는
호나우딩 유(FC 바르셀로나)는 계약금으로 1 억 2 천 5 백만 유효‘ 카카(AC 밀란)는 3 천 5 백

만 유로， 아드리아누(인터밀란)과 호나우두(레말 마드리드)는 각각 3 천만 유로， 쥬지뉴(올

림픽 드 러용)는 2 천만 유로를 받았지만， 상파울루 팀에서 뛰는 로제리우 세니의 계약급은
기껏

150 만

2006.6.7.

유로에

볼과하다.

“ Brasi l.

la seleccion mas coslosa". La Jor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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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4 년 2 천 2 백 50 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규모는 93 년 GM 매출액
의 두 배 가량 수준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변신이다. 1994 년부터 2002 년 사이 축구를 둘
러싼 주변 세계는 글로벌 마케팅의 논리에 따라 환골탈태한다. 이제 스
포츠 용품사1 나이키， 아디다스)， 방송사와 광고주들은 과거 국지적， 국민
국가적 한계 속에서 획정된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다.

유럽의 명문클럽들과 국가대표팀도 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국화
의 길을 걷는다. 유럽 명문 축구팀들의 경기가 텔레비전의 전파를 타고
유럽을 넘어 라틴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비춰진다. ESPN과 같이 24 시간

방영을 하는 스포츠 채널의 등장은 이런 초국화의 경향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스포츠 용품 회사， 채널

TV,

명문클럽이 글로벌 마케팅 논

리를 수용하고， 여기에 축구산업의 통제자이자 조직자인 FIFA가 가세하
면서 축구산업의 세계화는 완성된다.
과거에 FC 바르셀로나 팀은 스페인 국가 내에서 강력한 정체성을 구

축한 작은 국가 카탈로니아를 대표하는 폰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FC 바르셀로나 팀의 지지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헨티
나나 멕시코에서도， 이집트나 일본에서도 FC 바르셀로나의 열성 팬들이
생겼다. 카스티야 왕당파들의 클럽이었던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로

세계화되었다. 영국인 베컴도 브라질인 호나우두도 모두 레알 마드리드
에서 띈다. 잉글랜드의 리그전도， 유럽의 리그전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

카 청소년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의 아이들도 호나

우두나 베컴의 유니폼을 선망하고

부모들은 흩껍데기 반소매 셔츠 한

장을 60-70 유로에 사다 들인다.
호나우두나 데이빗 베컴과 같은 축구영웅을 세계 전체에 상품으로 팔

려면 사람들의 귀와 눈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야만 했다. 케이블 텔레비전
이나 24 시간 내내 방영되는 ESPN은 그런 점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공로
자들이다. 얼마 걸리지 않아서 세계인들은 스크린을 통해 베컴이 곧 영
국 최고의 선수일 뿐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이라고 기억하
게 되었다. 베컴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세계 전역에서 TV와 스포츠 일간
지의 단골 뉴스가 되었다. 스파이스 걸인 빅토리아 아담스와 결혼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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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라리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 밀월여행과 애정행각의 후일담까지도

뉴스화되었다. 호나우두의 사생활도 곧 뉴스감이 되었다. 여자친구와의
불화도， 멋진 브라질 모델출신과의 만남도 모두 세계인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축구가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화되자 국제적 관료기구인 국제축구연맹
(FIFA) 의 활동영역도 확장되었다. 아무런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는 피파
크래시 (Fifacracy)는 텔레비전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가속화된 축구의 산

업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벨란제와 블라터로 이어지는 관
료장치는 광고주， 구단주， 언론사주를 연결하는 철의

동맹을 형성하고

‘돈이 되는 축구’를 지향한다.
이제 월드컵 대회는 20 억이 보는 세계제전이 되었다. 피파가 2002 년
과 2006년의 중계권을 독일의 키르히 미디어 (Kirch Media) 에 판 가격은

22 억 4 천딴 달러라고 했다.(Villamil ， 2002) 키르히 미디어는 이 중계권

을 다시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당 방송사들에다 잘라서 판다. 투자자들
은 자국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갈 수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떨어진다면 별로 재미가 없다.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게임에

감시자는 거의 없다.(Tomlinson， 2002) 엄청난 돈을 주무르는 국제축구연

맹의 존재는 “감시자를 대체 누가 감시하는가"(Who guards guardians?)
란 대단히 고전적인 정치적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4. 포스트포디즘축구
앞서 말했듯이 현대축구는 다기능적인 기능공을 선호한다. 그래서 경

영학 용어를 벌어 ‘포스트포디즘형 축구’ (Giulianotti， 1999) 라 명명할 수
있다. 예술축구는 이미 사라졌고 경영학 축구와 수비 축구의 시대가 활
짝 열렸다. 네덜란드의 토혈 사커와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 (cadenacιio)가

판을 지배하게 되었고 브라질의 삼바 축구는 다시 로컬 축구로 전락해
버렸다. 남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 축구의 모방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제 전위나 후위의 개념도 상대화되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가로 지르
며 쉴 새 없이 뛰어야 한다. 흐름을 이어가는 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00 01 에르야에 "'1 꺼쩌% 제 17 권
이 체제는 ‘작7}(auteur) 의 죽음’과 ‘댄서의 죽음’을 강제한다. 축구 스타
일이 동질화되고 획일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진부해졌다.
“축구에서

콜은 오르가슴에

해당한다”고 갈레아노는 말했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축구에서 오르가슴은 참으로 귀하다. 모두 한 골에 살고 죽
는 게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는 쓰리백(사실상 수비수는
다섯 이다)이나 포백 체제로 가동된다. 세계 최고수급인 영국이나 이탈

리아나 브라질도 모두 한 골에 목숨을 건다. 전광판의 불은 1:0, 1: 1, 아
니면 2: 1 을 가리키며 꺼진다. 과거 환상축구의 대명사였던 브라질의 경
우도 한 골을 넣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전 선수가 수비에 나선다‘ 공
은 사이드라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선수는 들어
누워 시간을 질질 끈다. 이기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l 천골을 넣은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던 펠레는 아스라한 기억 속으
로 사라졌다. 이제 유럽리그에서 뛰는 뛰어난 골잡이도 선수 생활 내내

100골을 넣기도 힘들다. 이중 삼중으로 친 수비수들의 철조망이 그의 앞

길을 가로 막는다.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도 게임당 평균 골수는 2.5 골
전후에 불과하다. 평균 골수가 4골을 넘었던 초기 월드컵 경기들에서 점

진적으로 퇴화한 것이다. 축구의 산업화와 세계화로 큰 돈을 벌게 된 구
단주와 광고주， 스포츠용품 회사， 국제축구연맹은 싱글벙글 웃는다. 하지
만 시청자들은 즐거움이 반감된， 아름다움이 사라진 슬픈 세계화의 현실

에 거저 민족주의적 열정이나 향토심만 불태울 뿐이다.

ffi. 축구 민족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1. 2002 년의 서울 윌드컵
2002 년 6 월 서울에서 우리들은 광란의 낮과 밤을 경험했다. 월드컵
축구를 매개로 한 붉은 색의 축제였다. 붉은 색에 대한 금기가 대단히
강했던 우리 사회는 다시 이 원색과 화해를 했다. 좌도 우도 모두 붉은

색이 되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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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들， 그리고 원색의 축제들. 광화문 거리를 메웠던 그 붉은

인파들이 무리 사회에 던졌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스팩타클에 어울리지 않는 질서정연함. 활기가 넘쳐흘렀지만
어딘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월드컵 축구는 우리
의 얼굴을 비추는 자화상이었고， 거울이었다. 또 불쑥 성숙한 우리 사회

의 문화와 스타일을 담아낸 그릇이기도 했다. 벌써 월드컵 4 강의 신화가
지난 지 4 년이 되어 가지만 그 열기와 여진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맴돌

고 있다. 2002 년 6 월은 아직도 해독되어야할 부분이 많은 암호문과 같
다.
2002 년 월드컵은 축구 세계에 진행된 세계화의 여파를 잘 보여주었다.

8 강이 겨푸는 준준결승전에 5 개 대륙 국가가 고루 진출했다. 아시아{한
국)， 북중미(미국)， 아프리카{세네갈)， 대륙이 유럽과 남미 일색의 8 강 중
원에 발을 들이밀었다.(손원재， 2002) 세계 축구의 변방인 아시아에서 개
최된 이 대회에서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은 같이 16 강에 올랐고 또
세계 축구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4깡 진출이란 기염을 토한 우리나라의

경우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를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히딩크 감

독이

이끌었던 우리나라 축구팀은 다기능공을 선호하는 포스트포디즘

체제에 맞는 체제 개편을 큰 무리 없이 해냈다.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고
흐름을 연결하는 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체제에서 우리는 성공적
으로 적응했던 것이다. 적어도 축구에 관한 한 세계화 전략은 단기간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축구의 세계화란 측면에서 2002 년 대회를 음미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

를 입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대회는 1970 년대 이후 약화되기
시작한 예술축구가 완전히

죽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흔히

‘작가

(auteur)의 죽음’에 비유된다. 우승국이었던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조차 스
콜라리 감독에 의해 속도와 수비를 강조하는 경영학 축구로 변했던 것
이다. 유럽축구와 남미축구의 편차도 이제 거의 사라졌다.
둘째， 축구의 세계화로 전통적인 강호였던 유럽과 남미의 득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그 틈새에 아시아와 북미， 아프리카가 약진하게 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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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기술과 전법에서 우위를 지녔던 유럽， 섬세한 봄놀림과 경이로운
플레이로 공격축구를 주도해온 남미축구는 포스트포디즘의 확산으로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 축구에도 상품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

이 적용될까? 모든 제품이 흥망성쇠의 부침을 타듯이 말이다. 2002 년 대

회에서 8 강에 들었던 한국， 미국， 세네갈 터키의 부상은 세계화 축구의
새로운 판도와 위상을 잘 보여준다.
셋째， 이제 기술과 체력의 조건이 평준화된다면 그 팀의 자원들을 효율

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있는 감독이 중요해진다. 능력이 출중한 감독은 글
로별 대기업의 CEO 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으로 계약을 맺는다. 감독
은 시스템의 디자이너이며 전장에서 전투를 지시하는 지휘관이다. 선수들

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 뛰어난 체력과 경기의 흐름을 원어내는 눈
만 었다면 누구나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제 드리블링 능력이나 화

려한 개인기는 일류선수가 지녀야할 덕목은 아니다. 오히려 단점이 된다.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순종적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된다.

1998 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뭔 프랑스는 2002 년 대회에서 6 명의
감독을 수출하여 고급 기술인력 수출국으로 주가를 높였다. 2006 년 대회
에서도 네덜란드와 동유럽 출신의 감독 여렷이 각국 대표팀을 맡고 있

어서 유럽의 토탈 사커의 세계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선진국 축구의 기술과 전법이 확산된다고 해도 여전히
‘몸의 예술’인 축구는 나름대로 독특한 편차를 만들어 낸다. 몽의 움직

임은 그 자체로 카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독일인이 탱고를 추면， 싱
코페이션의 춤사위는 짧은 스타차토의 둔탁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북구인들이 라틴음악을 소비한다면 그 한계는 그룹 아바"(Abba)의 노래
정도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세계화가 기술과 전법의 모방과 획일화
를 확산시킨다고 해도 검은 피부의 부드러운 율동을 완전히 해체할 수
없는 것이다. 세네갈과 브라질의 축구가 독일， 미국， 잉글랜드의 축구보
다 아름다운 까닭은 바로 여기에 었다. 유럽의 축구 가운데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축구가 독일과 이탈리아 축구보다 아름다운 까닭도 마찬가
지이다. 세계화도 역시 피부색과 지방색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식을 이어서 라틴아메리가와 유럽 축구에서 국민적 정체성이 축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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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라틴아메리카: 축구， 민족주의， 그리고 피부색
근대 축구와 포스트모던 축구에서 피부색과 인종주의， 그리고 국민적

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피부색 문제가

역사의 중심주제로 자리를 잡았던 라틴아메리카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멕시코의 저명한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다.
“멕시코인들은 아즈텍 족에서 내려왔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은 배에서 내

려 왔다끼Mexicans

from ships.)

descended from the Aztecs , but Argentines descendεd

멕시코는 곧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로 메스티소란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지만， 배에서 내린 아르헨티나 인들은 끝없이 자신의 존
재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아르

헨티나의 정체성 추구는 정신병적 차원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 이 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인구비례로 프로이트 류 서적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
이 되었다.

이 런 종족적 특성 때문에 멕시코는 혼성 (hybridity)으로 자신의 운명으
로 받아들이지만， 아르헨티나는 혼성을 불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나라는 큰대의 탄생과 더불어 축구를 받아들이지만， 수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1880 년대 초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영국인들은 자신의
스포츠를 이곳에다 전파했다. 곧 아르헨티나는 클럽을 중심으로 축구가

퍼져 나갔다. 1930 년대부터 도시에서는 클럽이 후원하는 프로페셔널 리

그전이 치러졌고 아르헨티나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는다. 이미 아르
헨티나에선 1920-30 년대부터 축구의 민족성을 따지는 담론이 형성된다.

특히 이들은 영국의 기술과 선수 양성법을 모방하는 한편， 부에노스아이
레스의 열기를 담은 탱고 리듬도 받아블였다. 1940년대 리버 플레이트
팀의 총아 모레노는 이렇게 말했다. “탱고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다.
리듬을 타고， 뛰면서 리듬을 바꾸고
동을 하는

옆구리를 움직이며， 허리와 다리 운

것이다" 유연하면서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탱고축구의

정체성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104

01 배르야이1"'1 카쩌￡ 제 17 권

페론이 집권한 민중주의 시기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는 ‘공식적 민족주

의’의 내용을 채운다. 초등교육이 확산되었고， 스포츠 교육과 축구도 대
중적으로 보급되었다. 민중주의는 이제까지 민중들에게 금지된， 민족성
(국민성)을 아래로부터 구성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국민틀에게 돌려주었
다. 정치적 몸(body po1itic) 만들기에 축구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1948 년
에 나온 영화 <헝갚으로 만든 공 Pelota de trapo>은 당시 엄 청난 인기

를 누린 축구영화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남미 결승전에서 붙는다.
인기절정의 축구선수 보는 심장병의 통증이 견디기 힘들지만 경기장에

나오며， 이렇게 내뱉는다. “그래，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아. 이것도
조국 사랑이라고끼Alabarces y Rodriguεz， 1997) 민중과 조국과 축구는

이 선수의 대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융합된다.
하지만 멕시코는 달랐다. 원주민과 백인이 혼혈한 300 년의 식민사가
존재했기에 근대성의 도래와 더불어 축구가 도입되었지만， 그 축구는 아

르헨티나와는 달리 도시의 축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도시 주변의 마을
(baπ10: 원주민과 혼혈인이 뒤섞여 사는 곳)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리그
전이 유행했고， 축구팀의 재정도 마을의 유력자나 공동체 성원들이 책임

을 졌다. 메시코에서 축구는 비교적 싼 비용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멕
시코 축구는 훈육이나 트레이닝을 거부하는 “원시적 게임”이었다. 뛰어
난 축구 선수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채 바리오의 열정을 담는 발 재

간꾼이면 되었다.(Zavala Rivas , 2001)
1930 년대 도시화가 진행되고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멕시코 축구 역

시 클럽화의 길을 걷는다. 대학들도 축구팀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멕시
코혁명(1 910-17) 이후 탄생한 혁명 정부의 열기가 식지 않았던 때인지라
축구는 곧 국민적 정체성 추구의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대중들은 당시 1
부 리그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했던 스페인계 클럽(에스파냐， 아스투리아
스)에

대항하는

팀에

성원을

보냈고，

축구경기는

곧

멕시코인

됨

(mexicanidad)을 확인하는 장치로 소비되었다. 아르헨티나 축구가 도시에
모인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스펙터클이었다고 한다
면， 멕시코 축구는 과거와 현재， 다양한 문화가 화해하고 공존하는 혼혈

과 융합의 의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에 대항하는 메스티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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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의 전도벨트가 되었다.

반면 브라질 축구는 위 두 나라와 인종 구성이 달랐기에 좀 색다른
역사를 걷는다. 축구가 19 세기에 도입되는 계기는 비슷하다. 아르헨티나
와 유사하게

영국인과 엘리트 중심의

아마추어 클럽 축구가 한쪽으로

활성화되지만， 이는 곧 인구의 다수인 흑인과 물라토의 공장 지대로 확
산되었고 축구의 대중화가 일어났다. 가난한 흑인소년들의 꿈은 축구선
수로 공장노동자를 겸하는 자리를 탐냈다. 이중 보직이변 직업의 안정성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도 후했기
너나할 것 없이 축구에 매달렸고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흑인들은

공 하나로 일상생활의 시름을 잊었다.

곧 리오나 상파울루의 빈민가에 축구는 대중적 행사가 되었다. 그 결과
로 1923 년에 일찌감치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리그전에서 흑인 혼성팀인

바스코 다 가마가 우승을 차지했다. 백인 스포츠로서 군림하던 축구가
드디어 흑인과 혼혈인의 무대로 변한 것이다.(Leite Lopes , 2002)

하지만 흑인선수들은 아무리 잘 뛰어도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물든 백인주류 사회에서는 백안시되었다. 이들은 흑인이나 혼혈인이 용인
되는 몇몇 클럽이나 기업 소속팀에서만 띔 수밖에 없었다. 1930 년대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구단주들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백인선수들을 열렬
히 받아들였지만， 흑인이나 혼혈 선수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유럽 축구에서도 피부색이 중요했던 것이다. 당시까지 맹위를 떨쳤던 인
종주의 생불학에 따르면 흑인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판단력이나 기
술적인

변에서

백인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종주의

생물학은

1930-40년대까지 브라질 엘리트 사회를 지탱한 중심 이데올로기였다.

곧 민중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
스포츠를 대대적으로 활용했다. 학교와 작업장에서 체조와 구기 종목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었고， 민족주의를 고양할 수단으로 축구 대표팀이 활
용되었다. 새로운 국민이란 정치체 (body po1itic)는 시민의 몸체를 가꾸고

다듬어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민중주의는 백인 중심주의， 엘리트 중
심주의와 선을 그어야만 했다.
이미 브라질 사회에서 흑인들과 물라토가 뛰는 혼성구단들이 국내 리
그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거두고 있었다. 이들은 유럽으로 간 백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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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대신하여

브라질

축구의

Lεltε， 2002 , 136-7) 민중주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시대의

내었다.(Lopes

뛰어난 역사학자와 민속학자였던

질베르투 프레이리 (Gilbeπo Fr，εyre)는 인종주의 생물학과 인류학을 비판

하였고，

브라질에서

인종간의

조화와 흔혈을 ‘인종적

민주주의’ (racial

democracy) 란 용어로 상찬하였다. 미국이 혹백분리 (segregation)로 인종적

억압이 심한 나라라면

브라질은 혼혈에 대한 용인으로 인종간 조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주인과 노예』의 저자는 말했다. 이제 흑인성，
혼성 숭배， 인종간의 조화는 민중주의 시대의 지배이념이 되었다. 흑인

들과 혼혈이 지배하는， “허리가 획획 돌아가고 봄이 파도치듯 출렁대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축구” 곧 삼바 축구가 새로운 정치인 세대와 국민
들로부터 승인되었던 것이다. 흑인음악이었던 삼바가 국민예술로 부상하
고， 삼바 축구가 대중들로부터 시민성을 획득한 것도 바로 이런 민중주
의 시대의 정치적 맥락에서였다.4)

그렇다고 인종주의가 일거에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다. “달리는 백
인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달리는 흑인은 도둑놈”이란 속담도 여전히 사
회의

일각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뛰어난 유색인 선수들은 보이지 않은

피부색의 불평등을 공으로 희롱할 수 있었다. 정치인류학자 제임스 스갓

(James Scott)의 표현을 벌자면， 축구공이 “약자가 저항”하는 무기로 둔
갑했다고나 할까. 브라질 선수들은 키퍼까지 제치고 엉덩이로 골을 넣기

도 하고， 이런 저런 재기를 통해 경기규칙(곧 사회 자체)을 비웃을 수
있었다. 선수는 건달(malandro) 처럼 허리를 유연하게 흔들며 볼을 갖고

놀았다. 인류학자 로베르투 데 마타는 ‘건달’이야말로 브라질 축구， 아니

브라질 사회와 문화의 정체성을 잘 담지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유럽축구
는 근육질， 육체적

웅변，

‘허리

강고함을 강조하는 형식이라면， 브라질 축구는 임기

놀림’(j ogo de cintura)으로 상대를 부드럽게

돌파한다.(Da

Matta, 2002) 브라질 선수나 브라질 정치인에게 황금률은 잘 빠져나가는

4)

칠베프뚜 프레이리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의 유산에 대해서는

An tonio ]orge Soares(2003)

를 참조하시오 프레이리는 “삼바의 일부， 바이아의 몰레카， 페르남부쿠의 카포에이라， 리
우 의 건달”이 브라칠풍 축구의 뿌리라 발했다 그는 브라질 축구는 “어쨌든 춤에 가깝다”

고 갈파했다

Da

이플 ‘건달’ (malandrol 이라는 브라질 문화의 코드로 축구에 응용한 저작은

:，，13tt3(20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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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중을 진짜 즐겁게 하는 것도 많은 득점이 아니었

다. 완벽한 골이었다. 완벽한 골은 건달 같은 선수가 환상적인 개인기로
키퍼까지 제치고 살짝 밀어 넣는 것이다. 경기장의 관중들도， TV 스크
린을 보는 대중들도 이런

묘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렸고， 지배질서를

희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바축구의 경이로움은 각박하고 힘든 현실을
뒤엎는 카니발의 카타르시스 장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과거지사가 되었다.

3. 유럽: 축구， 이민， 인종주의
포스트모던 축구에서 인종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요

즘 불법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의 예를 들어 간단히 살펴

보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팀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재미있고， 반면에 하얀 피부색 일색의 팀의 경
기는 별 재미가 없다. 디아스포라 시대에 이민정책도 축구의 컬러에 영

향을 준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그런 점에서 과거 식민지 출신이나 외지
인들에게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시민권을 주저 없이 부여해주는 네
덜란드나 프랑스의 축구가 훨씬 재미었고， 그런 유연성이 결핍되어 있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축구는 여전히 딱딱하게 보인다.

2002 년 한국-이탈리아 전이 끝나면서

이탈리아 여론은 편파 시비를

걸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한 바 있었다. 사실 유럽국가 가운데 불법

이민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가장 배타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이다. 이
탈리아의

사민권 모텔은 앞서 주 3 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주공동체를 아

예 무시하는 ‘비실체적 모델’에 해당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민에
대해 가장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라치오 팀의 서포터들은 파시스트
식 경례를 할 정도로 극우적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한다. 국가대표 축구
팀 역시 가능한 한 순혈주의를 고집한다.

프랑스의 좌파 평론가 파스칼 소바지는 이렇게 논평한다. “극우는 깜
짝쇼를 연출한다. 울트라 스포터들은 TV 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고 동조자들을 규합하려 한다. 오늘날 파스스트 그룹들은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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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축구팀을 가지고 있다."5) 게다가 2002 년 월드컵 시절은 북부의 언론

재벌이자 AC 밀란의 구단주를 겸하고 있던 우파의 베를루스코니 정권
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세계축구의 변방이었던 한국에 강
호 이탈리아가 패하자 이들은 신경증의 증세를 보였다. 어떻게 하얀 피

부가 황색 피부에게 밀릴 수 있단 말인가. 이탈리아 언론도 멍달아 과민
반응을 하였다.

프랑스 팀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선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익

정치인 르팬은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가리켜 “아프리카 국가팀”이라고 냉
소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이미 프랑스 국내의 일부 리그전에서도 프
랑스인과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6:4 정도나 된다. 총 534 명 가운데 209 명

이 외국인 선수이고， 이 가운데 아프리차 출신 선수는 115 명， 브라질 선

수는 27 명이나 된다. 프로팀 올랭피끄 드 마르세이유의 경우 외국인 선수
는 63% 나 되고， 13 개국의 선수들이 뛰고 있다.(Boniface， 2006 , 42)
우리는 월드컵 당시

경기 시작 전에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는

검은 이들의 모습에서 ‘제국적-공화주의 모델’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98 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에서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던 지단은
알제리 출신이다. 당시 프랑스가 우승컵을 쥐었을 당시 개선문 광장에는
“지단을 대통령으로”란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한다. 2002 년 월드컵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호인 네덜란드도 역시 구식민

지 출신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구식민지인 카리브 섬 출신에게
도 똑같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너그러움에서， ‘혼종성’ (hybridity)을 문제
가 아니라 강점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강소국의 교훈을

읽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국내 I 부 리그의 외국인 비중의 변화

5) Pascale Sauvage(2006) , “ Le racisme empoisonne. le football italien" , Le Figaro‘ 30
novembre 2005. Boniface. 154 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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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iface(2006, 41)

N. 결론: 축구와 평화
축구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는 정치의 연장'''6) 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시간은 이제 탱크가 지나가고 야포가 터지는 전장보다 TV 화면에 더욱
자주 등장한다. 전후 독일인들에게도 축구는 그들의 국민적 정체성을 가
두는 유일한 장치였다. 2 차 대전의 패배 이후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축구는 “낡은 악령의 영겁회귀나 민족주의의 부활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씻으면서” 독일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그들의 우월성을 확인하
는 유일한 제의가 되었다. 독일의 전차군단은 이제 독일 축구대표팀으로

둔갑했던 젓이다. 축구는 전쟁과 포성이 사라진 유럽에서도 국민적 정체
성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이제 월드컵 제전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전이다. 1989 년 냉전이 종
식되고 오로지 미국만이 전쟁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이 시대에
축구는 대부분 국가들에게 가능한 유일한 형태의 전쟁인지 모른다. 그래
서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을 치른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경기나， 북방영
토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일본-러시아 경기는 해당 국민들에게 특

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2 년 당시 국가부도 상태에서 월드컵 경기
를 보아야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모둔 희망을 축구에다 걸었다. 그래

서 16 강 전출이 좌절되자， 울분을 삭일 수가 없었다. 당시 한 일간지는
“모든 게 끝났다”란 말로 일변 톱을 뽑았다.

광화문을 뒤덮은 ‘붉은 악마’의 외침도 축구 민족주의의 한국판으로
완벽했다. 2002 년 한국축구는 사회성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고 이질적
인 다양한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민주화 이래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젊은 세대의 열정이， IMF 이래 청년실업이 지

6) 이 표현은 런던의 타임스 지가 1996 년 유럽컵 준결승전에서 격볼하게된 영국 대 팍엘 전
음 논평한 글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플 처음 아용한 논평자는 1981 년에 유사한 제복으
로 소설플 쓴 피에르 부르기드(Pierre Bourgeadel 라고 한디.(B oniface.

2006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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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되면서 점차 누적되어가는 사회적 불만이

나아가 양극화로 인한 사

회적 스트레스가 모두 월드컵 축구란 도가니로 흡수된 것이다. 스트레스
과잉의 사회에， 주기적인 축제가 과소한 사회에 월드컵 축구는 대형 카

니발이 된 것이다‘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차에서 축구의 열정은 일차적으로는 클럽으로， 해
당 지역 팀으로 표출된다. 브라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종교가 정해지

고 세례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평생 섬길 팀도 정해진다. 부모들은 아
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지지 팀의 로고나 문장이 새겨진 장식품이나
옷을 아아 선물로 준비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는 부모로부터 지지 팀의

장점， 상대 팀의 단점에 대해 신물이 나도록 주입을 받는다. 그래서 브

라질 팬들이 섭기는 클럽팀에 대한 충성심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
지 된다.(Daolio，

1998)

그래서 브라질 팬들에게 펠레는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이기 전에 상투

스 팀 선수였다. 과거 상파울루 사람들이 상투스를 지지했다면， 리우 사
람들은 플루미넨세를 지지했다. 이들에겐 지역과 클럽에 대한 정체성이

브라질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앞선다. 클럽과 지역적 정체성이 강한 이
들과 달리 우리는 오로지 국가대표팀에 대한 열정만을 표출하였다. 단일

민족의 신화는 축구에서도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무궁화 꽃은 다시 피었고， ‘하나 됨의 신화’는 2002 년에 더욱 강화되
었다. 우리에겐 유럽이나 중남미 팬들이 지닌 축구팀에 대한 다중 정체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좁은 나라여서 그런지， 프로축구 역사가 일천해

서 그런지 지역 팀에 대한 팬들의

열정은 별로 없다. 오로지 국가대표

팀과 “때-한민국”에 대한 열정뿐이다. 한국 축구의 세계에도 그레고리
핸더슨이 말한 “소용돌이의 정치 "(politics

of

vortex)가 적용되는 것일까?

하나의 중심이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블랙홀 같은 것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2002 년 서울 축제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한시적으로

전도하는” 지배자들의 카타르시스 책략은 아니었다. 우리의 축제는 아래

로부터 조직된 측면이 강했다. 붉은 악마는 위로부터

이를 활용하려는

포풀리즘적 유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적어도 한국에는 아직

까지 젊은 열정을 페론이나 무솔리니， 아르헨티나 독재정권처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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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 동원하려는 유혹은 적다. 축구는 축제로 끝나야지， 결코 정치적
동원이나 조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2 년 대회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지

만 국제언론은 성공작으로 평가하였다.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의 경험이
있고， 역사인식에 대한 편차도 큰 두 국민이 어떻게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하고 바깥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으리라. 하지만

양 국민들은 의외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주 초보적이지만 한일
간에는 동북아를 둘러싼 연대의식 마저도 어슴푸레 느껴지지 않았을까.

미약했던 그 흐름은 역사교과서니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는 흔적도 찾아
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16 세기 이래 세계경제에서 중심부 역할을 하던 아시아는 아편전쟁을
고비로 유럽에 결정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식민지， 반식민지의 고통

과 전쟁이 뒤따랐고， 전후 질서재편도 서구세력의 주도로 이뤄졌다. 오

랜 역사 흉안 아시아의 지분은 위축되어왔지만， 지난 50 년간 동아시아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간의 고속성장으로 아시아의 위상은 재조정
되고 있다. 하지만 1997 년 외환위기가 터져 순조로운 동아시아의 부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 와중에 열린 2002 년 월드컵은 동북아시아의 위상을 세계에 다시금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기에
참가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경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축구에서도 오리엔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우리의 상대적인

성공에 비해 중국의

저조한 실적이 그곳 국민들에게 약간의 소외감과

상처를 낳았겠지만 적어도 월드컵은 상호간의 적대의식이 강한， 그리하

여

복고적

돌"( c1 ashes

민족주의

감정이

상승세에

있는，

소위

“민족주의의

충

of nationalisms) 의 현장인 풍북아 삼국에 적 대 완화의 수단이

되었던 것 같다.

축구는 근대성의 산물이었다.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게임은 도시에서
폭력의 순화를 꾀하는 합리화와 문명화의 산물이라고 N. 엘리아스는 갈
파했다. 이 합리화와 문명화의 아이디어를 동북아에 적용한다면， 동북아
에 점증하는 적대의 파고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삼국 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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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과

정치-군사적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광고시장도， 프로팀의 축
구시장도 점차 규모가 커져만 가고 있다. 조만간 삼국의 큰 도시들을 연
결하는 순회 리그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첨예한 손익계산을 둘러싼 경
제적， 정치적 협상 게임에 임하기에 앞서， 동북아 FTA 나 평화구상을 그
리기에 앞서 동북아 축구 리그전 같은 축제의 장을 공유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아야겠다. 영토분쟁，

역사인식의

편차， 식민지-반식민지

경험

등이 축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지만， 둥근 축구공
을 통해 동북아 국민들이 자주 만나고 지역적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꿔

간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유럽의 통합과 유사한 지역협력체도 가능할 것
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의 교착상태의 해빙도 작은 탁구공에서 시
작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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