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은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스포츠 대회다. 2012년 런던 대회 개막식 때는 지구인 절반 이상이 

시청했을 정도이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올림픽에 관심을 보일까? 멋진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고, 짜릿한 

승부가 있고, 메달이 걸려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볼거리라면 올림픽 말고도 충분히 있다. 2700년 전, 

수백 개 도시 국가로 쪼개져 싸우던 그리스 인들은 단 며칠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자며 올림픽을 열기 시작

했다. 그 목소리는 전쟁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진한 울림을 준다. 화합과 평화. 

우리가 올림픽을 즐기고 또 기다리는 이유이다. 이 책에는 올림픽의 역사와 에피소드,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올림픽의 이모저모가 담겨 있다. 

짜릿하고도 씁쓸한 
올림픽 이야기

김성호 글 | 이영림 그림 | 128쪽

 6학년 1학기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6학년 도덕  5. 공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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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 시켰을 즈음, 당시 올림픽 인기는 박람회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

이었다. 이 올림픽이 간신히 뿌리를 내릴 즈음에는 잇따른 세계 대전으로 3번이나 중단되는 수모를 겪

었다.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올림픽은 꾸준히 덩치를 불렸고 최고의 스포츠 대회로 우뚝 섰다. 

그러나 내부는 또다시 곪아 가고 있었다. 중심을 잡아야 할 IOC는 강대국에 휘둘렸고 개최국 선정에 

뇌물을 받아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IOC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정 보다는 메달 색깔에, 인기 종목에만 

열광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올림픽 이야기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

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고대 올림픽의 풍경을 알아보자. 

 로마제국이 올림픽을 금지한 이유를 알아보자.

 쿠베르탱이 올림픽 부활을 위해 한 일을 알아보자.

 올림픽 참가를 거부(보이콧)한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자.   

 올림픽과 상업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IOC가 하는 일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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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전 활동 )

올림픽과 성화에 대해 알아보자.  

올림픽이 열리는 보름여 동안 주 운동장 한편에는 성화가 활활 타오른다. 성화는 성스러운 불이란 뜻인데, 신의 불을 

훔쳐 인류에게 줬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기념한 것이다. 이 성화는 올림픽의 고향인 그리스에서 채화한 

후 릴레이식으로 건네져 개최지에 도착한다.

성화를 만들어 옮겨 보자.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래 운동장에서 선생님 지도 아래에서만 해 보도록 각별히 주의를 준다.

 프로메테우스를 흉내 내어 성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햇살 좋은 날, 돋보기와 검은색 종이, 그리고 양초와 종이컵을 준비해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10미터 간격으로 일렬로 서도록 한다.  

 한 명이 검은색 종이에 돋보기를 대고 초점을 맞춰 불을 만들어 낸다. (데이지 않게 조심!)

 종이에 불이 붙으면 종이컵에 끼운 양초에 불을 붙인다. 

 이 양초를 들고 천천히 걸어 다음 친구에게 건네준다. 

 마지막에 서 있는 친구에게 건네줄 때까지 양초를 

꺼트리지 않도록 한다. 



( 독후 활동 )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한다. 

 고대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왜 벌거벗고 경기에 참가했을까?

 IOC와 쿠베르탱은 1912년 6회 대회 장소를 독일 베를린으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었나?

 레니 리펜슈탈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

이다. 그녀가 전범 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나?

 1972년 뮌헨 올림픽은 최악의 올림픽 가운데 하나다.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이 이스라

엘 선수들을 살해하고 인질로 잡는 사건이 벌어졌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1980년 모스크바 대회와 1984년 LA 대회는 반쪽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

엇이었나?

 1988년 올림픽 개최국 선정에서 서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 나고야를 이기고 올림

픽 개최에 성공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나?  

 오랫동안 올림픽은 프로 선수 참가를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올림픽 개최지에는 왜 국가가 아닌 도시 이름을 붙이는 걸까? 

 1988년 캘거리 동계 대회에서는 더운 나라 자메이카에서 온 봅슬레이 선수단이 화제가 

되었다. 그들을 소재로 한 <쿨러닝>이란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쿨러닝은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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