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고학력-고소득 엘리트층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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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 퍼벅퍽….”
23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종암2동 변정일 복싱클럽. 영화 ‘록키’의 주제음악 리듬에 맞춰
백산한의원 이민영 원장(44)이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이원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체육관을 찾아 주먹에 스트레스를 실어 날린
다.
“사는 게 힘들거나 미운 사람이 생겨 마음이 괴로울 때 샌드백을 30분 정도 두드리고 나면
왠지 모를 힘이 솟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90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싱을 시작한 이원장의 복싱 예찬론이다.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라이온스 복싱체육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바순 수석주자
인 최중원씨(50)가 스파링을 하고 있었다. 최씨를 가르치는 마수년 관장(50)은 상대에게 거리
를 주지 말 것을 연신 주문했다.
“죽을 때까지 복싱을 즐길 생각이다.”
태권도 스킨스쿠버 등을 두루 섭렵한 만능스포츠맨 최씨의 각오다.
‘헝그리 스포츠’로 알려진 복싱이 최근 일부 교수 의사 펀드매니저 등 고학력 고소득 엘리트
층인 ‘골드칼라’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 특히
영국에서는 14일 전문직 종사자만이 출전하는 이색 경기가 열릴 정도로 복싱이 ‘엘리트 스포
츠’로 자리를 굳혔다.
◇98년 '복싱 에어로빅'으로 붐
▽복싱 에어로빅 등장 이후
골드칼라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서히 복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98년 ‘복싱 에어로빅’이

등장하면서부터.
“당시만 해도 복싱 도장에서 교수 의사 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복싱 에어로빅을 개발해 복싱의 대중화를 선도한 WBC 밴텀급챔피언 출신의 변정일 원장(35)
의 얘기다. 이 체육관에는 128명의 남자 회원 중 화이트칼라가 56명. 이 중 교수 의사 사업가
펀드매니저 등 골드칼라가 절반을 차지한다.
▼관련기사▼
- 샌드백 치면 분당 7.5kcal 소비
라이온스 복싱체육관은 관원 100명 중 87명이 남자.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명지대 한양대 등
교수만 10여명에 달해 ‘교수 체육관’으로 유명하다.
◇"팽팽한 긴장감을 즐긴다"
▽“창피하니까 제발”
복싱을 즐기는 엘리트 중에는 ‘실력’을 검증 받고 싶어 경기에까지 나가는 ‘열성파’들도 많다.
치과의사인 최모씨(47)는 지난해 9월 프로복싱대회에 출전해 아깝게 판정패했다. 프로와 아마
를 합쳐 통산 전적 4전4패를 기록하고 있는 최교수는 “창피하니까 제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면서도 권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토로했다.
부산 서구 충무동 한성체육관에 다니는 동아대 사회학과 한석정 교수(48)는 96년 봄 부산 신
인선수권대회에서 웰터급으로 출전해 부전승이긴 하지만 우승한 경험까지 있다. 30년 동안 야
구를 즐겨온 한교수는 “사각의 링에서 힘과 힘이 맞부딪칠 때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을 사랑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도 한방에 "싹~"
▽매력
복싱의 무슨 매력이 골드칼라 전문직 종사자에게 어필하는 것일까? 우선 복싱은 언제든지 필
요할 때 즐길 수 있어 ‘시(時)테크’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어울린다.
또 대부분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아랫배가 많이 나오고 하체가 부실한 골드칼라에게 특히 효
과적이다.
시향의 최중원씨는 “아랫배가 쏙 들어간 것은 물론 대학생 시절 몸무게를 유지해 친구들이 놀
란다. 특히 다른 운동에 비해 심폐기능이 강화돼 바순 연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안정되면 될수록 고소득 전문가들이 분노, 스트레스를 솔직히 표현할 기
회가 적어진다. 기껏해야 운동경기를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정도다. 자기 표현을 절제하는 사
람일수록 스스로를 억압하는데 이들에게 복싱 같은 격렬한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연세대 의대 정신과 이만홍 교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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