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십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은 무관심한 대회였다. 그러다 김연아, 컬링팀, 쇼트트랙 등이 국

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졌다. 원래 동계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에서 겨울 종목 몇 개가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다. 동계 스포츠는 돈

이 많이 드는 데다 하계 올림픽보다 역사도 짧고 종목 수와 참가국도 적고 겨울에만 치를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최근에는 종목도 늘어나고 참가국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논란이라는 새

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이 책은 동계 올림픽의 역사와 종목 소개,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평창 대회

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계 올림픽 
완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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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20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된 피겨 스케이팅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아본다.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이 2년 차이로 열리게 된 배경을 알아본다.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환경 단체가 동계 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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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동계 올림픽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눈과 얼음이 필요하다. 동계 올림픽 종목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아보자. 동계 올림픽의 시작은 1924년 샤모니 대회부터이다. 동계 올림픽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

자. 우리나라는 3번의 도전 끝에 동계 올림픽 개최에 성공했다.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과정에 대해 알

아보자. 동계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논란이 생긴다. 동계 올림픽을 둘러싼 문제점과 동계 올림

픽이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 독전 활동 )

대나무 스키를 만들어 보자!

스키와 스케이팅은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얼음과 눈을 이동하는 수단에서 유래된 종목들이다. 우리나라에도 비

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대나무 스키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나무를 이용해 눈밭을 걸을 수 있도록 스키를 만들었다. 

우리도 만들어 보자.

  준비물: 1미터 길이의 굵은 대나무 1개, 얇은 대나무 1개, 칼, 송곳, 노끈(줄)

  대나무를 세로로 길게 쪼개어 2등분 한다.

  칼로 대나무 마디를 모두 파내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다.

  가스레인지 불에 대나무 한쪽 끝부분을 올려놓고 가열한 상태에서 잡아당겨 끝이 살짝 휘어지

게 만든다.

  송곳으로 발을 얹는 부분의 양쪽에 구멍을 낸다.

  그 구멍에 노끈이나 줄을 끼워서 발을 고정하게 만든다. 스키 완성!

  얇은 대나무 끝을 연필 깎듯 뾰족하게 만들고 반대쪽 끝 부분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뒤 끈

으로 둥글게 연결해 손잡이를 만든다. 스키 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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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해 겨울전쟁이 발발했을 때 위기의 핀란드를 구한 스키부대에 대

해 알아보자.

  동계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보다 규모가 작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쿠베르탱이 동계올림픽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972년 삿포로 동계 대회에서 오스트리아의 칼 슈란츠가 대회에 참가하기 못하고 귀국한 이유

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거 한국은 동계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한국의 평창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 소치에게 밀

려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동계 올림픽을 치를 때 근심거리로 부각된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