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은 단일 종목으로 치러지는 국제 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관심도와 열기

로만 놓고 보면 올림픽을 능가한다. 왜 우리들은 축구에 이토록 열광할까? 규칙이 쉽고 단순하며 공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이다. 90년 월드컵 역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인류는 월드컵을 통해 웃고 울었고, 많은 슈퍼스타들이 탄생했다. 이 책은 월드컵과 축구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들려준다.  

오, 필승! 
월드컵 축구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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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축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본다.

 한때 한 몸이었던 럭비와 축구가 다른 종목으로 갈라지게 된 과정을 알아본다. 

 영국이 어떻게 축구의 종주국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훌리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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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축구는 태생이 거친 운동이다. 옛날에는 축구 시합에서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시합 중에 선수들끼리 폭력도 난무했다. 그런 거친 스포츠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만 사용하는 스

포츠가 되었는지 알아보자. 월드컵이 처음 열렸을 때 세계 축구는 유럽과 남미로 양분되어 있었

다. 개최국도 두 대륙에서 번갈아 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그저 참가에 의의를 두는 정도였

다. 그랬던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의 개최국이 나오고 4강에도 오르는 국가가 나오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자. 또 모두가 열세라고 예상했던 2002년 월드컵 개최 경쟁에서 

한국이 개최권을 따낸 극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독전 활동 1 )

나만의 드림팀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은 축구 클럽의 구단주이다. 최고의 선수들 ２2명을 놓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11명을 뽑아 나만의 클럽 팀

을 만들어 보자.

 게임은 2명(나와 친구)이 대결하는 방식이다. 

 축구 선수 이름이 들어간 22장의 카드를 만든다.

 각 선수들은 포지션별로 2명씩이다.(예를 들어 골키퍼 2명)

 카드를 고르기 전에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긴 사람이 먼저 카드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남은 카드에서 골라야 한다.

 축구는 한 팀이 11명이므로 가위바위보는 모두 11번이다. 

 팀이 완성되면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누구의 팀이 더 강한지 토론하게 한다.

( 독전 활동 2 )

풍선으로 축구공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색종이, 풀, 고무풍선, 색연필

 풍선을 입으로 크게 불고 끝을 단단히 묶는다.

 색종이를 접어 오각형 12개를 만든다.(오각형 한 변의 길이는 3센티미터)

 완성된 오각형 색종이 하나를 풍선에 붙인 다음 그 주위를 펜으로 오각형을 그려 준다.

 나머지 오각형 색종이들도 풍선에 붙여 주면 풍선 축구공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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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한때 영국은 왕실의 명령으로 축구를 금지한 적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축구 종주국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영국을 축구 종주국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1회 월드컵은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다. 피파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200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피파 회장은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아보자.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도하의 비극은 어떤 시합인지 알아보자.

  피파는 꾸준히 월드컵 본선 참가국 숫자를 늘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축구 때문에 발발한 100시간 전쟁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