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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사커 (Beach Soccer) 의 발달파 문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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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사커 (Beach

Soccer)

의 웅달피 운외적 배경

축구와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 종옥 중 비치 사

1.

서론

커는 잔디가 아닌 해변의 모래 사장위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스

스포츠가 인류 문화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포츠이다

일반적인 축구의 형태와는 차이점이 있

것은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으며 축구의 유사 종목 중 그 기원에 대해 비교적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인류가 발생시

명확하게

켜 온 정치l 경제，사회/ 역사의 다양한 요소들올

발전과정에 대한 부분이 불분영한 상태이다

내포하며 진화해 온 복합적인 문화요소라고 볼 수

브라질의 해변에서 하나의 놀이로 성행하다가 점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본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차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유에

보면 그 속에는 인류가 형성해 온 특정적인 문화

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요소가 장재되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인문학적으

영확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 전 세계적

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고 볼

으로 확산되었으며

수있다

컵 대회가 조직되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

인류 운화의 복합체인 스포츠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으며 계속적인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전해지고

있는 풋살과는

달리， 기원과
다만

지금의 FIFA 비치 사커 월드

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성장을 반복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여름마다 부산 해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축구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운대，영덕 고래불，남해 은모래비치，제주 표선 동

사랑을 없을 것이다.예컨대 전 세계 인구의 1/6 이

해 망상 퉁 전국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축구에 창여하고 있으며

가입국은 2떠개 국

비치 사커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팀

가로 UN 가입국인 1937H국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올 구성하여 국제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지만 종목

(서강옥외，2004). 2004 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의 경기적 발전과는 상대적으로 비치 사커의 역사

었던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전 세계 4 억

나 원리，문화적 의미 동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 분

따A

2900 만 명이 시청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는

야의 발전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도입과 관련해

두 국가를 합쳐 약 2억 7천 만 영이 시청한 것으로

서도 1990 년대 후반부터 비치 사커가 행해졌다는

알려졌다{스포츠조선 2014.6.21). 이만릅 축구는 지

기록이 나타나 있지만，그 도입과 확산 과정에 대

구상의 스포츠 중 최고의 단일종목으로 발전을 거

해서는 명확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올 정도로 이에

듭하고 있다.

관련된 학문적 인프라는 매우 미홉한 실정이다 실

단일 종목으로서 축구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제로 국내 여러 학술검색 사이트를 통해 페치 사

축구 관련 산업의 발전은 불론 관련 종목의 다양화

커’나‘해변축구’관련 주제어로 검색올 해 보아도

에도 기여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5:5 형태의

비치 사커를 주제로 한 연구는 단 한편도 찾아볼

축구인 풋살"(FutsaJ)과 비치 사커 (Beach Soccer) 이다

수없다，

두 종목 모두 FIFA 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가 있을

유럽과 남미 둥 축구 문화의 선진 국가에서는 이

정도로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고 전 세계 속으로 확

미 비치 사커가 하나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산되고 있다

있으며 유럽에서는 비치 사커 리그가 존재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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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캉포

로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물롱 활성화 정도
에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11.

비치 사

비지 사커의 개넘과 발전과정

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중대되고 있는 것만은 분영
하다

하나의 스포츠가 문화적으로

1. 비지 사커의 개님

정착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경기적인 측면의 발전만이 해답은 아
닐 것이다 경기 외적안 예컨대 지도자의 육성，관

비치 사커 (l3each socc 띠의 단어적 개념을 살펴보

련 용풍 산업의 발전 미디어의 관심과 함께 관련

면 해변 축구’또는 ‘바닷가에서 즐기는 축구’로 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만 그 스

석할 수 있다 혼희 우리가 해변가에서 공을 가지

포츠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서 공고

고 즐기는 행위 또한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비치 사

t

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종목의 개념

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을 정의함에 있어 단어적 의미로 접근송}는것은 너

이러한 측변에서 본 연구는 비치 사커의 개념과
그 발달 과정에 드러난 문화적 배경을 규명함으로

무나 일반적인 분석일 것이다

써 비치 사커에 대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스포츠화 된 비치 사커의 경기적 의미를 정리함으

향후 추가적인 연구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로써 생소할 수 있는 비치 사커에 대한 이해를 돕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는과정올갖고자한다

비치 사커와 협회식 축구 (Assαiation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첫째，비치
사커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고창하 :il자 한다 둘째

l

따라서 여기에서는

F，∞
t뼈1)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라운드 스타일이다，즉，잔디밭이

비치 사커가 브라질에서 성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나 맨땅 위에서 행해지는 협회식 축구와는 달리 비치

배경올규명하고자한다

사커는 모래 사장 위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 경기장

본고에서는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비치 사커
빛 축구와 관련된 도서，신문기샤

인터뷰 자료 촉

의 규격은

37m x 28m이며 골대는 22m x5.5m 뮤격

을 사용한다 {HFA 홈페이 "1 2014.8.30 검색)

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학술지 및 혁슐대회 발표

올 활용할 것이며 상호주관적

/

‘

논고 동 1，2:차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고찰의 방법

"-

논의 (inter-su 이ective

‘
n~

diSC1
따sion) 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이다

2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향후에도 축구와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는 탄생과 소멸을 반복할 것

l- ...
J‘

이다.따라서 기존의 스포츠는 물론 새롭게 탄생하
는 종목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하나의 스포츠를 바

-

‘

L-J

라보는 또 하나의 학문적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
55-

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체육의 인문학적

'7

’

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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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가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1 비치시키 경기징 및 골대 규격(RFA

흩페이재

비지 사커 (Beach

Soccer) 의

을일파 문 E 쩍 배경

또한 비치 사커는 맨발로 경기하는 특성을 가지

를 즐겨왔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치 사

고 있다 발목보호대와 갖은 장구는 착용할 수 있

커는 경기화 되기 이전부터 브라질 축구의 저변 확

지만 기본적으로 앤발로 경기를 행한다，그라운드

대에도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의 상황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

2. 비지 사커의 일전과정

화하는 모래시장 위에서 맨발로 하는 경기이기에 볼
에 대한 집중력과 컨트롤 능력，강인한 체력 둥이

12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되

비치 사커와 관련된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관

고 선수는 골키퍼를 포함하여 5명이 경기에 참여한

장하는 기구는 FIFA와 BSW(&ach Soccer World

다 선수교체의 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경기 중

wide) 이다 현재의 비치 사커 월드컵대회는 2005 년

축구의 옐

부터 FIFA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로우 카드와 유사한 개념)'를
받으연 2분간 퇴장한

BSW가 FIFA의 지원을 받아 1995 년부터 2004 년까

다는 규칙이 있으며 이것은 핸드볼이나 아이스하키

지 세계선수권대회의 형식으로 개최해 왔다뼈 W홈

와 유사한 특성이다{FIFA 홈페이지 2m4.8.3O

페이지，2m4.8.1

요구된다

경기 시간은

부적절하 행위로 인해 블루카되협회식
t

검색)

검색)

이처렁 비치 사커는 협회식 축구의 기본적인 형

협회식 축구와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비치

태와 유사하연서도 니픔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사커의 독특한 규칙이 정해진 것은 1992 년 미국

있다 특히 협회식 축구에 비해 작은 경기장，짧은

LA에서였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오락적인 목적으

경기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이 터지는 박진감

로 비치 사커를 행하였기 때문에 통일된 규칙이 존

있는 경기이며 모래사장 위에서 맨발로 하는 경기

재하지 않았다.하지만 1992 년 LA에 모인 BSW의

의 특성 상 선수들의 볼감각을극대화

있는

창립파트너 1) 들에 의해 시범경기가 열렸고 각각 다

종목이라고 볼 수 았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세계적

른 비치 사커의 형식올 통일하게 되었다.그리고

인 축구 선수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비치 사커를

그 이듬해인 1993 년에 최초의 비치 사커 프로대회

통해 축구의 기본 기술과 신체 능력을 발전시켜 온

가 마이에미 해변에서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는 미

선수들이 많다.현란한 드리블과 감각적인 방재간

국，브라질

을 보여 준 호니우디눠 Ronaldo de Assis Moreira ，

참가했다 그리고 1994 년 4 월에는 브라질의 리우 데

1980-)는 어린 시절부터 비지 사커를 즐겼다고 한다

자네이루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비치 사커

(스포츠조선 2009.12.11). 1994 년 미국 월드컵의 스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타 호마리오 (Rom라 io de Souza F.값 ia ， 196&-) 는

초의 비치 사커 대회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 년

1985 년에 프로선수로 데뷔했는데 무려 25 년 동안이

에 최초의 비치 사커 월드 세계선수권 대회 (&ach

나 필드를 누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비치 사

Soccer World O1ampionship) 가 이곳에서 개최되었

커를 통한 자기 관리를 꼽았디{베스트일레븐，

2mo

다{FIFA홈페이지，2014.8.30 검색) 이와 같은 과정

10.21) 또한 그는 2005 년에 39 살의 나이로 브라질

을 통해 비치 사커는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게

의 비치 사커 월드컵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대회에

되었고 이후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다

참가하였다{연합뉴스 2005.3 깅) 이 외에도 많은

1) 당시 IlSW의 공동창립자들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할수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비치 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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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퉁의 선수를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π를

통해 방송된 최

빅!캉포

1995 년부터 개최된 비치 사커 세계선수권 대회는
BSW 의 지원 아래 10여 년 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
한다 우리나라의

표 1 비치 A세 서l계선수권 대회 현횡~199 응때4) (RFA
흩페이지，2014.8.30 ‘검색)
구분
1995
1996
1997
19 앵
1잊1')
2αm
2αn
2αn
2003
2IDl

경우에는 아직도 경기화 된 비치

사커가 생소한 스포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수많

은 비치 사커 리그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FIFA
와 BSW.가 주관하는 국제규모의

는 Beach

앓ær

World

Tour ， Intercontin

Cup

비치 사커 경기로

，
Pro Beach Soccer

1tal CUp ，Asian

잉

Beach Games ，

Games 퉁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대륙별

European

로는 다음과 같은 리그와 대회가 존재한다

’

3위
POR
ITA
USA
URU
URU
ESP
ARG
URU
POR
POR

Chamþlonl.ilìp

소는 10회 모두 리오 데 자네이로 (I<io de Janeirod)

‘
‘

North Þmerica.
COI'I: 앉 CentRI
merica •
ld C.ibbean
I Chmoion$hip

의 코파카바나

-.
COf'fÆBQl‘.에이
Champioll$t1ip

I

벼r13

Beac 비를 비롯하
닮ntos)

，
상파울루

(잃
o Pa비0) 퉁 브라질의 해변으로 비치 사커의 발

I CllampiOnshi:J

I UEFA-

생지로 여겨지는 브라질 해변의 상징성을 대변한다.

I Ctlamα'"φ@
Cuψ

1.

또한 대회 결과를 통해서도 비치 사커에 있어서 브

l 냐 .g\HI

’’‘
Wlrone

해변(Copaca

여 바이애l3ahia) ，
산토스 (Espirto

I OFCû< •• 에.)
I

ElnplII

。

2위
USA
URU
URU
FRA
POR
PER
FRA
POR
E잇P
E5P

커 세계선수권 대회 현황올 정리한 것이다.개최 장

• CAF

"'"h

”
”
”
”
Ma미13 da Qoria
Costa d 닮U1Pe
Vitoria & G띠며 a
Coooca 벼na Beach

1위
BRA
BRA
BRA
BRA
BRA
BRA
POR
BRA
BRA
BRA

위 표는 1995 년부터 200l 년까지 개최된 비치 사

"'" I 샤
C
Cham 때 '"'"φ
Africa.

개최장소
Beach

@∞ ca벼na

C"

라질이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그림 2 전 세계 비치 사키의 현휠위껴빽과，2014，
8，
3 검씌

있으며， 세계 대회를 10회 연속으로

개최할 만큼

그에 관련된 인프라 및 국민적 관심이 발달되어 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는 FIFA 가 주관히는
Beach

앓ær

는가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골프 금지

World Cup 이 가장 권위 있는 경기로

인식되고 있지만 HFA 가 비치 사커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다 2005 년
이전까지는 BSW가 주관핸

비치 사커 세계선수권

1995년부터 2 에4년까지 10년간 개최된

이 대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팀은 비치 사커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브라질이었다
회 중

뼈1년올

총

것을 통해 당

시의 영국에서 얼마만큼 골프나 축구가 성행 했는
가를 유추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경기화 된 골프와
축구의 발생이 영국이었다는

대회가 전 세계의 비치 사커 선수들이 갈망경}는꿈
의 무대였다

령’이나 ’축구 금지령’이 존재했다는

것을 대변송}는하나의

사료가 되는 것처럼(하남강 201이，비치 사커에 있
어서 전 세계 최고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브라
질은 오랜 세월 동안 비치 사커와 관련된 문화적

10회의 대

제외하고 무려 9번이나 정상에 올랐

을 만큼 브라질은 협회식 촉구뿐만 아니라 비치 사

요소가 독보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것이 비치 사

커의 발생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문화현상학적
료라고 볼 수 있올 것이다.

커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세계 정상의 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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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지 사커 (B

∞ch 5 ∞cer) 밍

뜰일과 문와적 배경

은 극히 드울 것이다，왜냐하면 브라질은 현대 축

111. 비지

사커의 문외적

배경

구를 상정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FIFA 월드컵 최
다 우승국 (5 회)의 연모를 자랑해 왔다

비치 사커떠 each Soccer)는 말 그대로 ‘해변축구

l

최근 들어

스페인과 독일올 비롯한 유럽의 클럽 촉구가 강세

를 의미한다.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에서 공을 가지

를 보이면서 브라질을 위협해 왔지만， 국가대항전

고 하는 놀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브라질이 우숭후보에서 밀

생긴다.바닷 7에서

려나 본적이 없을 정도였다

볼을 가지고 말로 차는 행동은

그만큼 ‘브라질=축구’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

라는 동식의 성립에 이견이 없을 만큼 브라질은 축

것이 비치 사커라면 과연 그 시작이 어느 냐라의

구의 나라이다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바다가 있

구 인프라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거대한 축

2013 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브라질에는 1부 리그

는 전 세계의 어디에서나 오래 전부터 즐겨오던 놀

축구팀이 207κ 2부 리그 207R，3부 리그 낀개，4 부

이인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리그 407κ 여자 리그 207R 팀이 1 년 내내 리그를

어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펼치고 있다

협회에 풍록되어

있는 축구 클럽이

스포츠는 결국 인간의 본능적인 웅직입에서 시작되

29，
:1뼈개이고 풍록 선수는 약 2 백 10 만 명에 이르

었고 그 행위는 인종이나 민족，종교를 떠나서 전

며 비 퉁록 선수는 약 1 천 1 백 20만 영，전국에 축

세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왔기 때문이다 예

구장은 6617R가 존재한대김영철

컨대 축구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대립하고

월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지금의 브라

있는 상황도 예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비치

질이 이러한 규모의 인프라를 형성하기까지에는 다

사커의 기원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야 할 것인가?

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올 것이다.

201키 상상을 초

브라질에 처음으로 축구，다시 말해 지금의 협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발생의

F∞t벼11) 가 보급된 것은 19세

발자취를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으료 비치

식 축구 (Assαiation

사커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브라질에서 그것이

기 후반이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동 유럽 선원들

발생할 수 있었을 '7)'능성’을문화적 측면에서 분석

에 의해 북동쪽 해안(포르탈레자 나티우， 헤시피

해 보고자 했다.이러한 시도는 제한된 사료에 의존

부큰)의 백사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의 기원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

캐스트. 2014.8.25 검색).브라질의 축구를 말할 때

한 가능성의 담론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장 납득할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영국 이주민 2세인 찰스 밀려

만한 결론을 찾。}가는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1arles William Miller，
1874-1953) 이며 그는 영국

전해진다{네이버

에 유학을 다녀오면서 축구공을 가지고 왔다고 전

1. 브리질의 축구 문외윈 비지 시커

해진다 상파울로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그의 아버
지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884 년 영국

먼저 브라질의 축구 문화에 대한 측면이다

2014

사우샘프턴의

배니스터라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년 브라질 월드컵 4 강에서 브라질이 독일에게 1:7

(위키 백과， 2014.8.24

의 처참한 패배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랑

강건한 기독교주의 (M따 eular Q비stianiη) 사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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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당시 영국의 학교는

빅경호

래 각종 스포츠가 도입되어 활성화 되어가고 있었

적인 인울로 추앙받는다{네이버 캐스트， 2014.8.25.

고(하남길 조명래， 1998; 하남강

2010) 창스 밀러

검색).
즉，많은 브라질리언들이 꿈꾸는 영웅상을 상

는 10여 년의 유학생활 동안 축구에 빠져 있었던

정한다고 블 수 있다.그렇다면 이 말란드루와 촉구

것으로보인다

가 어떠한 관계가 있올깨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말란드루는 흑인 노예를 상징하며 인종 차별의 시
련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낙천적인 성격으로 대변
된다 즉/아픔올 이겨내기 위해 애써 웃으며 살。}가
는 브라질의 흑인들， 다른 말로 플라토 (Mulatto: 흑
인과 백인의 혼혈인종)들의 애환을 나타내는 인물
이다

여기에서 축구와의 접점올 찾을 수 있는데

축구가 브라질에 전해진 초기에는 혹인이나 혼혈인
들의 참여가 금기시 되었다 .20세기 초의 브라질
축구는 백인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림

3

흑인이나 혼혈인들

은 경기장에 들어 설 수조차 없었다

찰스 밀러 (BBC ，2013.10.1 끼

인종적 차별

이 축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브라질 최

189<년 2월 18 일을 브라질 근대 축구가 시작된 날

초의 혼혈선수였던

아르투르

프리덴라이히 (Arthur

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찰스 밀러가 10

Fried잉wich ，1892-1%9) 는 펠레 시대 이전의 위대

여년의 영국 유학올 마치고 축구공 2개와 축구 규정

한 축구선수로 추앙받고 있지안 당시만 해도 혼혈

집올 가지고

때문이대한겨레신문，

선수라는 이유로 출전에 방해를 받거나 무시당하기

2014.6.13.: SHOw ，2(06) 상피울로도 돌아 온 찰스

도 했다 또한 혼혈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곱슬

밀러는 상파울로 AC 라는 축구팀에서 활약했으며 현

머리를 기릅을 발라서 여고 머리 위에 망사를 쓴

재까지도 상파울로 리그에 포함되어 있는 코린치앙

상태로 경기를 치르기도 했대 KBS ，2OO6)

돌아옹

날이기

t

쇠SC Corinthians Pa피ista) 축구팀의 팀명을 지어
주었다고 전해진다{위키 백과，2014.8.24 검색; BBÇ

2013.10.1끼 유럽 선원들과 찰스 밀러라는 인물에 의
해 브라질에 전파된 축구는 이후 종주국인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브라질 축구를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정적인
단어가 동장한다 그것은 바로 ‘말란드루α1al 뼈 jro) ’이
다 사실 단어 그대로의 뜻을 살펴보면 말란드루는
포르투갈어로

t

부랑;<y ，'무뢰한’동의 의미를 가지고

/

있다 하지만 브라질 문화에서의 말란드루는 브라질
그림 4 아르투르 프리덴라이히
(위키백과2014.8.20 검샌)

민당의 주인공으로 흑인 노예이면서 매우 악천적이
고 차포에이래 Capoeira) 와 연얘에 능수능란한 전설
- 21

비지 A 뻐(Beach

이처럼 축구에

Soccer) 의 을달괴

문외적 배경

대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이러한 기술은 어렬 적

있어서도 인종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브라질 혼혈인틀， 다시 말해 말란드루

부터 마을과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를 꿈꾸는 물라토들은 축구경기장이 아닌 골목이나

꿈꾸며 차별의 아픔을 축구로 극복해 왔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으로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몰렬 수밖에 없었다. 하

이렇듯 백사장에서 유년기부

터 축구를 즐기고 기술과 체력을 목적으로 의도적

경기장이 아닌 모래사장에서

촉구를 즐기던 울라토들이

축구 선수를

으로 훈련을 해온 선수틀 중 대부분이 세계적인 스

성장하여 카포에이라와

삼바 리듬을 가미한 형태의 축구를 구사하연서 브

타로 성장한 이야기를 통해 축구와 비치 사커의 밀

라질의 촉구는 유럽의 스타일을 벗어나 브라질만의

접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

독특한 축구 형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로본다.

길거리와 모래사장위에서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브라질에서 꽃을 피웠

축구를 하던 물라토들

의 성장으로 브라질 축구는 ‘아름다움’을형성하게

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올 정도로 브라질리언들은

된다

울라토들은

축구에 열광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

유연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몸동작올 능숙

이 브라질올 상정하는 ‘삼바 축구’에는 말란드루를

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브라질 축구를 문화적으로

꿈꾸던 차별받는 물라토들의 애환과 그것을 극복하

분석하는 일부 학지플은 브라질 축구에는 흑인들의

기 위한 낙천성이 홍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민첩함，심술，잔꾀 카포에이라， 삼바，즉홍성，예술

들이 좋아하는 축구에서조차 차별을 받았지만 바닷

성

한다

가의 모래사장 위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 어

(Maranhao & Kr띠미kγ 2011) 이처럼 카포에이라를

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은 축구선수를 꿈

하는 듯한 웅직임올 가지고 예술적인 축구를 구사

꾸는 물라토들에게 축구경기장이 되었다 우리나라

하는 브라질 축구를 보연서 우리는 /상바축구 또는

를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근대

삼바군단’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축구 스타일을 동

적인 축구가 전파되었고 대부분 학교나 마올의 운

경하지만 그 속에는

의한 불라또들의

동장올 중심으로 발전된 반면(박경호 2 띠3; 장재훈

많은 축구 선수들도 스

사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익숙하게 정착된 배

스로를 말란드루라고 여긴다 시대를 뛰어 넘는 경

경은 이처럼 인종차별에 의해 운동장을 활용할 수

기력으로 예술적인 축구를 구사한 축구 황제 펠레

없었던 툴라토틀이 자신들만의 축구장으혹 모래사

(Edson Arantes do Nascimenlα 1940-) 가 그러했고

장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그와 함께 세 차례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브라질의 축구는 모래 위에서

i

흑인들의

등이

운동능력을

투영되어

한이 녹아있는

있다고

인종차별에

이끈

주장하기도

외，2013; 옥굉;2005) ，브라질의 경우 바닷가의 모래

것이다.

보통의 브리질리언플처렁

로

울려받은

가린새 Manuel

Frandsco

dos

Santos ，

1933-1983) 와 자이르지뉴( 뻐r Ventura Filho，1944-)
도 그러했다

카포에이라를

발전할 수 있었고 브라질리언들에게

있어서 비치

사커는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의 하나였던 것이다

하는 것처럼 축구공을

2.

다루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질주히는 드리블 I 예상을
뛰어넘는 패스 타이빙과 슛팅은 알란드루들이

지리적 즉먼에서 바라

몬 비지 사커

할
브라질의 축구 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브라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다{동아일보.2014.6.1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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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캉포

의 축구가 모래사장 위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을 살

의 해안 지방은 남북으로 흐르는 프란시스쿠강 유

펴봤다연 이번 장에서는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역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올 개발하고 수력발전소를

딸달 할 수 있었던 배경을 환경적 요소에 따라 분

건설하여 풍부한 전력자원을 바탕으로 전 국토의

석해 보고자한다.

1/10 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전체 브라질 인구의 1/3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리적 환경에 의한 비치 사
커의 발전 가놓성이다

이 거주하는 지역을 형성하였다

또한 상파울루 이

남의 남부지방은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강수량 비

먼저 아래의 브라질 지도를

I

옥한 토양올 바탕으로 브라질 인구의 425% 가 거주

살펴보겠다.

하고 있다{두산액과.，
2이4. 8.19 검색).이처럼 브라
1

질은 동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가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가 해안가에 밀집

.-

"
i

되어 있다 일찍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선원들이

.’‘
....•....

-

‘’

브라질의 북동부 해안 도시에 축구를 전파한 것도

‘
“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했기 때운이었다
스포츠를 문화의 구성 요소로 보고 전체적인 문

파?*↓

화의 체계와 더불어 스포츠가 진화한다고 주장한
블랑차드와 체스카는 ’스포츠 문화의 진화 변수를

μ%
J얘
l

생계유지

정치 •사회적 구￡

‘
...
.•
- 경’이라는세

지려 •생태학적 환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대박기동， 1985)

이 중에서 지리 •생태학적 환경은 스포츠가 행해지

그림 5 브라질 지되네이버 이미치，2014.8.21. 검색)

는 지역의 인구，지형/토지

기후 퉁과 같은 요인

에 의해 스포츠의 특성이 진화한다는 의미이다.그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동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토의

렇다연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발달한 배경 중 하

연적이 무려 8，
514，
877km' 로 남한의 약 85배에 해

나도 결국 지리 •생태학적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당히는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인구가 밀집

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이다

거대한

국토를

차지하고

있대두산백과，

2014.8.15 검색).그런데 도시의 분포를 살펴보면

되어 있는 도시가 대부분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

다른 국가들에

며 그러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전파된 축구가 해

비해 기형적으로 동쪽의 해안가에

도시가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의 북부 지방은 200

변의 모래사장에서 행해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개의 지류와 335krn 에 이르는 삼각주를 이루고 있

현상이었다. 따라서 비치 사커가 브라질에서 발달

는 아마존

강수량

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2αxlmm ，연중 30.도를 넘는 열대성 기후의 밀림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발달한 지리 •생태학적인 환

뒤덮여 있어 전 국토의 철반에 가끼운 크기임에도

경이라고볼수

강이

흐르고

었으며

연평균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비치 사커의 발달에 지리 •생태학적인 영향이 상

아직까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원주민들만이 부족

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질은 비치 사커의 선

별로 흩어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동부

진국틀을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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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난다'.
BSW가

비지 시커 (B∞ch

홈페이지에

∞ccer) 의 등늘딜괴 문외적

게시하고

배경

이러한 국가들의 강세는 비치 사커가 지리

있는 2013 년의 비치 사커의

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스포츠라는 사실을 반증

세계 랭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고볼수
p

。‘ition

생태학

T~m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비치 사커는 모래사

_Russia

장이 풍부한 지역， 다시 말해 비치 사커를 즐길만

2

::I:: Spain

한 지리

3

【
~Brazil

발달해 왔으며 브라질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따

ι

zTahiti

라서 아직까지 ’누구에 의해，어떤 과정을 통해’브

5

=

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기원하였다는 사료를 제시할

5

=tran

7

-티

g

-얻틀톨 USA

Argentina.

•

잉

생태학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수는 없지만 브라질에서 비치 사커가 성행할 수 있
었던 배경은 충분히 고찰할 수 있었다 특정 종목

Sa.lvadOl'"

의 기원을 밝혀가는 과정은 사료의 발견 유무에 따
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

Japan

10

톨!:i Solomon Isla.nds

밖에 없올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람들

11

I:::UAE

이 비치 사커의 발생지를 브라질이라 일걷는 것은

'2

1.1 Senegal

종주국이라

13

:=Paraguav

있기 때문일 것이며 해안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

1ι

•

되어 있는 브라질의 지리

15

-=-

16

-Ukraine

IltalV

부를 만큼의 발달된 인프라를 가지고

생태학적 특성은 비치

사커의 발생지로서 브라질이 갖는 의미를 강화시켜

Portu gal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6. 2013 비지 사커 세계 랭킹
(8S'N 홈페이지，2014.8.1 검색)

그림

IV. 결론
위 그림에서 특정적인 것은 인구 13만 명의 남태

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작은 섬

현재의 비치 사커는 풋살과 더불어 협회식 축구

타히티 σahiti) 가 세계 랭킹 4위에 링크되어 있다는

와 유사한 스포츠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

사실이다. FIFA 월드컵 퉁 협회식 축구에서는

전혀

고 있다 전 세계의 80 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찾아 볼 수 없었던 타히티가 비치 사커에 있어서는

매년 대륙별 리그 및 비치 사커 월드컵이 개최될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 년에는 비치

만큼 또 하나의 축구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

사커 월드컵올 개최하기도

했다.그 외에도 이란

l

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경기적 발전에 비해 비치

세네갈，일본"UAε 술로몬 제도 동 전

사커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

엘살바도르
형적인 축구

7J국과는

거리가 먼 국가들이 비치 사

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X뼈년 단 한차례 국

커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공통점은

제대회에 창가한 것이 전부일 만큼 경기적 부분과

섬나라이거나

더불어 학문적 영역에서도 매우 초보적인 상황이다.

모래사장이 풍부한 국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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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포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치 사커에 대한 이해를 톱고

2014년 8 월 25일 검색-브라질 축구，

네이버캐스트

그 인프라의 확산과 학문적 초석 마련에 기여하고

http://navercast.naver.com/

자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id=201&mnlents id=19576

얻을수

2014년 6 월 14일자.‘브라질은 어떻게 축

동아일보

있었다

contents.nhn?r

구의 나라가되었나’

첫째 l 비치 사커는 1992년부터 협회식 축구와는
다른 규칙을 제정하여 경기화 되었고 BSW와 FIFA

두산백과 2014년 8 월 15일 검색，’브라질’.
http://t

의 지원 아래 세계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을 개최하

errns.naver.com/ entη-

면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

&cid=40942&categoryld=34129

둘깨 비치 사커는 브라질 사회의 인종 차별에

미m?docld=1105279

두산백과. 2014년 8 월 19일 검색 ‘브라질의 자연/

의해 소외받던 계층인 몰라토들에 의해 행해지면서

htφ:/ /terrns.naver.com/entry

자연스럽게 해변에서 발전된 문화적 산물이었으며

11781경&cid 역()942&categoryld=33136

여기에는 동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받달
하게 된 지리

미m?dα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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