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르파스톤이란 기원전 7�6세기경 그리스에서 성행했던 경기이며,

이것이 로마에 전파되어 군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경기는 각기 자기 진 의 골라인을 지키는 두

팀 사이에 벌어졌고 경기장에는 중앙원도 있었다. 경기 방식은 공을

차거나 던지면서 전진해 마지막에는 상 가 지키고 있는 골라인을 넘

는 것이었다. 이는 군 에서의 훈련이나 군 스포츠로 발전하다가

로마인들이 국을 침략하 을 때 국에 소개되었다. 그 뒤 11세기

덴마크가 국을 점령하 다가 물러나자 국인들은 덴마크 폭정에

한 반발로 덴마크인의 두개골을 발굴하여, 그것으로 하르파스톤 경

기를 함으로써 마음껏 울분을 풀었다고 하며, 이것이 근 축구의 기

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__수원월드컵경기장(www.bigbird.or.kr) 중 축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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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시 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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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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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삼국 시 부터 조선 말까지 행해졌으며 농주(�珠) 또는

기구(氣毬)라고도 하 다. 당나라 때 고구려∙백제∙신라로 전해져

일본에까지 들어갔다. 『당서(唐書)』에“고구려 풍속에 사람들이 축국

을 자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는“김유신

이 김춘추와 축국을 하다가 춘추의 옷 끈을 밟아 떨어뜨렸다.”고 기

록되어 있다. 고려 때의 기록으로『동국이상국집』후집 고율시(古律

詩)에“우연한 기구를 보고 생각한 것이 있어 뜻을 붙여 시를 짓되 공

에 바람을 넣어 사람들이 모여 차다가 바람이 빠져 사람들이 또 헤어

지니 쭈그러진 빈 주머니가 남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밖에 1790년

(정조 14년) 간행된『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초학기(初學

記)에 말하기를 국(鞠)은 즉 구[毬(球)] 자(字)이니 지금의 축국은 구

희(球戱)인 것이다. 옛날에는 털을 묶어 이를 만들었고 지금은 가죽

태(소의 오줌통으로 공을 만든 것)에 바람을 넣어 이를 찬다.”는 기록

이 있다. 

이와 같이 공은 처음에는 가죽 주머니 또는 소나 돼지의 오줌통 속

에 겨, 털, 헝겊 같은 부드러운 물건을 채워 넣다가 그 후 부드러운 물

건 신 바람을 불어 넣어 오늘날의 공과 같이 만들어 사용했다고도

한다. 

축국은 시 에 따라 경기 방법이나 규칙이 다르다. 왕운정(汪雲程)

의『축국도보(蹴鞠圖譜)』에 의하면, 구장(球場)에서 하는 축국과 구

축국



장이 없이 하는 축국, 양쪽에 골문을 설치한 축국 경기 등이 있다. 일

정한 구장이 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축국에는 1�9인장(人場)

이 있는데, 혼자서 차는 것을 1인장, 두 사람이 마주서서 차는 것을 2

인장, 세 사람, 네 사람이 마주서서 차는 것을 3인장, 4인장이라 하

며, 그 이상이 순서 로 서로 번갈아 돌려가며 차는 경기로서 공을 땅

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진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의 제기차기와 비

슷하다.

한편 일정한 구장에서 하는 축국은 중국 한나라 때 성행하 는데,

사면에 담장을 치고 구장 양쪽 끝에 각각 6개의 구멍을 파 놓고 공을

차서 그 구멍에 넣으면 승부가 났다고 한다. 당나라 때에는 2개의 골

문을 설치한 구장에서 축국을 하 다고 한다. 이때부터 바람을 불어

넣은 공을 사용하 는데, 경기 방식은 상부에 그물을 쳐 놓은 나무

두 개를 세워서 골문을 만들고 편을 가른 두 팀의 선수들이 상 편 골

문 그물에 공을 차 넣으면 이기는 것이다. 옛날 축국은 팀의 인원 제

한이 없이 양편이 같은 수이면 되었다. 두 개의 골문을 설치한 축국은

오늘날의 풋볼과 매우 흡사한 경기 다. 

한국에서는 골문을 세워서 한 축국의 기록은 없고, 조선 시 에 2

인장이나 3인장 같은 축국을 한 기록이『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있다. “젊은이들이 축국 놀이를 하는데 공은 포알만 하고 위쪽에

꿩털을 꽂았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번갈아 차는데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잘한다고 했다. 겨울부터 시작하여 설날에 많이 한다.”고 쓰

여 있다. 또는 마당 양편에 세운 몇 길 높이의 나무 위에 그물을 얹

어 놓고 7�8명씩 편을 지어 서로 공을 그물 위에 차올리며 많이 차

올린 편이 이겼다고도 한다. 

__야후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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