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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마다문화마다달라

국제적으로 정해진 경기 규칙에 따라 똑같은 규격의 공

을 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더라도 나

라와 사람에 따라 경기하는 모습이 다르다. 요즈음에는

서로 상 편의 전략을 연구하고 감독과 선수들도 여러 나

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많이 없어졌지

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 또는 지역마다 축구를

하는 모습이 많이 달랐다.   

축구가 시작된 국에서도‘잉 랜드 축구’, ‘스코틀랜

드 축구’같은 말이 있었다. 잉 랜드에서는 드리블을 중

시했는데, 스코틀랜드 선수들은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경

기장의 조건 때문에 패스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

에 축구의 스타일도 달라졌다고 한다. 또 섬나라인 국

의 축구와 비교하여‘ 륙 축구’라는 말도 있었으며, 중남

미 축구는‘라틴 축구’라 했고, 그중에서도 브

라질 축구는‘삼바 축구’라고 불 다. 

국에서 규칙이 정

해진 축구가 전 세계

로 퍼지면서 지역과 문화

에 따라 특징을 갖게 되었

다면, 다른 여러 문화

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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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로 활과 화살에

해 살펴보자. 활과 화살

은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사용되어 왔다. 기본 원리

도 같고 모양도 비슷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만든 재료

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국이나 몽골의 활은 동물의 힘줄과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력이 강하다. 그래서 활은 작아도 화

살을 멀리 쏠 수 있었다. 반 로 유럽의 활은 훨씬 크지만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

는 무사의 모습(위)

유럽에서 사용하던 활과

화살(아래) 



탄력이 약하다. 한국이나 몽골에서는 전쟁에서 활이 매우

중요했는데, 특히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쏘기를 잘했다고

한다.

40

우리나라의전통놀이나스포츠와비슷한것들이다른나라에도있는지모둠별로조사

하여발표해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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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 시간에 일본에 해 배우면서 지난번 우

리 집에 놀러 오셨던 아빠의 일본 친구인 와타나베 씨

가 식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났다. 와타나베 씨는 밥이

건 반찬이건 심지어 국까지도 젓가락으로 드셨다. 아

빠와 나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숟가락으로 먹었다. 하

지만 와타나베 씨는 밥을 말지 않은 채 국그릇을 왼손

에 들고 국물을 마셨고, 건더기는 오른손에 든 젓가락

으로 입안에 어 넣거나 집어 드셨다. 그 모습이 신

기해서 와타나베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아빠는 식

사하시는 손님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

라며 주의를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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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그릇을 입에 고 마시는 일본 사람들

아빠가 와타나베 씨에게 일본에서는 국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느냐고 물어 보셨다.

그랬더니 와타나베 씨는 빙그레 웃으며“ 쎄요…….”하며 잠시 생각하다가

“아, 오차쓰케가 있지!”라고 하셨다. “그게 뭔데요?”라고 현수가 묻자, 와타나베

씨는“한번 만들어 볼까?”하시며 빈 그릇에 밥을 약간 덜더니 거기에 녹차를 부

으셨다. 그러고 나서 상에 있던 구운 김을 부수어 그 위에 뿌리더니 이번에는 구

운 생선 살을 조금 떼어 잘게 부수어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회 접시에 놓여 있던

고추냉이를 조금 덜어 넣은 뒤 완성! 

그런 다음 와타나베 씨는 먹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왼손으로 그릇을 든 채 오른

손에 든 젓가락으로 오차쓰케를 입 속에 훌훌 어 넣다시피 하셨다. 

현수는 요즈음 밥그릇과 국그릇을 반드시 밥상에 올려놓고 먹는다. 전에 밥그릇

을 들고 먹다가 할머니께 몇 번이나 야단을 맞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

주 점잖게 생긴 어른인 와타나베 씨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드셨고, 또 아무렇지

도 않게 국그릇을 입에 고 마시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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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일본, 중국에서는모두젓가락을사용하는데, 나라마다생김새와사용하는

방법이조금씩다르다. 어떻게다른지알아보고오늘점심시간에일본식과중국식으로

젓가락을사용하여음식을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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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