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

1. 브라질의 삼바 축구

브라질 표팀은 카나리아처럼 노란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 카나리

아 군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축구 스타일을 삼바 축구라고 한다.

삼바 축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한 삼바 축제를 연상시킨

다.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하기 위해 냉철하고 치 한 계산과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현란한 기술로 즐겁게 게임을 풀어 간

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으로 흑인 인구가 많은 중남미 국

가이기 때문에 이웃의 아르헨티나와 달리 흑인 선수가 많다. 

2. 독일의 전차 군단

제2차 세계 전 당시 타이거 전차를 주력으로 하는 로멜 장군의 전차

군단은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다. 독일의 축구는 민족의 정서를 이

어받아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훈련에 의한 물샐틈없는 조직력이 강

조되는데, 독일이 우수한 조직력,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건실한 플레

이로 월드컵을 차지했을 때, 독일 팀을 전차 군단에 비유하게 되었다.  

3. 잉 랜드 축구와 스코틀랜드 축구

심지어 국에서조차도 잉 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축구를 하

는 방식이 크게 달랐다고 한다. 잉 랜드 축구는 주로 장거리 패스에

의존하는 작전을 펼쳤다. 좌우 양쪽의 공격수인 윙을 활용하여 치고

들어가 문전으로 센터링을 하여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스코틀랜드 방

식은 주로 짧은 패스를 이용하는 스타일이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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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운동들의 예

1. 격구와 폴로

2. 씨름과 레슬링

3. 씨름과 스모

4. 자치기와 골프

5. 태권도와 가라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놀이를 하는 나라

1. 가위바위보 : 동남아시아

2. 구슬치기 : 스위스

3. 연날리기 : 세계 여러 나라

4. 씨름 : 몽골, 터키

5. 장기/체스 : 중국, 일본, 세계 여러 나라

일본, 중국의 식사 예절과 젓가락 사용법

1. 일본

식사 예절__일본의 밥상은 젠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밥상보다 작고

낮다. 그릇은 요리에 따라 다르며 젓가락만 사용한다. 식사 전에는 반

드시 인사를 하고 젓가락을 들며, 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이나 국

을 먹는 것이 특징이다

젓가락 사용법__일반적으로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사용되

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손에 쥐는 쪽이 아래쪽보다 굵어서 사

용하기 쉽다. 가정에서는 개 검정색은 아버지용, 빨간색은 어머니

용 등으로 개인 젓가락을 정해 두고 사용하고 있다. 손님을 접할 때

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내놓는 것이 보통이며, 한국처럼 가정에서 접

할 때 나무젓가락을 내놓는 것을 실례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국

을 먹을 때도 그릇을 들어 입에 갖다 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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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보기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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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에서는 카레라이스나 스프를 먹을 때 외에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2.  중국

식사 예절__중국 음식은 큰 접시에 담아 순서 로 한 가지씩 식탁에

내놓는데, 가운데의 회전 원탁을 돌려 가면서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다. 입구에서 먼 쪽이 주빈석이고, 주인은 주빈의 맞은편에 앉는다.

상차림은 한 사람당 개인 접시 2~3개와 탕 그릇 하나, 중국식 숟가

락과 젓가락, 술잔이 놓이는데, 중앙의 조미료, 향신료, 술은 돌려 가

며 모두 함께 사용한다.

젓가락 사용법__중국의 젓가락은 10명이 넘는 가족이 둥근 상에 둘

러앉아 식탁 중간에 음식을 놓고 먹기 때문에 길고 뭉툭하다. 중국에

서도 일반적으로 수프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부분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__네이버 지식인 답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