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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그래픽, 이미지 및 비디오(이하 “OVEP 자료”)를 포함한 OVEP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거나 배포된 OVEP 콘텐츠 및 모든 자료들은 
IOC가 사용자의 비상업적, 비촉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본 자료들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교육, 연구, 분석, 검토 또는 
보고의 목적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OVEP 자료는 IOC 또는 표시된 
권리 보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수정, 변경 및 변형, 
하위 라이센스나 재배포 되지 않아야 합니다. IOC는 OVEP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한 책임지지 
않습니다.(I)OVEP Material의 일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제3자 자료 또는
(II)OVEP Material의 일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출판물, 웹사이트, 또는 
기타 매체 내에 표현된 견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이는 IOC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OVEP의 사용 또는 오용, 
사용권 약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IOC에 배상할 것과, IOC의 
면책에 동의합니다. IOC(및 관련 권리 보유자)는 어떤 이유로든 OVEP 자료에 
부여된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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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하는 어린이만이 
스포츠가 주는 교육적 가치와 
건강함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올림픽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인 올림픽 아젠다 2020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지속 가능성, 신뢰성,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자신감을 키워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포츠는 교육의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 사회적 포용, 성 균형 및 지역 사회 재건 문제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스포츠 조직으로서 우리는 올림픽대회를 시청하는 청소년의 시청률 증가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couch potatoes off the couch’를 해야 할 관심과 책임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만이 미래의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에 더 나은 접근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스포츠가 세계의 모든 학교 교과과정에 좀 더 많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올림픽가치교육(OVEP)은 청소년들이 올림픽 가치인 탁월성, 존중, 그리고 우정에 
기반이 되는 많은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와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적 도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OVEP 1단계(시범 단계, 2005-2010)중, 세 개의 대륙(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을 마쳤으며 10개의 ‘교육자 교육’ 연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오늘날, 
110개국 이상에서 OVEP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이 올림픽 가치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각국에서 이루어진 교육에서의 교훈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OVEP 2단계는 
올림픽이념과 올림픽 가치를 배울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된 
글로벌 가치 기반 교육(global values-based learning)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추가하였습니다.
OVEP 2단계의 출간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올림픽가치교육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가족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육물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 기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
마

스
 바

흐
(Thom

as Bach)서
문

토마스 바흐(Thomas Bach)서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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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줄기’는 ‘좋은 시민권’ 
에 기여하며, 쿠베르탱이 100년 
전 구상했던 것 처럼 젊은이들의  
‘도덕적 나침반’이 그들의 미래의 
인생에 맞춰지는 시기의 내면 
발달에 기여합니다.”

베
리

 마
이

스
터

(Barry M
aister)서

문

베리 마이스터(Barry Maister)서문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교육위원회 
위원장

올림픽이념은 살아있고 건재합니다.
‘삶의 철학’으로서, 그것의 근본 원칙은 현재의 지리·정치, 사회·문화, 경제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4년을 교장으로 보낸 시간을 포함하여 29년을 교사로 보냈던 나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이념의 총체적 접근방법이 어떻게 배움을 풍성하게 하고 청소년발전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헌장에 나타나는 쿠베르탱 철학의 핵심 요소들은 가치 기반 접근법으로 사용될 
때 복수의 학습 환경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체, 의지, 정신의 발달: 모든 학교는 신체적, 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능숙하여 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도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노력의 환희: 학교는 개인이 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이러한 노력에 수반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야 합니다.

• 롤 모델의 가치: 모든 학교는 긍정적인 예시에 선도한다는 개념을 개발하고 포용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래 리더들을 권장, 독려 기념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 보편적 윤리의 증진: 학교들은 관용, 다양성 존중, ‘페어플레이’를 통한 생활과 같은 
휴머니즘 속성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와 문화적 표현의 사용을 옹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줄기’는 ‘좋은 시민권’에 기여하며, 쿠베르탱이 100년 전 구상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의 ‘도덕적 나침반’이 그들의 미래의 인생에 맞춰지는 시기의 내면 발달에 
기여합니다. 올림픽 교육 공간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학습 기관에 올림픽 철학을 
주입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OC의 OVEP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력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검토되고, 능률화되고, 시험되고,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OVEP의 기본 원칙은 물리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개발해 거시적 
접근방법을 배치하는 ‘실행하는 것을 통한 학습’ 철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올림픽주제에 
기초한 운동, 이야기, 그리고 놀이적인 활동들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국가 및 문화 
공동체.
의 전통을 탐구하고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나는 우리가 OVEP 대사들, 교사들, 그리고 
IOC 직원들이 이끄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직원들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확장된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건전하고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VEP이 모든 대륙의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길을 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OVEP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교육자, 기관 및 다른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젊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올림픽 정신의 핵심인 강한 원동력으로 
남아있습니다.

배리 마이스터, ONZM 
국제올림픽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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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사용 방법

올림픽가치교육(OVEP)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만든 교육 학습 도구입니다. 

가치기반교육(Values-based education)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학교 등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발달을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교훈을 줄 수 있게 
준비시키는 교육적 가치를 가치기반교육이라고 합니다.

체육과 신체활동 경험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 친 사회적 행동 및 
타인 존중을 가르치는 가치기반교육을 장려합니다.

OVEP의 교육주제와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원칙의 조합은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적, 육체적, 학문적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학습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올림픽대회의 상징과 올림픽이념의 주제, 그리고 고대 및 근대 
올림픽대회의 과학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본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격 발달을 시켜줄 가치기반교육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림픽 스포츠의 맥락적 사용은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책임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VEP은 다음과 같은 지식 
기반의 주요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스포츠기반프로그램
•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  학습활동지: 올림픽가치교육 보조활동
• 자료 도서관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매뉴얼은 네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참가자들에게 올림픽이념의 핵심 원칙에 
대한 소개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연관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나머지 세 가지 구성은 
올림픽 경기의 역사, 이야기와 상징을 올림픽교육주제로 공부하게 
됩니다. OVEP 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이해를 활동서(activity 
sheets)를 통하여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강사들과 참가자들은 저장된 다양한 자료들을(필름, 논문, 링크)
자료도서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란 사람의 행동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이나 근본입니다. 가치는 특정 행동이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되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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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VEP 교육자를 위한 교육 자료는 OVEP 2.0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샵 형식의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학습 환경 및 대상 그룹에 
전달됩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 문서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OVEP 워크숍 계획: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5일 동안의 워크숍 계획(작은 게임이나 참여자 중심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OVEP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교육 할 수 있는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의 게임들과 활동들은 OVEP 워크숍 계획과 과업 카드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시 이러한 자료들은 OVEP 워크숍 계획과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실용가이드 자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가르치는 교사의 관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용가이드는 OVEP 프로그램을 다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강사들을 위한 평가도구 
강사들을 위한 평가 도구는 프로그램 영향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구성 
요소의 일부가 포함될 것입니다.

2011 올림픽의 날: 라트비아(Latvia)어린이들이 오륜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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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명의 미래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기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에 주어진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 이하 쿠베르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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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올림픽가치교육 소개하기

소
개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에는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해 배경정보와 다양한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개 

각 나라들이 올림픽운동에 참여하고 올림픽대회에 선수들을 파견할 
때, 그들은 “기본원칙”이라고 불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올림픽헌장 참고).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18 페이지 
참고).

본 매뉴얼은 가치기반 교습과 학습 기회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정보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제재의 
엄격한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how)가르치고 배우느냐에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영어가 제 2언어인 5세에서 18세의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나이와 독해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청소년 그룹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활동이 
본인들이 지도하는 학습자 및 선수들에게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수정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비만이 주요한 관심사이고 궁핍한 지역 공동체의 어린이들이 희망과 
성취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육체적 활동과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림픽대회의 상징과 개·폐막식, 스포츠와 문화적 행사는 
영감을 주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들은 교습 및 학습 활동에 대한 
하나의 관련된 맥락을 제공하며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홍보합니다.

매뉴얼의 기본정의에 대한 교육적 방법론은 교습과 학습에 대한 다문화, 
문화 간 그리고 다중 지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현행 교육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 학습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학습과정에서의 글쓰기 
활동, 논의나 토의, 예술, 드라마, 또는 음악과 같은 창조적 활동과 
스포츠, 댄스 및 체육교육과 같은 활동을 통한 신체적 움직임 등이 
포함됩니다. 

•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학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해를 
통해서 배우며, 어떤 사람들은 듣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물을 ㅊ아조하거나 여행을 통해서 최선의 학습을 합니다. 
본 매뉴얼은 다양한 학습법이 가능한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학습은 개인적이며 협력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일을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협력을 배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열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가치의 교습에서 사용된 또 다른 
교육 방법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어떤 결과 혹은 목표를 달성하 게 
하는 상상력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활용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새로운 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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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요약 개요
제1장은 본 매뉴얼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올림픽운동 
가치에 대한 소개와 교육자, 관리자, 청소년 스포츠 리더 
그리고 다른 올림픽 가족들에게 OVEP 사용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학습자 및 선수들에게 올림픽운동에 대한 상징과 
의식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제3장은 올림픽대회와 올림픽 운동의 배경 지식과 정보, 
구조와 조직을 이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다섯 개의 올림픽이념 교육적 제재와 각 주제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그리고 
심신의 조화.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 
주제들을 이해하고 현장에 파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록은 매뉴얼의 용어 정리와 참고문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대회 개막식에서 영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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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은 올림픽 헌장에 나와있듯이 가치 공유에 
있습니다.

올
림

픽
이

념
의

 기
본

원
칙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
1.  
올림픽이념은 육체, 의지 및 정신의 특징들을 균형 잡힌 완전체로 
결합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스포츠를 문화 및 교육과 함께 아우르는 
올림픽이념은 노력의 환희, 훌륭한 사례의 교육적 가치, 그리고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적 원칙들에 입각한 생활방식의 창출을 
추구합니다.

2.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고취하고자 하며 그 관점에서 스포츠의 의무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3.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이념의 가치에 의해 고무되는 모든 개인과 기관의 
단합되고 조직화된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운동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도 아래 실행됩니다. 올림픽이념은 5개 대륙을 포괄합니다. 
올림픽대회는 전 세계의 선수들이 스포츠 대축제인 올림픽에 함께 
모이면서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올림픽대회의 상징은 오륜입니다.

4.  
스포츠의 실행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호,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호 이해를 요하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스포츠를 실행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5.  
스포츠가 사회의 틀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올림픽운동 내 
스포츠 조직은 자유롭게 스포츠 규칙을 수립하고 통제하며, 선거권을 
누리고 각 조직의 구조와 지배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 자율권과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훌륭한 통치(good governance)의 원칙을 적용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6.  
이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향, 언어, 
종교, 정치, 또는 다른 의견, 국가, 사회적 출산, 재산, 출생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올림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IOC
가 인정하여야 합니다.

1996년 애틀랜타
(Atlanta): 애틀랜타
(미국)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고대 
올림픽의 기원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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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념의 핵심가치

올
림

픽
이

념
의

 핵
심

가
치

 
Note

이번 장에서는 올림픽 핵심 
가치에 연관이 있는 다섯 
가지의 교육주제(educational 
themes):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그리고 
심신의조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청소년 스포츠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쉽게통합 될 수 
있습니다. 우월함(excellence), 존중, 그리고 우정은 올림픽이념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이며, 올림픽대회와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중심축입니다.

우월함

우월함이란, 우리가 일상이나 경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과 육체, 의지 
및 정신의 균형을 맞춰 가는 것 입니다.

존중

이것은 자신 스스로와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규칙과 규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스포츠와 주변 환경에 대한 존중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합니다 – 존중의 예시

우정

우정은 올림픽운동의 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를 개인과 사람들과 세계 
사이의 상호간의 이해하는 데 매개체가 
됩니다. 조화를 이루다 – 우정을 축하합니다

노력을 격려합니다 –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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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의 플랫폼
무엇을: 올림픽운동에서 말하는 우월함, 존중, 그리고 우정의 가치는 
올림픽이념의 필수적인 가치들입니다. 그것들은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희망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올림픽대회와 
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강조됩니다.

어떻게: OVEP은 다섯 가지의 교육적 주제: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그리고 심신의 조화의 학습 방법에서 
경험하는 가치들의 교육과정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교습 주제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올림픽헌장과 올림픽이념의 
기본철학, 그리고 목표를 통합하는 줄기가 됩니다.

올
림

픽
이

념
의

 교
육

주
제

 

본 매뉴얼에서는 올림픽이념의 기본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의 교육주제를 강조합니다. 다섯 가지의 교육적 주제는 학습의 
세 가지 기본 접근 방법: 인지(지적), 정서(사회/감정), 그리고 고유 
감각(육체적)을 포함합니다.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Note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교습방법들과 실습활동들은 제
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주제 
가르치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주제

노력의 즐거움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과 
상대방과의 신체활동이나, 
움직임, 게임이나 스포츠의 
도전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 행동적, 지적능력을 
실행하고 발전시킵니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는 스포츠 
개념이지만 오늘날 많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학습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와 삶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전 시키고 
강화시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다문화권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다문화를 
받아드리고 존중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를 
촉진시킵니다.

탁월성 추구
우수성에 집중하는 
것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건강한 
선택을하게 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최고가 될 
수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신의 조화
학습은 마음과 육체적 사용 
능력만이 아닌 온 몸에서 
이루어진다. 움직임은 도덕적 
이고 지적인 학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은 
쿠베르탱이 올림픽대회를 부활 
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올림픽 가치

우월함 존중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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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접

근
법

이번 장은 매뉴얼의 사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법

올림픽교육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올림픽교육의 우산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대상자들에게 각기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스포츠를 통한 교육”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둡니다.

올림픽교육
• 올림픽연구센터와 대학교에서의 학술적 연구, 강의 및 

세미나.
• 국가 및 국제올림픽학술원 그리고 국가올림픽위원회의 

프로그램.
• 올림픽대회에 관한 교과서 및 가이드, 비디오, CD, TV 

프로그램.
• 올림픽의 날 활동, 올림픽 축제 및 학교/지역사회에서의 

대회.
• 올림픽가치에 기반을 둔 고강도 훈련과 체육.
• “스포츠를 통한 교육”: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통합된 

가치기반의 교육프로그램.
•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청소년 

프로그램.
• 올림픽과 청소년 스포츠 캠프.
• 올림픽 박물관, 명예의 전당, 문화예술 전시관 간의 

네트워크.
• 올림픽 스폰서 및 파트너사들의 홍보와 마케팅.

예술가들이 중국의 수도에 위치한 국립경기장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대회 개막식 중 
지구본 모습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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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접
근

법

참가 경로
기본 매뉴얼 자료들은 다양한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로 1: 스포츠를 통한 교육 – 통합적인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접근법 일부 교사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통합하는 활동을 
위해 주제 혹은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교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올림픽 주제는 통합적으로 역사, 수학, 과학, 언어, 체육, 건강과 
생명연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 2: 선수들의 우수성을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얻는 
것을 도와줍니다. 스포츠 교육과 체육 프로그램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올림픽이념의 가치 이해를 높이고 실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6월 23일 올림픽의 날과 4월 6일 국제 스포츠를 통한 
발전 및 평화의 날을 본 매뉴얼에 있는 활동들과 아이디어를 통해 
축하할 수 있습니다. 

경로 3: 올림픽주제의 주간 또는 월간 매뉴얼에 있는 많은 
활동들과 학교 교과 과정의 통합을 통해 올림픽 주제 주간 혹은 
올림픽 주제의 월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림픽 주간이나 
월간은 개·폐회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쟁적인 신체활동이나, 
게임, 그리고 스포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로 4: 교사 중심의 학습보다 교사 중심적이고 이미 작성된 
교과서/워크북 계획을 따르는 프로그램에서는 본 매뉴얼에 있는
(참가자들의 나이에 따라서)일기 및 쓰기 활동들은 재작업이나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경로 5: 촉진자를 위한 고등교육 및 워크숍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촉진자를 위한 워크숍에 참가자(교사 및 청소년 그룹 
리더)을 위해 본 매뉴얼을 “올림픽교육: 가치 기반 접근법” 수업의 
뼈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교육 수업은 교육학 교사 혹은 체육 
교사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나라들이 각자 
다른 전통과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의 결과로 
많은 가치들이 문화와 지역에 공유되거나 어우러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림픽운동은 이같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교사들과 청소년 그룹 리더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경로

올림픽이념

생태학과 자연 
지속가능성과 
자연

과학과 수학  
측정, 시간과 거리, 
기술

언어 
쓰기, 읽기, 듣기,
논의하기, 시, 이야기

역사와 지리 
고대 그리스와 현대 
문화

미술, 음악, 디자인 
사진(그림), 포스터,
메달, 횃불, 깃발, 
조각상, 벽화, 음악, 춤

스포츠와 체육  
개인, 팀, 개정된, 
협력적, 경쟁적, 
학교, 클럽,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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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과 지역사회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와 수련원들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긍정적인 
사회가치 촉진시키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장에서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스포츠 센터의 예시를 들 수 있는 
“스포츠의 희망” 지역 문화 센터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전과 희망을 위한 스포츠
“스포츠는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정
치적인 맥락에서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의 기
획자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는 
사회적 유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화,  
형제애, 연대, 비폭력, 관용과 정의의 이상을  
증진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스포츠 정의하기 
개발 환경에서 스포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연령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포함합니다. UN은 스포츠를  
“신체건강, 정신적 행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놀이, 레크리에이션, 조직적이고 경쟁적인 스포츠 와 
토착적인 스포츠와 게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스포츠와 다른 신체활동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성과 향상
•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 남녀평등 촉진
•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발전
• 분쟁 예방/해결 및 평화 재건
• 외상 후 트라우마 제가 및 삶의 정상화
• 경제 발전
• 의사소통과 사회 재결집
• 삶의 기술 개발
• 자기 존중과 자기 효능감 형성.

“나는 올림픽 상징, 가치, 의식 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즐거운 탐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위대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개인의 잠 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코치,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2010년 잠비아(Zambia)의 첫 번째 올림픽 청소년 개발 센터 
개막식에서의 하키팀. 센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희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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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런던
(London): 
올림픽대회의 
중심 일부로 문화 
올림피아드가 열려 
전국의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1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젊은이들은 규칙의 결정과 판단, 팀워크와 같은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 매뉴얼에 나오는 활동들을 통해 당신의 
지역사회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1. 농촌이나 도시 환경 모두에서 스포츠 세션은 건강 및 생활 기술뿐만 아니라 동료 

교육 워크숍, 모금 활동, 리더십 클리닉, 성과 성별에 관한포럼, 드라마 및 예술 
워크숍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린이와 기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세션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른 젊은이 들을 통해 정보를 
더 잘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어린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1.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아와 취약계층의 

아이들,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불법근로에 시달리는 아이들, 
거리의 아이들과 전쟁과 기근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

2. 부모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어른들을 토론 포럼 및 행사에 참여시키길 
바랍니다.

스포츠를 통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1. 전통적으로 남성 전용이었던 스포츠를 포함하여, 소녀들과 여성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합니다. 고유의움직임, 에어로빅이나 
춤과 같은 신체활동을 촉진합니다.2

2.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의 발전을 강조하고 향상시킵 니다.예를 들어, 
스포츠와 지역사회 리더십 클리닉이나 지역사회 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축구, 네트볼, 배구, 농구 등)심판 강 습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기금 모금과 소득 창출 활동을 통합하여 자기 주도권 및 자기주장을 
고취시킵니다.

문화 교류 및 전통 탐구
1.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춤, 노래, 드라마, 역할 놀이,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지역의 어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전통문화를 나누고 가르칩니다.

2.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양국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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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참여를 위한 공동체 공간 계획 및 준비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개념은 대륙마다 다양합니다. 유럽 에서는 
고대부터 경기장(stadium)은 스포츠 활동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Ethiopia)에서는 달리기 우승 선수가 해수면 
2,000m 높이에 있는 산을 뛰어다니는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한편, 
과테말라시(과테말라의 수도)에서는 산비탈에 있는 평지 부분이 
지역 복싱 선수들에게 체육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줄넘기 우승자는 어느 곳에서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지역사회)차원에서 스포츠와 신체활동들에 비싼 
체육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공원, 풀밭, 마당, 산비탈, 교통체증이 
없는 거리 혹은 해변의 모래사장 등 모두가 신체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규정이나 다양한 수준의 경쟁이 있는 하키, 
배구나 테니스와 같은 현대 스포츠들은 특정 형식의 장소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IOC 희망의 스포츠(Sport for Hope)3 프로그램은 잠비아나 
아이티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에 종합스포츠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센터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젊은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육체, 의지 
및 정신을 단련하여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 운동선수들에게 현대적이고 전문인 훈련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 지도자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 스포츠 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 지역사회에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림픽청소년개발센터, 루사카(Lusaka), 잠비아(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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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 본 기본 매뉴얼은 국제적인 교육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세계의 수많은 교육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교사-학생의 관계와 부모, 학생, 교육당국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치가 다릅니다. 학급의 학생 수와 교습 및 
학습 기반 시설 또한 상이합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 가끔은 
정식 교육 방식 보다비형식적인 교육 방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초점은 문자로 하는의사소통보다 말로 하는 의사소통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4

시험: 몇몇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 정보를 암기하고 필기시험을 보는 
것에 역점을 둡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창의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언어: 원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서들은 항상 불완전한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독자 혹은 청취자에게 걸리진 의사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한 언어에서 
쉽게 표현되는 아이디어는 다른 언어에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불어로 “esprit du sport”는 영어로 페어플레이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알파벳보다 수천의 서로 다른 
상형문자로 표시되는 중국어를 영어나 유럽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올림픽 교육자들은 
올림픽이념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최적의 단어와 문구를 
찾기 위하여 본 매뉴얼의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철학: 올림픽운동의 교육적 사상은 유럽의 철학과 교육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올림픽 가족에 속하는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알려지는 듯 하지만 그들의 신념과 교육 시스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의 국가에서는 이 매뉴얼에서 사용되어 
지는 가치기반 교습과 학습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 기반의 교육 공동체에서 
올림픽 교육자와 청소년 그룹 지도자들이 극복해야 할 사안은 
올림픽가치교육이 기존의 교육적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현지 신뢰 시스템 및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육 현실과 기회

경제적 상황과 같이 전 세계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교육적 
시스템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육자들이 그들의 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2013 
올림픽의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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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활용해 도전하기

오늘날의 과제는 쿠베르탱의 올림픽헌장 기본원칙의 기반이 된 
현대 올림픽운동의 가치와 기본원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1894년에 쿠베르탱은 동료와 친구들을 초대하여 올림픽대회의 부활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회의 조직을 담당할 기구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라고 불렀습니다. 

쿠베르탱은 초기 올림픽 헌장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헌장은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활동과 올림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올림픽 헌장은 쿠베르탱의 초기 비전에서 발전된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운동의 목표(1894)
• 스포츠의 기본인 육체와 도덕적 자성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 스포츠를 통한 폭넓은 상호 이해 및 우호의 정신으로 청소년을 교육하여, 

보다 나은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 세계에 올림픽원칙을 전파하여 국제적인 신천을 도모합니다.
•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대회에 전 세계의 선수들을 

초청합니다. 

올림픽대회 개막식에서 오륜기가 게양될 때 다 온 세계는 근대 
올림픽운동의 창시자인 쿠베르탱(1853-1937)의 생각을 기념합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육체와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의 학교들에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고대 그리스 올림픽대회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조직한다면 그의 주장이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쿠베르탱은 1863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군인에서 제대한 
후 그는 그의 일생을 
프랑스교육 개혁과 
올림픽대회와 올림픽운동의 
교육적 목표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1890
년에 윌리엄 페니 브룩스
(William Penny Brookes)
에게 1850년 처음 영국에서 
개최된 윈록 올림피언 대회
(Wenlock Olympian 
Games)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테네에서 올림픽대회를 
국제적인 행사로 부활시키는 
것을 상의 하였습니다.

1896 아테네 올림픽대회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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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족의 구성원들
자신을 학교나 지역사회의 올림픽의 날 개회식의 귀빈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당신이 올림픽의날 공식 
개회를 선언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올림픽의 역사, 
다른 참가국가 및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올림픽 
게임은 단순히 스포츠 행사와는 다른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은 그들만의 성화와 포스터를 
만들어 스포츠와 문화 활동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들은 
페어플레이를 실행하고 개인별 차이를 수용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 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올림픽이념은 이것이다! 이러한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가치는 스포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이념은 가르쳐야 합니다. 올림픽가족의 
일원으로써 당신은 이 매뉴얼의 내용물을 공유하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로 인해 한 아이는 미래에 올림픽 
선수나 스포츠 또는 인생에서 인권의 챔피언이 될 영감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OVEP 참여

올림픽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신은 올림픽 운동을 대표합니다. IOC 
위원, 올림픽 선수, 올림픽 주최 조직이나 후원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신은 올림픽이념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고수합니다.

1988년 서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필드하키 경기. 인도의 모인더 P. 싱(Mohinder P. Singh)선수가 파키스탄의 타히르 쟈만(Tahir Zaman)선수 와 
모하메드 카마르(Muhammad Qamar)선수를 피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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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관계자
근대 올림픽대회는 국제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전 세계 TV
시청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올림픽대회는 100년 전 쿠베르탱의 
19세기 유럽교육 개혁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대회는 “인류역사상 시·공간적으로 주목을 끄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6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가치는 지역의 지식과 문화적 전통의 
맥락에서 올림픽운동의 상징과 의식, 가치 및 원칙을 연구하고, 
수정하여 다시 발명할 수 있는 “초국적 공간”을 제공합니다.7 
시카고대학교 존 맥카룬(John MacAloon)교수는 ‘단 하나의 
올림픽대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의 올림픽 경기’
가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8

기본매뉴얼은 올림픽의 이야기, 전통 및 역사를 교과기반 
학습으로 전환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열정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가장 잘 배웁니다. 
올림픽이념의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활동들은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해석, 이해, 묘사 및 활동 들에 대한 유용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제공하는 학습 가능성은 학교 기반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은 “내가 나됨은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고대 사하라 이남의 우분투 단어의 개념을 보편성과 
인간성의 올림픽 사회적 가치와 통합하였습니다.9 

따라서 올림픽 주제에 기초한 운동과 이야기는 다양한 과목 
영역에서 가치 기반 교육 활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국가 및 문화 
공동체의 전통을 탐험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참가자들과 학생들의 도덕적, 신체적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스포츠와 교육의 공동의 목표를 지지할 것입니다. 

올림픽이념의 가치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열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차이를 
기념하고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페어플레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타인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매뉴얼에 있는 활동들은 교육과 스포츠의 혼합과 평화를 위한 
문화의 상상력과 희망에 영감을 줍니다.

코치, 스포츠 그리고 청소년클럽 지도자들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자크 로게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올림픽운동의 유일한 강점은 이어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꿈에 
관해 열변을 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 챔피언의 사례가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꿈이 그들을 스포츠로 이끕니다. 

스포츠를 통해 그들은 교육적 도구의 혜택을 받습니다.
• 스포츠가 청소년들의 육체와 청신을 돕습니다.
• 스포츠는 규칙을 존중하도록 가츠립니다.
• 스포츠는 상대방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 스포츠는 청소년들이 사회와 통합하고 사회성 기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 스포츠는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 스포츠는 청소년에게 환희와 긍지를 가져다줍니다.
• 스포츠는 청소년의 건강 개선을 도와줍니다.5

대부분의 스포츠와 청소년 클럽 지도자들은 페어플레이, 규칙 
존중, 상대방 존중, 긍정적인 사교능력과 건강한 행동 등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가치임을 믿는 이러한 진술들을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단지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행동은 교습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학교나 지역사회 스포츠에서 승리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압박감은 페어플레이 같은 올림픽가치의 실현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코치들은 올림픽이념의 
가치를 가르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행동이 내포한 의미와 그 결과를 토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선수들의 느낌과 신념 및 행동을 상의할 기회를 
준다면 가치교육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연배가 높은 집단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폭력과 약물복용에 
집중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집단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는 
플레이, 동등한 기회 및 페어플레이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입니다. 본 매뉴얼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과 사례들은 논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클럽들을 통합시키는 
올림픽가치교육 계획은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가치와 행동에 관한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1986년 아테네: 첫 번째 근대 올림픽대회가 치뤄지는
Panathinaiko 경기장에서 허들 경기를 위해 운동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8

제1장: 올림픽가치교육 소개하기

O
VEP 참

여

교육자와 강사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덕적, 
육체적 발달을 고무시키는 것은 올림픽운동의 중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와 목표를 같이 합니다. 이 단체들은 경제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의 비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활동의 
부족과 좌식 생활의 증가로 생긴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험을 통해 
제한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희생해서 학문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경제개발도상국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학교에 체육용 시설이나 교과과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체육을 가르칠 자격 있는 교사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쿠베르탱은 100
년 전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을때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쿠베르탱은 “젊은이들이 지식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걸어 다니는 사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고 불평했습니다.10 
그는 젊은이들이 스포츠와 게임과 같은 실제상황에서 페어플레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능력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참여가 건강한 생활방식, 효과적인 학습 및 
긍정적인 가치의 개발 등에 기여한다는 쿠베르탱의 확신은 오늘날의 
교육적 연구를 통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있어 노력의 환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우수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신체, 의지 및 정신 간의 균형 등과 같은 올림픽운동의 
교육적 가치는 스포츠의 맥락을 훨씬 뛰어 넘는 타당성과 적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의 개발에 중점을 둔 활동들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학습결과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교과과정 요구 사항 때문에 종종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선택적 
학습 자료의 활용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해두고 
본 기본 매뉴얼은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기본 
매뉴얼은 교사들이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본 매뉴얼의 정보 및 활동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가진 기존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올림픽교육 과정으로 본 기본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혹은 학교 밖에서 올림픽의 날이나 올림픽 주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매뉴얼의 활동들을 통합함으로써 학교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올림픽 주제의 특별한 상징과 의식들로 시작과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제4장 89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승리와 비극의 올림픽 이야기들로 학습자들의 꿈에 영감을 불어 
넣습니다. 올림픽 상징과 의식의 메시지, 마술 및 신비로 국제적인 
이해와 평화를 장려합니다. 

• 올림픽가치를 가르쳐 스포츠 참가자들을 증가시킵니다. 

희망을 위한 스포츠 센터 개소식, 포트-아-프린트(Port-au-Prince,
아이티), 2014년.

희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0년 
잠비아에 지어진 
청소년올림픽 개발 
센터 개막식에서의 
농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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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만델라, 영감을 주는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어느 누구도 피부색, 배경 또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증오를 배워야 하고 증오를 배울 수 있다면 
그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마음에 보다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M
ai
nP
ag
eT
itl
e

30

상
징

, 의
식

 그
리

고
 예

술
을

 통
한

 올
림

픽
이

념
 축

하
하

기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위한 운동으로서 
올림픽이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인간의 
육체를 자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답은 의식(ceremonies)속에 있습니다.”
 
존 맥카룬 교수(Professor John MacAloon)1

2012년 런던: 피닉스가 폐막식에서 성화가 소멸될 때 올림픽 성화대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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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32

링을 통한 연결: 올림픽상징 34

올림픽기 휘날리기 36

올림픽모토: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38

영혼 깨우기: 올림픽성화 40

올림픽대회 개막식 42

올림픽대회 폐막식 44

올림픽선서 46

고대 및 근대의 올림픽휴전 47

평화의 언어  49

평화의 상징  50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와 예술  51

근대 올림픽대회의 스포츠와 예술  52

로고와 마스코트: 정체성 디자인하기 53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올림픽대회는 상징과 전통을 통해 상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번장에서는 이러한 상징들과 전통들을 소개하고 올림픽이념의  
가치를 홍보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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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1863-1937)은 교육적 도구로서 감성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조직함에 있어 스포츠와 문화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는 상징물을 만들고 의식, 
음악 및 화려한 행사를 장려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술적, 문화적 경험은 올림픽이 여타 
스포츠 행사와 차별화가 되었으며 스포츠와 
체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과정 영역에서의 
가치교육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륜과 올림픽기
오륜은 “올림픽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륜의 색깔은 파랑, 
검정, 빨강, 노랑, 그리고 초록색이다. 이들은 올림픽이념의 상징에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색깔 중 적어도 하나(배경인 흰색을 포함하여)는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국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륜은 
올림픽에참가하는 오대륙: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를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기는 1920년 벨기에 안트베르펜(Antwerp)대회 때 최초로 
게양되었다. 올림픽기는 올림픽 개막식 때마다 경기장 안으로 인도되어 
깃대에 게양된다. 그리고 그 깃발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휘날려야 합니다.

폐막식에서 올림픽기를 내리는 것은 올림픽 게임의 종료를 의미한다.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장은 다음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장에게 
올림픽기를 이양한다(페이지 34-37 참고)

배경지식

이번 장에서는 올림픽대회의 필수적인 부분인 다양한 올림픽 
상징과 전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림픽모토
올림픽의 모토는 라틴어로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힘차게를 뜻하는 
CITIUS, ALTIUS, FORTIUS 입니다. 올림픽모토는 1891년 피에르 
쿠베르탱의 친구인 헨리 디돈(Henri Didon)신부가 만들었으며 IOC가 
1894년 채택하였습니다(페이지 38-39 참고).

올림픽성화와 횃불
근대 올림픽 맥락에서 볼 때 올림픽성화는 인간이 항상 불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긍정적인 가치의 표시입니다. 성화 봉송의 기능은 
올림픽대회를 알리고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그 길을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대 올림픽 성화의 전통은 1936년 
베를린 대회 때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그 관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꽃은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에서 햇빛을 통해 점화되어 주자에서 
주자로 전달되어 개최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개막식의 성화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불꽃은 올림픽 기간 내내 타오르고 폐막식 때 소화됩니다 
(페이지 40-41 참고).

배
경

지
식

쿠베르탱이 고안한 초창기 오륜기로 1914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판-이집트 게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륜기에 불어로 “4월 5일 
1914년 알렉산드리아” 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나고야: 켄지 
오기와라(Kenji Ogiwara, 
일본)가 선수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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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서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의 영광과 우리 
팀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정신 하에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금지약물 복용과 마약 없는 스포츠를 
약속하면서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올림픽선서는 항상 올림픽 개막식 중에 하며 모든 참가 선수를 
대표해서 한 명,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한 명, 심판/임원을 대표해서 한 
명, 총 세 명이 나와 선서를 합니다. 올림픽선서는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대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페이지 46쪽 참고).

시상식
고대 올림픽대회에서는 오로지 우승자만이 야생올리브 나무에서 황금 
손잡이의 칼로 잘라낸 나뭇가지로 만든 화관을 수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성한 나무의 생명력이 나뭇가지를 통하여 수상자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대 올림픽대회에서는 1등, 2등, 3등 선수들에게 모두 메달이 
수여됩니다. 1등은 금메달이, 2등은 은메달, 그리고 3등은 동메달이 
수여됩니다. 개최도시는 IOC가 정한 지침 내에세 메달을 디자인할 
책임을 갖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각 메달 수상자의 국기가 게양되는 
가운데 우승자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2014년 소치: 은메달리스트 켈시 세와(Kelsey Serwa, 캐나다), 
금메달리스트 마릴레 탐슨(Marielle Thompson, 캐나다), 그리고 
동메달리스트 안나 홀룬트(Anna Holmlund, 스웨덴)가 여자 
스키크로스 종목 메달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01
쿠베르탱과 올림픽운동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질문과 답변, 나누기, 라운드 테이블, 문의.

  학습 결과
올림픽운동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의 삶과 업적에 대해 배우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막식
개막식은 올림픽의 최초 공식행사이며 개최도시 조직위원회의 기본 
책임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순서는 올림픽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막식
폐막식은 올림픽 경기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개막식에 비해 짧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일련의 행사는 1956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올림픽찬가
찬가는 1896년 그리스 작곡가인 스피로스 사마라스가 작곡하고 
그리스 시인인 코스티스 말라마스가 작사하였습니다. 1958년 IOC가 
찬가를 채택하였습니다. 올림픽 찬가는 개·폐막식과 IOC 공식행사 때 
연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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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에 해야 하는 질문

이전에 오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오륜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기

위의 오륜을 봅시다. 그것들은 마치 체인처럼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올림픽 게임 기간 중 TV 
곳곳에서 오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원은 전 세계에서 올림픽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위쪽 세 개의 색깔은 왼쪽부터 파란색,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이며 아래 원의 색은 노란색과 초록색이다.

몇몇의 사람들은 이 다섯 개의 원이 오대륙의 우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링을 통한 연결:
올림픽상징

이번 장에서는 오륜의 상징을 알아보고 올림픽 상징이 어떻게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합니다.



35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링

을
 통

한
 연

결
: 올

림
픽

상
징

   
토의하기

•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 1913년에 이 
상징을 도안하였습니다. 

 — 당신은 이 상징이 올림픽대회의 상징으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 왜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왜 안 좋은상 징이라고 
생각합니까? 

• 상징과 색깔은 문화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화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문화를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2012년 런던: 영국 남자 사이클 선수들이 경륜장에서 벌어진 예선전에서 새로운 세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02
올림픽상징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연구, 모여서 나누기, 창의성, 공동연구, 입장/퇴장카드, 인격화, 사고기능.

  학습 결과
오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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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8명은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게양될 올림픽기를 
경기장 안으로 옮기는 특별한 영광을 가졌습니다.내가 
환경을 대표로 선택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쟝 미셀 쿠스토(Jean-Michel Cousteau)2

   
읽기1

올림픽 개막식 중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면 사방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경기장 한쪽 끝에서 흰옷을 입은 여덟 명의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그들은 각자 올림픽기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경기장 트랙 주변을 돕니다. 그들은 게양대 앞에 서 멈추며 
올림픽기를 게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합창단이 올림픽 찬가를 노래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됩니다.

올림픽대회 기간 중 올림픽기는 개최도시 내에서 다른 국가의 국기와 깃발과 함께 어디 서든 
휘날린다. 이러한 깃발들은 도시가 현재 올림픽 정신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막식 중에 
올림픽기(하계 혹은 동계)는 내려져 차기 올림픽대회를 개최할 개최 도시의 시장에게 전달됩니다.

    
 읽기 전에 해야 할 
질문

올림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왜 올림픽운동에 올림픽 깃발이 
필요합니까?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세계에 중요한 기여를 한 8명의 사람들이 올림픽 개막식에 
올림픽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 휘날리기

국가의 국기는 국민적 자부심을 나타내며, 올림픽 깃발은 스포츠와 
올림픽가치를 통한 국제 단결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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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2

휠체어에서 휘날리는 기3

캐나다 밴쿠버의 시장인 샘 설리번(Sam Sullivan)은 휠체어를 
사용하며 손의 움직임이 제한적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5m 길이의 올림픽기를 흔들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세우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리번은 설명하였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을 10억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리번은 올림픽기를 잡는 상징성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와 나와 다른 캐나다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진정으로 엄청난 순간이라고 했다.” 라고 설리번은 
말하였습니다.

설리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밴쿠버의 기술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삼각형의 깃발 지지대를 고안하여 이를 설리번의 휠체어 팔걸이에 
부착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을 가지고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깃발이다. 만약 바람이 불기라도 한다면 나는 부대의 
가장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당시 IOC 위원장인 자크 로게(Jacques Rogge)가 그에게 올림픽기를 
넘겨주자 설리번은 전동 휠체어를 앞뒤로 움직여 깃발이 흔들리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토리노: 
폐막식에서  
차기 올림픽 
개최도시인  
캐나다 밴쿠버의 
시장인 샘 
설리번에게 
올림픽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03
올림픽기 휘날리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토론, 창의성, 공동 연구, 과제카드.

  학습 결과
정체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깃발의 중요성 이해.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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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모토: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모토와 메시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올림픽가치를 
나타내는 다른 모토 또는 속담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로 
올림픽모토와 메시지를 사용하라.

Citius, Altius, Fortius는 라틴어로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를 의미한다. 이 모토는 올림픽 
가치인 우수성 추구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일부 올림픽 경기에서는 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메달을 가리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체조, 다이빙,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이 그 예입니다. 심판들은 화려한 
움직임, 육체의 균형조절, 예술적 스타일 및 움직임의 난이도나 조합 등에 주목한다.

   
토의하기

심판이나 임원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부정행위를 저지르려고 할까?

스포츠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나 규제여야 
하는가?

2014년 소치: 에이들러 아레나 스케이팅 센터(Adler Arena Skating Centre)에서 캐나다 스피드 스케이터 브리트니 셔슬러(Brittany Schussler),  
칼리 크라이스트(Kali Christ), 그리고 리베니 블런틴(Ivanie Blondin)이 역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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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치: 장-프레드릭 카푸이스(Jean-Frederic Chapuis), 아나우드 보볼렌타(Arnaud 
Bovolenta)그리고 조나탄 마이돌(Johathan Midol, 프랑스)와 브래디 레만(Brady Leman,캐나다)
선수들이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 파크(Rosa Khutor Extreme Park)에서 열린 남자 스키 크로스 
프리스타일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뉴질랜드의 발레리 아담스(Valerie Adams)가 
올림픽대회장에서 치러지는 여자 투포환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04
올림픽모토: 
더 빨리, 더 높게, 더 강하게
올림픽교육의 주제: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연구, 구성주의, 창의성, 포럼 연극, 문제해결, 공동연구.

  학습 결과
• 참가자들이 올림픽이념을 추구 할 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모토의 힘을 알아본다.

• 올림픽모토의 의미를 알아본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토의하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 이듯, 
올림픽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겼다는 
것이 아니 라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쿠베르탱
이 메시지는 모든 올림픽대회의 경기장 
전광판에 나타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 
메시지가 뜻하는 바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봅시다. 

• 당신은 이 메시지에 동의하는가? 왜 
동의하는가?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 모든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몇의 경우승리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왜 
선수들은 부정행위를 하는가?

•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 선수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부정행위는 이미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수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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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각각의 올림픽대회는 폐허가 된 고대 올림픽 장소에서부터 개최도시 
까지 긴 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횃불이 있습니다. 횃불의 점화식은 
폐허가 된 고대 올림피아 헤라 신전의 기동 앞에서 행해진다. 거울에 
반사된 태양열이 큰 가마솥 내의 기름을 데워 생긴 불꽃으로 점화된다. 
불꽃은 점화되어 세계의 다른 곳에 올림픽 정신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토의하기

사진 속의 여성을 주목하자. 그들은 고대 그리스 여사제 역할을 하는 
여배우들이다. 고위 여사제가 거울에서 반사된 태양광을 큰그릇이나 
가마솥 내의 기름에 비춘다.

• 왜 근대 올림픽 게임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고대 올림픽 게임의 
상징과 의식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불꽃이나 불을 사용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초나 불을 피우는 장소나 의식이 있습니까?

• 의식에 있어서 불과 빛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혼 깨우기:
올림픽성화

불, 불꽃, 횃불 및 촛불은 인간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며 
고대 및 근대 올림픽대회에서 의식절차나 행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록 내가 선수로서 
참가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계 곳곳의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테네 올림픽은 
의미있을 것입니다.”
케시 프리만(Cathy Freeman),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012년 아테네: 고위 여사제 
이노 메네가키(Ino Menegaki)
가 그리스의 고대 올림피아 점화 
행사에서 2012 올림픽 횃불을 
점화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05
영혼 깨우기: 올림픽성화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토론, 탐구기반학습, 포럼 연극, 라운드 테이블, 창의성, 공동연구, 
또래 학습.

  학습 결과
희망에 영감을 상징하고 세계 공통 가치와 연결되는 올림픽 불꽃의 
가치를 이해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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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런던: 성화 가 영국의 
칼라일(Carlisle)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성화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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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과 행사는 다른 모든 
국제 스포츠 행사와는 구별된다. 음악, 노래, 춤, 불꽃놀이가 혼합된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 사람들은 대회가 열리는 나라의 문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막식
개막식은 올림픽대회의 최초 공식행사이며 개최도시 조직 위원회의 
기본 책임이다. 개막식 순서는 올림픽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순서:
• 개최국 수장의 올림픽대회 개회 선언.
• 국가별 행진 – 가장 먼저 그리스가 나오고 마지막은 개최국가이며, 

나머지 국가는 알파벳 순서.

• 조직위원회 위원장 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연설.
• 올림픽성화를 이용하여 올림픽 불꽃 점화.
• 비둘기를 통해 평화의 상징 제시.
• 선수, 코치, 그리고 임원들을 대신하여 올림픽 선언 낭독.
• 개최도시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개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공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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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 개막식

2014년 소치: 소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형형색색의 러시아 전통 무용가들과 건축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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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베이징: 베이징 국립 경기장에서 펼쳐진 개막식에서 북치는 
연주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06
올림픽대회 개막식
올림픽교육의 주제: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창의성, 포럼 연극, 공동연구, 질문과 해답 발표.

  학습 결과
• 올림픽 상징주의의 능력을 인식한다.

• 올림픽 개막식이 개최국가의 문화, 역사 및 정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사용 될 수 있는지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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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은 올림픽대회의 공식적인 종료를 나타내며 대 체적으로 
개막식에 비해 짧고 간단하게 치러진다. 1956년에 공식화 된 
일련의 순서를 따른다.

올림픽대회 폐막식

폐막식
행사 순서:
• 개막식과는 대조적으로 선수들은 경기장에 입장 할 때 국가 

별로 하지 않고 올림픽의 단합과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모두 
같이입장한다.

• 그리스, 개최국 그리고 차기 개최국의 국기가 함께 게양된다.
• 올림픽기가 차기 개최도시의 시장에게 이양된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나는 이번 올림픽대회의 폐회를 

선언하며 전통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4년 후인 차기 올림픽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 축하하기를 요청한다.” 라는 말로 
폐회를 선언한다.

• 올림픽 성화가 꺼진다.
• 올림픽찬가가 연주되면서 올림픽기가 내려온다.
• 차기 개최도시의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2010년 밴쿠버: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서 
선수들이 올림픽 
성화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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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침서 07
올림픽대회 폐막식
올림픽교육의 주제: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토의, 안내된 질문, 공동연구, 의사소통 능력, 퍼즐 학습, 캐러셀 학습, 동료 가르치기.

  학습 결과
• 올림픽대회에서 전통과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 폐막식을 통해 제시되는 가치와 올림픽이념이 어떻게 기념되는지 인식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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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하기

개막식과 폐막식은 개최도시와 개최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 전통과 정체성을 
축하하고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끼리 당신의 국가와 지역의 문화, 전통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그곳에서 
살고있는 거에 대한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안무를 
짜보자. 무엇을 넣고 무엇을 제외 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

2012년 런던: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폐막식에서 올림픽 경기장 위로 불꽃이 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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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는 개막식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임원들이 선언하는 
중요한 올림픽 순서이다. 올림픽선서는 고대와 근대 스포츠 
부정행위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의 기초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읽기

고대 올림피아에서의 부정행위와 처벌

당신이 사는 지역의 스포츠행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선수를 어떻게 
처벌하겠는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부정행위를 한 선수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처벌하였다.

근대 올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올림픽도 많은 규칙 및 의식이 
있었습니다. 올림픽대회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존경하기 위한 신성한 
의제이었다.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선수들과 부모형제들 그리고 임원들이 
제우스 신전 앞에서 치러진 의식에서 
규칙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때때로 부정행위자가 있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벌로 선수와 출신도시는 
큰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벌금은 “
제인스” 라고 불린 소형 조각상을 만드는데 
쓰였다. 수백 년 동안 다른 선수들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이 조각상을 지나 
걸어갔다.

이러한 조각상들은 부정행위의 결과를 
상기 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몇 개의 조각상은 고대 올림피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들의 이름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토의하기

• 어떤 유형의 행위가 올림픽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까?

•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 자신의 문화나 전통에서 사람들이 
약속이나 선서를 하는 의식에 관해 
설명해 보아라. 왜 사람들은 이 같은 
약속을 합니까?

• 당신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약속을 지켰습니까?
•  약속을 지키거나 깼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 본인이 스포츠대회 중 부정행위를 했을 

때 학교나 지역사회가 학교 앞 동상에 
본인의 이름을 넣기를 원합니까?

• 왜 원합니까? 왜 원하지 않습니까?
•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 당신의 친구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적당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이것이 부정행위의 효과적인 “

결과” 라고 봅니까?
• 오늘날 스포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때 적당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이러한 처벌이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스포츠 대회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의 영광과 우리 팀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정신 
하에 선수들은 지배되는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금지약물 복용과 마약없는 스포츠를 약속하면서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것을 나는 약속한다.” 올림픽 선서

고대 올림픽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선수들은 
그들의 소형 제우스 
조각상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벌을 받았다.

활동지침서 08
올림픽선서
올림픽교육의 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구성주의, 탐구, 공동연구, 
퍼즐 학습, 캐러셀 학습, 학술지, 반응일지, 블로그.

  학습 결과
• 올림픽 선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부정행위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47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고

대
 및

 근
대

의
 올

림
픽

휴
전

고대 및 근대의 올림픽휴전

이번 장에서는 국제 평화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올림픽과 
올림픽가치에 기반한 공약과 맹세를 탐구합니다.

올림픽 휴전에 관한5 
“휴전”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 싸우거나 논쟁을 멈추기 위해 적들과 
상대방 간의 합의”라고 정의합니다.6 이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합니다. 
이것은 항상 올림픽대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고대시대 때 모든 대회에서 
휴전을 선언했을 때로 올라갑니다.

2014년 소치: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선수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휴전재단의 사명은 평화와 우정 그리고 국제 이해를 
돕기 위한 올림픽 이상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되도록 촉구하고 평화의 원인으로 세계 
청소년들을 동원하는 등 올림픽 휴전 협조를 지키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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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휴전의 역사
“휴전” 혹은 “Ekecheiria”의 전통은 8세기 그리스 도시 엘리스에 있는 세 왕 사이의 
조약의 서명에 의해 처음 만들어 졌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평범한 순례자들은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 받았습니다. 올림픽대회가 개막되기 전에 신성한 휴전은 
그리스 전역을 여행하며 메시지를 전달한 엘리스 시민들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92년 올림픽 휴전의 고대 개념을 다음과 같이 
되살려냈습니다:

• 선수들과 스포츠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전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충돌을 그들의 선수들이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2주 동안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화와 이해 그리고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 스포츠를 이용하여 접촉점을 만들고 분쟁중인 지역에 공통점을 찾습니다.

올림픽휴전은 오륜기 위를 나는 평화의 비둘기가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또 
다른 상징 인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습니다. 배경에 올림픽 성화가 나타난다.

여사제가 고대 올림피아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올림픽휴전의 상징.

활동지침서 09
올림픽휴전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구서주의, 의사소통 기술, 
블로그, 브이로그, 역할극, 라운드테이블 패널 토론식.

  학습 결과
국제적 이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림픽 휴전의 
힘을 이해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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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화
의

 언
어

올림픽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을 모아 스포츠 경쟁에서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전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선수들과 국가들 사이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사회적인 힘입니다.

평화의 언어

   
토의하기

아래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영감을 주고 통찰력 있는 격언들의 모음입니다. 문장을 읽고 다음 오른쪽 열의 아이디어를 토론해 봅시다.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시 밀러(Sy Miller)& 질 잭슨(Jill Jackson)

토의: 당신과 가족 사이 혹은 당신과 당신 친구 사이에서 오늘 평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명령을 사용하여 무질서를 대처하고, 침착함으로 불평에 대처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손무(Sun Tzu)

토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손무가 제안한 전략 은 
무엇입니까?

“큰 어려움은 무엇이 충분한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큰 갈등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가 충분할 때, 항상 충분할 
것입니다.”  
도덕경(Tao Te Ching)

토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갈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 된다고 말합니까?

“인간들은 지금 떠 빨리 여행하지만, 나는 그들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윌라 캐더(Willa Cather)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토의: 올림픽모토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는 항상 “더 좋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윌라카더와 마하트마 간디가 하려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동의합니까? 왜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나무, 꽃, 풀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별과 달과 태양을 
보고 침묵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

토의: 많은 위대한 선생님들은 매일 몇 분의 조용한 시간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몇 분의 침묵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까?

“화를 참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질 생각으로 그것을 
움켜잡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부처(Buddha)

토의: 화는 어떻게 화가 난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당신이 화가 난 
상황에 대해 나눠보자. 어떤 방식으로 화가 당신에게 해가 되었습니까?

“생각없이 말을 하는 것은 조준을 하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스페인 속담(Spanish proverb)

토의: 사람 사이의 나쁜 말은 영원한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의 결과를 생각 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까?

“평화’ 와 ‘평온’ 이라는 두 단어는 천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Chinese proverb)

토의: 왜 이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화와 평온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평화를 느낄 때 어떤지 말해봅시다.

“주먹을 쥐고 악수할 수 없습니다.”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토의: 이것이 말하는 것을 설명해 봅시다. 동의하는가? 당신이 진 
경기의 끝 무렵에는 악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 악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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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화

의
 언

어 평화의 상징

1965년 국제 어린이 그림 대회에서 루마니아의 12세 발부 엘레나
(Barbu Elena)의 그림.

활동지침서 10
평화와 올림픽대회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시민 문식성, 공동연구,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소크라 테스식 
질문하기, 나누기.

  학습 결과
평화 계획에 대해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활동지침서 11
평화 유산 게임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우정,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문제-해결, 공동연구, 창의성, 시민 문식성, 나누기, 라운드테이블, 
드라마, 노래, 스토리텔링.

  학습 결과
• 스포츠와 평화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유산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인식을 향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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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도자기 작품은 종종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래 사진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의 스포츠 
활동들에 관해 배워봅시다. 그런 다음 각자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전통들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와 
예술

신체적 훈련과 스포츠 대회는 고대 그리스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읽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뛰어난 시, 
연극 및 소설을 썼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조각상, 
그리고 예술을 보유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도자기에 그려 진 
조각품들과 그림들을 통해 그리스 
사람들의 스포츠 전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토의하기

위의 그림을 보십시오. 

• 어떤 행사가 보입니까?
• 이 사진들에서 고대 그리스의 삶에 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행사와 현대 올림픽 

경기를 비교 및 대조 해봅시다.

올림픽 게임을 묘사하는 
그리스의 유물들.

활동지침서 12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와 예술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창의성, 공동연구, 문제-해결.

  학습 결과
예술과 문화가 고대 올림픽의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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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올림픽대회의 
스포츠와 예술

포스터는 어휘, 그림, 그리고 상징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올림픽 포스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유산과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읽기7

내용: 로마가 1960년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 했을 때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강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스터는 인간의 모습이 장식된 
기둥의 윗부분을 보여줍니다. 꼭대기에는 늑대 암컷이 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 날짜와 오륜으로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에게 우유를 먹이는 늑대: 암컷 늑대와 쌍둥이는 
로마의 유명한 신화를 묘사합니다. 그 전설에서 쌍둥이 소년들은 
로마전쟁의 신 마스의 자식이며 알바 롱가 왕의 조카입니다.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운 왕은 쌍둥이를 바구니에 태워 티베강으로 
흘려보냈고 그 바구니를 암컷늑대가 발견하였습니다. 

암컷늑대가 키운 쌍둥이는 후에 양치기의 양자가 되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어른이 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암컷늑대에게 발견된 그 장소에 기원전 753년 로마시를 
세웠습니다. 훗날, 주도권 다툼 끝에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암컷늑대와 쌍둥이의 형상은 기원전 6세기부터 전해져온 루파 
카피톨리나(카피톨리나 늑대상)의 조각상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 
조각상은 고대 시대 때 손상을 입어 르네상스시대 때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쌍둥이도 이 시기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조각상은 
오늘날 유명한 로마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둥-선수와 군중: 한 선수가 오른손으로 자신에게 화관을 씌우고 
왼손으로는 승리의 야자수잎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수 자신은 
알몸으로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토가(togas)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몇몇의 선수들도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글: 포스터 상의 글에서 숫자는(오늘날 유럽과 서유럽에서 숫자를 쓰는 
방식인)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고대 로마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숫자는 1960년 로마 게임의 고대 정체성을 강화한다. 본문은 “제 17
회 로마 올림피아드 게임, 8월 25일 – 9월 11일”; 과 기둥 머리에 “Roma 
MCMLX”라고 쓰여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의 
공식 포스터.

활동지침서 13
근대 올림픽대회의 스포츠와 예술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창의성, 공동연구, 문제-해결, 퍼즐 학습, 캐러셀 학습.

  학습 결과
올림픽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예술 기술을 개발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토의하기

포스터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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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1—마스코트

종종 올림픽 개최 도시가 개최국에게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동물을 마스코트로 선정 
합니다. 1980년 모스크바(Moscow, 구 
소련)올림픽의 마스코트는 곰(Misha,미샤)
이었으며, 1984년 사라예보(Sarajevo, 
유고슬라비아)올림픽대회의 마스코트는 늑대
(Vuchko, 부코), 1988년 캘거리(Calgary, 
캐나다)대회는 북극곰(Hidy and Howdy, 
하이디와 하우디)였습니다. 때때로 마스코트는 
만화 캐릭터로 선정하곤 합니다.

    
읽기 2—로고, 엠블럼, 
기호

로고는 올림픽대회 개최 도시와 조직위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입니다. 로고는 그 
대회를 시각적으로 식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예로 1968년 멕시코시티(Mexico 
City)올림픽대회와 1994년 릴레함메르
(Lillehammer)올림픽대회의 로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고와 마스코트:  
정체성 디자인하기

로고, 마스코트, 그리고 올림픽 성화 디자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올림픽 개최도시를 소개하고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그 문화와 도시의 예술과 전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988년 서울  
1988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친근한 호랑이 
“호돌이”입니다. 호랑이는 
한국의 많은 전설들의 
특징이다.

2006년 토리노  
2006 토리노 올림픽을 위해 
선택된 마스코트는 부드럽고 
친절하며 우아한 눈덩이인 
“네베”(왼쪽)와 활기차고 
장난끼 많은 얼음 조각 “
글리즈”(오른쪽)입니다. 
그들은 겨울 스포츠의 
본질을 구체화 하고 삶과 
에너지로 가득찬 젊은 
세대를 상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 R

 1968년 멕시코 시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엠블럼은 
오륜과 올림픽대회 개최년도가 
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의 
은빛 인디언들의 전통적인 
도자기 및 태피스트리 디자인을 
모방하였습니다.

1994년 릴레함메르 
자연과 하늘과 눈에서 
영감을 얻은 1994년 동계 
올림픽대회의 상징은 오로라 
보리얼리스(오로라의 불빛)
와 오륜, 그리고 눈송이를 
포함합니다.

활동지침서 14
로고와 마스코트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구성주의, 창의성, 문단 형성.

  학습 결과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상징의 능력을 인식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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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념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촉진하고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스포츠를 
두는 것입니다.”
 
올림픽헌장

2014년 소치: 동메달리스트 크리스토프 이너호퍼(Christof Innerhofer,이탈리아)와 금메달리스트 메티아스 메이어(Mattias Mayer,오스트리아)가 알파인 스키 
남자 다운힐 경기 플라워 시상식 시상대에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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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넘어서: 올림픽에서의 여성 65

패럴림픽대회: “역동치는 영혼” 68

진세계 맞이하기: 올림픽대회 개최 70

올림픽대회 개최도시 72

올림픽선수촌 73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74

올림픽대회의 문제해결 77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이번 장에서는 올림픽이념을 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기구(
조직)들과 행사들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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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각 올림픽대회의 조직을 감독하고 올림픽 관련 
스포츠, 문화, 그리고 교육적 활동들을 조정합니다. IOC의 위원들은 
스포츠에 공헌해온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나라에서 IOC
의 대표로 활동합니다. IOC 위원들은 각 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IOC 위원은 때때로 한 개국 이상에서 IOC를 대표해야 합니다. 

일부 IOC 위원들은 선수들을 대표하고 일부는 국제스포츠연맹 
출신입니다. IOC 위원 수는 어떤 경우에서건 명예위원을 제외하고 115
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은 일 년에 한번 IOC 총회 때 만납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200여개가 넘는 국가는 선수들을 파견하여 올림픽대회 개막식에서 
국기를 따라 행진하도록 합니다. 이들 각 국가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
(NOC)가 있습니다.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는 국가대표팀과 각 국가 
내에서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홍보하 고 장려할 책임을 가집니다.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OCOGs)
올림픽대회 개최권 투표에서 이긴 도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조직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꾸준히 성장하는 
전문가 그룹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향후 7년간 시설 공사, 
스포츠와 문화 행사 조직, 수천명의 선수들과 관람객 그리고 미디어들을 
도시로 맞이할 준비 등 올림픽대회의 모든 면을 계획하게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또한 올림픽대회를 충당할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감독 하에 
올림픽대회 10일 후에 열리는 장애인올림픽대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국제스포츠연맹(IF)
올림픽대회의 규칙과 절차는 국적의 차별 없이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스포츠는 
하나의 국제스포츠연맹의 규칙으로 관리되어야합니다. 28개의 하계 
국제스포츠연맹과 7개의 동계국제스포츠 연맹은 올림픽대회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감시하고 각 종목을 관리할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연맹은 올림픽헌장에 따라 올림픽대회의 참가자격 기준을 수립하며 
스포츠에서의 금지 약물 복용에 반대하는 IOC의 입장에 동참합니다.

IOC 각종 위원회
IOC 위원회는 특정 주제를 연구하고, 위원장에게 자문하며, IOC
집행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라 불리는 실무그룹입니다. IOC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 조정위원회, 2024 평가위원회, 제 3
회 하계 2018 부에노스아이리스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정위원회, 제 3
회 동계 2020 로잔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정위원회, 제 31회 2016 리우 
올림픽대회 조정위원회, 제 32회 2020도쿄 올림픽대회 조정위원회, 
제 23회 평창 올림픽대회 조정위원회, 문화와 올림픽 유산, 대리위원, 
윤리, 평가, 재정, IOC 위원선거, 세계반도핑기구(WADA)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 IOC 대표, 법무실, 마케팅, 의료 및 과학, 올림픽 채널, 올림픽 
채널 서비스, 올림픽 교육, 올림픽대회 조정, 올림픽 프로그램, 올림픽 
연대, 스포츠 선수를 통한 홍보 및 사회개발, 스포츠와 활동적인 사회, 
지속 가능성 및 유산, 스포츠의 여성과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정위원회.

올림픽 후원사
올림픽운동은 대중매체에 올림픽 중계권을 판매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TOP(올림픽 파트너 프로그램)후원자 
프로그램 하에서 여러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모아진 
자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회 및 
국제스포츠연맹을 통해서 다시 스포츠에 배분됩니다.

올림픽운동

올림픽운동은 기구(조직)들과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업 및 
올림픽이념의 기초가 되는 사상 및 가치에 헌신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토의하기

왜 올림픽대회와 올림픽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문화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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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알제리(ALG)
앙골라(ANG)
베냉(BEN)
보츠와나(BOT)
부르키나 파소(BUR)
부룬디(BDI)
카메룬(CMR)
케이프 베르데(CPV)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F)
차드(CHA)
코모로스(COM)
콩고(CGO)
지부티(DJI)
이집트(EGY)
적도기니(GEQ)
에리트레아(ERI)
에티오피아(ETH)
가봉(GAB)
잠비아(GAM)
가나(GHA)
기니아(GUI)
기니비사우(GBS)
아이보리코스트(CIV)
케냐(KEN)
레소토(LES)
라이베리아(LBR)
리비아(LBA)
마다가스카르(MAD)
말라위(MAW)
말리(MLI)
모리타리아(MTN)
모리셔스(MRI)
모로코(MAR)
모잠비크(MOZ)
나미비아(NAM)
니제르(NIG)
나이지리아(NGR)
르완다(RWA)
상투메프린시페(STP)
세네갈(SEN)
세이셀(SEY)
시에라리온(SLE)
소말리아(SOM)
남아프리카공화국(RSA)
남수단(SSD)
수단(SUD)
스와질란드(SWZ)
탄자니아(TAN)
토고(TOG)
튀니지아(TUN)
우간다(UGA)
잠비아(ZAM)
짐바브웨(ZIM)

아메리카
앤티가바부다(ANT)
아르헨티나(ARG)
아루바(ARU)
바하마(BAH)
바베이도스(BAR)
벨리체(BIZ)
버뮤다(BER)
볼리비아(BOL)
브라질(BRA)
영국령버진아일랜드(IVB)
캐나다(CAN)
케이먼군도(CAY)
칠레(CHI)
콜롬비아(COL)
코스타리카(CRC)
쿠바(CUB)
도미니카(DMA)
도미니카 공화국(DOM)
에콰도르(ECU)
엘살바도르(ESA)
그레나다(GRN)
콰테말라(GUA)
가이아나(GUY)
아이티(HAI)
온두라스(HON)
자메이카(JAM)
멕시코(MEX)
니카라구아(NCA)
파나마(PAN)
파라과이(PAR)
페루(PER)
푸에르토리코(PUR)
세인트키츠네비스(SKN)
산타루시아(LC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VIN)
수리남(SUR)
트리니다드토바고(TTO)
미합중국(USA)
우루과이(URU)
미국령버진아일랜드(ISV)
베네수엘라(VEN)

아시아
아프가니스탄(AFG)
바레인(BRN)
방글라데시(BAN)
부탄(BHU)
브루나이(BRU)
캄보디아(CAM)
중화인민공화국(CHN)
대만(TPE)

조선인민공화국(PRK)
홍콩(HKG)
인도(IND)
인도네시아(INA)
이라크(IRQ)
이란(IRI)
일본(JPN)
요르단(JOR)
카자흐스탄(KAZ)
대한민국(KOR)
쿠웨이트(KUW)
키르기즈스탄(KGZ)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레바논(LIB)
말레이시아(MAS)
몰디브(MDV)
몽골(MGL)
미얀마(MYA)
네팔(NEP)
오만(OMA)
파키스탄(PAK)
팔레스타인(PHI)
카타르(QAT)
사우디아라비아(KSA)
싱가포르(SIN)
스리랑카(SRI)
시리아(SYR)
타지키스탄(TJK)
태국(THA)
동티모르민주공화국(TLS)
투르크메니스탄(TKM)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우즈베키스탄(UZB)
베트남(VIE)
예멘(YEM)

유럽
알바니아(ALB)
안도라(AND)
아르메니아(ARM)
오스트리아(AUT)
아제르바이잔(AZE)
벨라루스(BLR)
벨기에(BEL)
보스이나헤르체고비나(BIH)
불가리아(BUL)
크로아티아(CRO)
키퍼러스(CYP)
체코공화국(CZE)
덴마크(DEN)
에스토니아(EST)
핀란드(FIN)
프랑스(FRA)

조지아(GEO)
독일(GER)
영국(GBR)
그리스(GRE)
헝가리(HUN)
아이스란드(ISL)
아일랜드(IRL)
이스라엘(ISR)
이탈리아(ITA)
코소보(KOS)
라트비아(LAT)
리헨텐슈타인(LIE)
리투아니아(LTU)
룩셈부르크(LUX)
구유고슬라비아마케도니아공화
국(MKD)
말타(MLT)
몰도바(MDA)
모나코(MON)
몬테네그로(MNE)
네덜란드(NED)
노르웨이(NOR)
폴란드(POL)
포르투갈(POR)
루마니아(ROU)
러시아연방(RUS)
산마리노(SMR)
세르비아(SRB)
슬로바키아(SVK)
슬로베니아(SLO)
스페인(ESP)
스웨덴(SWE)
스위스(SUI)
터키(TUR)
우크라이나(UKR)

오세아니아
미국령사모아(ASA)
호주(AUS)
쿡제도(COK)
미크로네시아(FSM)
피지(FIJ)
괌(GUM)
키리바티(KIR)
마샬군도(MHL)
나우루(NRU)
뉴질랜드(NZL)
팔라우(PLW)
파푸아뉴기니(PNG)
사모아(SAM)
솔로몬군도(SOL)
퉁가(TGA)
투발루(TUV)
바누아투(VAN)

올림픽세계
아래 각 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노력으로 스포츠의 보편성과 올림픽이념의 
가치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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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박물관과 올림픽연구센터 개설의 
아이디어는 19세기 올림픽대회를 부활시킨 
프랑스인 쿠베르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쿠베르탱은 교육자가 무엇보다 
먼저 올림픽 운동이 첫 번째 영감을 주었던 
교육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지만 올림픽 
연구센터는 내 작업의 보존과 진전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올림픽박물관과 
올림픽연구센터

스위스 로잔 IOC 본부 근처에 위치한 올림픽 박물관과 
올림픽연구센터는 올림픽운동에 대한 교육의 중심입니다.

활동지침서 15
올림픽박물관
올림픽교육의 주제:  
노력의 즐거움,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창의성, 공동연구, 문제-해결,  
퍼즐 학습, 캐러셀 학습, 나누기, 멀티미디어 연출.

  학습 결과
올림픽주제로 영감을 얻고 그리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IOC 가 로잔에 본부를 설립하고 몇 년 후 쿠베르탱은 Vila Mon-Repos
에 기반을 둔 올림픽대회의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올림픽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1982년 6월23일 로잔의 중심(로쟈네 거리, 
Avenue Ruchonnet)에 올림픽 박물관이 개관하였으며; 같은 해 10
월 11일에 도서관과 올림픽연구센터(Olympic Studies Center, 이하 
OSC)가 같은 건물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1993년부터 올림픽 박물관과 OSC는 우시의 제네바 강가 산책로에 
위치하였습니다. OSC는 현재 도서관, 대학 교류부, 역사기록물부 그리고 
연구 및 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모든 올림픽 
참고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OSC는 오늘날 올림픽운동과 올림픽대회에 관한 모든 서면, 시각, 
및 오디오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센터 중 하나 입니다. 그 
사이, 최근에 중요한 개조를 한, 올림픽 박물관은 많은 수의 흥미로운 
상호적인 전시물이 전시된 상설 전시관과 정기적인 특별 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센터는 학교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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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012년 런던의 올림픽 휴전의 벽,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우승자 소냐헤니(Sonja Henie)의 
사인이 들어간 스케이트, 로잔에 있는 쟝 카돗(Jean Cardot)이 제작한 쿠베르탱의 동상, 상설 전시관에 있는 올림픽대회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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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올림픽종목

올림픽종목은 매년 기본 종목에 새로운 스포츠가 추가 되면서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올림픽 프로그램에 공식 
체택되기 위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국제스포츠연맹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의 
정식 종목
수상스포츠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권투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골프
체조
핸드볼
하키
윧ㅎ
근대 5종
조정
럭비
요트
사격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 3종
배구
역도
레슬링

2008년 베이징: 사이프러스의 헤리스 파파도플로스(Haris Papadopoulos), 영국의 벤 알린사일(Ben Ainslie)
그리고 아일랜드의 팀 굿바디(Tim Goodbody)가 칭다오 올림픽 세일링 센터에서 펼쳐진 핀 클레스 경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영국의 
알리스타 브라운리(Alistair 
Brownlee)가 남자 
트라이에슬론 경기에서 
스페인의 하비에르 고메즈
(Javier Gomez)와 그의 형제 
조나탄(Jonathan)을 제치고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토의하기

• 어떤 올림픽종목이 당신의 국가에서 유명합니까? 
이들 스포츠와 유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자국에서 행해지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 올림픽종목이 아니면서 자국에서 인기있는 전통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 않은 스포츠를 
찾았으면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례를 
모아봅시다.

• 올림픽에서 진행된 최초의 스포츠 경기 부터 
최근의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경기의 
연대표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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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치 올림픽 정식 
종목
바이에슬론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스케이팅
스키

   
읽기

스케이트와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는 겨울의 찬 기온이 
물을 얼음으로 만들고 비를 눈으로 만다는 일부나라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미끄럽고 눈이 덮인 언덕에서 스키, 
스케이트 또는 썰매를 타고 활강하고 점프하는것은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최소 3개대륙의 
25개국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는 스포츠만이 동계 
올림픽대회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 벤쿠버: 캐나다 팀 골키퍼 로베르토 롱고(Roberto Luongo)선수가 남자 아이스하키 미국과 
캐나다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 오스트리아의 줄리아 쥬모뷔츠(Julia Dujmovits)선수가 여자 스노보드 활강 경기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16
올림픽종목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 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구성주의, 탐구, 포럼 연극, 질문과 답하기, 
라운드 테이블, 입장/퇴장카드.

  학습 결과
• 나라별로 상이한 스포츠를 

인식합니다.

• 스포츠의 다양성을 위해 발전하는 
올림픽 스포츠 프로그램을 
인식합니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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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올림픽대회 
(Youth Olympic Games)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교육과 문화를 접목한 15세–18세의 선수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글로벌 멀티 스포츠 이벤트이며, 어린 참가자들이 
올림픽의 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진정한 올림픽 이념의 대사가 
되도록 합니다.

2012년 인스부르크: 두 명의 참가자들이 손등에 그려진 청소년올림픽대회 엠블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0년 여름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첫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년 뒤 인스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4년 난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6
년 릴레함메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의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는 2018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이며,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0년 스위스 로잔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청소년올림픽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스포츠 퍼포먼스가 교육과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풍성한 환경에 그들을 몰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쟁함과 동시에 선수들의 미래와 올림픽가치를 
경험하는 워크샵에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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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난징: 은메달리스트 스테파니 젠크스(Stephanie Jenks, 미국)
과 동메달리스트 에밀리 모레어(Emilie Morier, 프랑스)가 여자 철인 
3종경기 금메달리스트인 브리트니 두턴(Brittany Dutton, 호주)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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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올림픽대회 DNA
청소년올림픽대회 DNA는 젊음의 정신과 역동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 
DNA는 다음을 인식합니다: 

• 스포츠에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내재된 힘이 있습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참가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풍부한 전통 그리고 

다른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선수들이 스포츠 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의 다른 

청소년들에게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올림픽가치의 대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새로운 계획의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올림픽대회 스포츠 프로그램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스포츠연맹(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s)
의 혁신에 열려 있습니다. 연맹들은 경기의 새로운 종목과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제 팀, 혼성팀, 선수의 숫자 제한). 하키 5s(hockey 
5s)종목은 2014난징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모노봅(monobob)종목은 2016 
릴레함메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식종목이 아닌 스포츠는 학습과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포츠, 스포츠 클라이밍 그리고 우슈는 “2014 난징 스포츠 연구소”
의 시범종목이었습니다.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개최도시의 경기장 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스포츠를 
재배치 할 수 있게 합니다.

팩트와 수치
• 첫 번째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첫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2년 인스부르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는 두 개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 
경쟁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와 교육(CEP)입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들은 스포츠에 따라서 15-16세, 16-17세, 
17-18세의 연령 그룹으로 나뉘어 경쟁합니다.

• 2010년 싱가포르 대회에서 각 NOC에 4개의 “Universality Places” 
가 약속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대회의 참가팀 중 5%는 혼성팀 그리고 혼성 NOC 
였습니다.

•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7개의 스포츠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6개의 스포츠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동계 및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각각 10일에서 12일 동안 
치러집니다.

• 2010년 싱가포르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에는 205개의 국가가 참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 2016년 릴레함메르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는 1,100
명입니다.

• 2014년 난징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는 3,800명 입니다.

2016년 릴레함메르: 학습과 나눔 집중의 날- 한 소년이 올림픽 연대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줄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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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촌에 참석 중인 한 어린 선수.

학습 & 나눔
청소년올림픽대회의 학습&나누기 활동들은 다섯 가지의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 올림픽이념
• 기술 발달
• 행복과 건강한 생활방식
• 사회적 책임
• 표현 
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YOGOC)는 IOC와 함께 
학습&나눔의 상호작용적이고 혁신적인 활동들을 
조직합니다. 이것들은 다섯 가지의 주제를 흥미진진하고 
영향력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학습&나눔 
활동들은 최소한 청소년올림픽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됩니다. 선수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개최도시의 젊은이 
등이 참여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위에서 언급된 목적과 
주제를 지키는 수준에 한에서 융통성과 자율성 있게 
활동들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IOC는 청소년올림픽대회 전, 후 그리고 
기간 동안 젊은 참가자들에게 올림픽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올림픽대회 대사들—청소년올림픽대회 대사들은 
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요와 젊은 층 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수 롤 모델—선수 롤 모델은 현역 선수 이거나 최근 
은퇴를 한 선수들 중 국제스포츠연맹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회에 참석하여 학습&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그들의 경험과 충고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청년 사절단—청년 사절단-청년 사절단은 18세 에서 25
세의 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년들 중 그들의 NOC에 의해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NOC 대표단의 
일환으로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며 청소년올림픽대회 
정신을 확산시키고 선수들이 학습과 나눔(Learn & 
Share)활동에 참여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 청소년 리포터—청소년 리포터는 저널리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세에서 24세의 기자를 
꿈꾸는 청소년들로 구성됩니다. 각자의 리포터들은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의해 지명되고 청소년올림픽을 
통하여 전문 트레이너와, 기자와 협력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진, 집필,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세분화됩니다. 하계 청소년올림픽에 참석했던 청소년 
리포터 프로그램의 기자들 중 상위15명의 기자들은 좀 
더 많은 경험과 그들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에 초대됩니다.

활동지침서 17
청소년올림픽대회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구성주의, 탐구, 포럼 연극, 질문과 답하기, 라운드 테이블, 입장/
퇴장카드.

  학습 결과
• 청소년을 올림픽이념에 받아드리기 위한 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운동선수들이 대사가 되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책임지는 
방법을 배운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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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넘어서: 
올림픽에서의 여성

제1회 근대 올림픽대회 이후 여성과 스포츠에 관한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 왔습니다. IOC는 여성들이 활발히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성 올림픽 
우승자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대회가 열린 후 4
년 만인 1900년 파리 
올림픽에 여성이 처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쿠베르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리 
올림픽대회에 참여한 997명의 선수 중 22
명이 여성이었으며 그들은 테니스, 요트, 
크로켓, 승마 및 골프 등 다섯 개의 종목에서 
경쟁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올림픽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올림픽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 중 
40%가 여성이며 IOC는 올림픽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여성의 종목을 늘려왔습니다. 
1991년 이후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모든 신규 종목들은 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한 국가 또는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은 올림픽운동에 
속하는 무엇과도 양립 
할 수 없습니다.”
2004년 올림픽 헌장 기본원칙 #5

2014년 소치: 아이스 큐브 컬링 센터에서 펼쳐진 여자 컬링 준결승에서 영국의 에나 솔
란이(Anna Solan)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18
장벽을 넘어서: 올림픽에서의 여성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롤플레이, 탐구, 포럼연극, 논문, 논문에 대한 반응, 블로그, 브이로그.

  학습 결과
•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올림픽대회에서 남성과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을 이해합니다.

• 이제 여성은 IOC의 성과를 통해서 동등한 기회를 가졌고 또 
이러한 동등한 기회가 올림픽 헌장 기본원칙 #5에 명시된 것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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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라 사바티니(Gabriela Sabatini)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테니스 선수인 가브리엘라 사바티니는 세 번의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996년 경쟁에서 은퇴한 후, 
그녀는 “스포츠가 내게 준 많은 것들 중 일부를 스포츠에 되돌려 
주는 것”에 그녀가 선수 시절 가졌던 힘과 에너지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테니스 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린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뒤에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자 테니스 대회와 어린 선수들을 위한 무료 테니스 수업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세간의 눈에 띄지 않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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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나데시코 재팬(Nadeshiko Japan)으로 알려진 일본 여자축구팀은 
일본의 여성 스포츠와 특히 여성 축구를 둘러싼 환경의 주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 슬퍼할 때, 2011
년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였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편, 나데시코 재팬의 베테랑 선수들은 
여자 축구를 대중화 하고 차세대 대표 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코칭 수업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축구를 넘어 
일본에서의 여성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테글라로 루페(TeglaL oroupe)케냐
테글라 로루페(2011년 IOC 여성과 스포츠 상 수상자)는 별 
볼일 없는 배경을 극복하고 케냐 현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아이콘이자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전 국제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이자 올림피언이며 아프리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욕마라톤대회 우승자인 로루페는 겸손, 인내, 근면, 그리고 팀 
정신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3개 국가에서 분쟁중인 여성과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자율권을 주며 지원하는 테글라 로루페 평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녀의 재단은 점점 더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대회를 조직하여 그들에게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재단은 여성과 소녀들이 국내·외 대회에 참여 할 수 
있게 훈련과 지도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루페는 또한 
스포츠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자라 네마티(Zahra Nemati)이란
2012 페럴림픽대회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자라 
네마티는 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를 통틀어 금메달을 딴 첫번째 
여성으로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런던에서 시상대에 오른 
그녀의 성공은 이란에서 많은 언론 보도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그녀의 성공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자라는 1985년 4월생으로 2004년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기 전까지 태권도 검은띠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2년 후, 
대학생인 자라는 양궁으로 전향하였으며 장애가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빠르게 증명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2011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4개 거리부분과 30m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2012년 런던에서 그녀는 패럴림픽 기록을 
작성하였고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녀의 
업적, 결단력, 그리고 용기와 자기동기부여는 그녀가 이란 사화에서 
롤 모델이 되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그녀의 성공으로 인해 이란에서 장애인 양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녀는 2013년 스포츠 개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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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보크트(Carina Vogt)독일
독일의 카리나 보크트는 2014년 소치에서 월드컵대회에 서 메달이 
하나도 없는 선수가 올림픽 여자 스키점프 종목에 서 금메달을 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24년 첫 동계 올 림픽에 남자 선수가 처음 
출전한 이래 90년 만인 2014년 소 치에서 여자 스키 점프 선수들은 
첫 데뷔를 하였습니다.

케시 프리만(Cathy Freeman)호주
케시 프리만은 퀸즈랜드의 맥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8살 때 
학교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으며, 많은 호주 원주민들처럼 호주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한때, 많은 초등학교 대회에서 우승 지만, 프리만은 
그녀가 이긴 백인 소녀들이 우승 트로피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1989년까지 그녀의 의 붓아버지인 브루스 바버에게 지도를 
받으며 프리만의 가족들은 그녀가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1989년 그녀의 가족은 국제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마이크 다니엘에 
의해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게 된 케시 근처로 가기위해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프리만은 케시 프리만 재단의 이사장 및 
창립자로 원주민 어린이와 원주민이 아닌 어린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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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토의하기

• 젊은 여성이 올림픽 챔피언이 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논의해 봅시다.

• 과거에는 여성은 마라톤 같은 장거리를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올림픽대회는 1984년 전까지 여성 마라톤이 
없었다. 존 베노이트(Joan Benoit, 미국)가 마라톤에서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성이 
마라톤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 당신의 지역사회나 국가가 여성과 소녀의 신체활동 참가를 
지지합니까? 당신은 여성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가하여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당신의 지역사회의 여성 선수를 인터뷰 해봅시다. 왜 
그녀에게 스포츠가 중요합니까? 그녀가 극복해야 할 
장벽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장벽들을 극복 
하였습니까? 그녀는 특별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스타마타 리비티(Stamata Revithi)그리스
스타마타 리베티는 1896년 하계 올림픽에서 40km 
마라톤을 뛴 그리스 여성입니다. 당시 올림픽대회는 
여성을 시합에서 제외하였지만 레비티는 시합에 참가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비티는 공식 남자 시합 
하루 후 마라톤을 뛰었으며 5시간 30분 정도에 시합을 
마치고 주변에 그녀의 시간을 확인해줄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녀는 경주 마지막에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업적을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리스올림픽위원회에 그녀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의 소식에 따르면, 두 번째 여성인 “멜포메네”도 
1896년 마라톤 경기를 뛰었습니다. 올림픽 역사가들 
사이에 레비티와 멜포메네가 동일인 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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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대회는 서로 다른 장애가 있는 선수들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 행사이다. 분명한 것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닌 
운동적인 성취를 강조한다. 2012 런던 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개최도시는 올림픽대회의 폐막 후 한 달 사이에 패럴림픽도 
개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패럴림픽대회:  
“역동치는 영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s Committee, 
이하 IPC)는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스포츠 탁월함을 성취하고 
영감을 주며, 세계를 흥분시키기 위한 패럴림픽대회를 조직하고 
조정 합니다. 

   
토의하기

•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모토는 “움직이는 정신” 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훌륭한 모토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왜 패럴림픽 선수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역동치는 영혼”을 나타내는 포스터를 그려봅시다.

• 아래의 인용구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봅시다.

“당신은 인생을 두가지 방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방이 막힌 방에 
앉아 머리를 모래 속에 넣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권투 장갑을 끼고 
주먹을 들어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리자나 류비시크(Ljiljana Ljubisic, 캐나다),  
원반던지기 패럴림픽 4관왕

“그것은 모두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발견은 수영이 모든 것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영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는 사회로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베아트리스 헤스(Beatrice Hess, 프랑스),  
패럴림픽 수영25관왕

2012년 런던: 호주의 켈리 카트라이트(Kelly Cartwright)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펼쳐진 
패럴림픽게임 여자 멀리뛰기 시합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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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벤쿠버: 미국의 엘리슨 존스(Allison Jones)가 휘슬러 크리크사이드에서 열린 
패럴림픽 여성 스탠딩 슈퍼-G 시합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이탈리아의 페드리코 모라치(Federico Morlacchi)가 아쿠아센터에서 
열린 패럴림픽 남성 100m 접영시합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19
패럴림픽대회:  
“역동치는 영혼”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경험적 학습.

  학습 결과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과 경쟁을 하는지 
이해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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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를 열자! 밴쿠버가 해냈다 20101

2003년 7월2일 아침, 2010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에 
성공한 밴쿠버가 군중들에게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발표를 했을 때, 로저스 아레나(GM 
Place)는 환호로 들썩였고 수천 명의 군중들은 캐나다 
국기와 하얀 수건을 흔들며 벌떡 일어났다. 환호는 몇 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토의하기

• 맞은편 그림에서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올림픽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세계 맞이하기: 
올림픽대회 개최

개최도시들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할 때 거대한 조직과 재정적 
책임을 떠맡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탐구 하도록 합시다.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임무2

• 필수의 스포츠시설, 대회장, 경기장 및 
훈련장을 선정하고 필요시 건설.

• 필요한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 환경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 프로그램 상의 모든 스포츠를 동등하게 취급 

하고 대회를 국제스포츠연맹의 규칙에 따라 
개최할 것을 보장.

• 선수와 지원그룹 그리고 임원들에게 숙소 
제공.

• 의료서비스 조직.
• 수송물류 조직.

• 올림픽대회의 정보 흐름과 보도를 포괄적 
이고 가능한 최고 품질로 보장하기 위한 대중 
매체의 필요조건 충족.

• 올림픽대회 축제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조직.

•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개최도시나 그 주변 
지역에서 정치적 시위나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보장.

• 올림픽대회 종료 후 2년 내에 IOC 두 가지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로 된 공식 올림픽 
보고서 작성하여 배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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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부에노스 아이리스에서 
열린 제 125회 IOC 총회에서 후보도시인 
이스탄불과 마드리드를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제외하고 제32회 2020 올림픽대회는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2년 재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2013
년 9월 10일 자크로게 당시 IOC 위원장은  
“도쿄가 2020 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도쿄는 처음부터 매우 강력한 기술 입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탄불과 
마드리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 
곳의 도시 모두 2020 올림픽대회를 훌륭하게 
개최하기에 충분하였지만 끝내 도쿄의 입찰이 
IOC 위원회에 가장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올림픽가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포츠의 
이점을 새로운 세대에 보여주며 잘 조직되고 
안전한 올림픽대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토의하기

• 아래 사진 속 사람들의 정서는 어떠합니까?
• 2012 올림픽대회를 계획하고 준비 하기 

위해 런던 시가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일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유치가 확정되자 도쿄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20
올림픽대회 개최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탐구, 프로젝트 기반 학습하기, 
창의성, 인격화, 공동연구, 질문과 대답하기, 라운드 
테이블, 멀티미디어 발표.

  학습 결과
• 올림픽대회가 개최국에 주어지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학습하기.
• 어떻게 올림픽대회가 개최 도시와 나라의 문화를 

강조할 수 있는지 배우기.
• 어떻게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배우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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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 개최도시

후보도시들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 
한 도시에 하계 또는 동계 올림픽대회를 조직하고 개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두 개의 올림픽대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계 올림픽이며 
나머지는 동계 올림픽입니다. 각 올림픽대회는 4년마다 
개최됩니다. 동계 올림픽대회는 눈이나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스포츠를 포함합니다.

    
읽기 전에 해야 할 질문

어떤 유형의 도시가 하계 올림픽대회 또는 
동계 올림픽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당신 주변의 도시가 개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읽기

원래 겨울 스포츠는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스포츠는 
많은 북쪽 나라들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겨울 스포츠가 
올림 픽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924년에 동계올림픽 
주간이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IOC는 샤모니 
대회를 제1회 동계올림픽대회로 명명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동계 올림픽대회는 
4년마다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하계대회와 
같은 해에 열렸지만 지금은 2년의 차이를 두고 
개최됩니다.

하계 올림픽대회 개최 도시
연도 도시
1896 리스 아테네
1900 프랑스 파리
1904 미국 세인트루이스
1908 영국 런던
1912 스웨덴 스톡홀름
1916 전쟁으로 개최되지 않음
1920 벨기에 앤트워프
1924 프랑스 파리
192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32 미국 로스앤젤레스
1936  독일 베를린
1940  전쟁으로 개최되지 않음
1944  전쟁으로 개최되지 않음
1948  영국 런던
1952  핀란드 헬싱크 
1956  호주 멜버른과 스웨덴 스톡홀름(승마경기)
1960  이탈리아 로마
1964 일본 도쿄
1968  멕시코 멕시코시티
1972  서독 뮌헨
1976  캐나다 몬트리올
1980  소련 모스크바
1984  미국 로스엔젤레스
1988  대한민국 서울
1992  스페인 바르셀로나
1996  미국 애틀랜타
2000  호주 시드니
2004  그리스 아테네
2008  중국 베이징
2012  영국 런던
2016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2020  일본 도쿄

동계 올림픽대회 개최 도시
연도 도시
1924  프랑스 샤모니
1928  스위스 생모리츠
1932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1936  독일 가르미슈-파르헨키르텐
1940  전쟁으로 개최되지 않음
1944  전쟁으로 개최되지 않음
1948  스위스 생모리츠
1952  노르웨이 오슬로
1956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
1960  미국 스코벨리
1964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968  프랑스 그레노블
1972  일본 삿뽀로
1976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980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1984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1988  캐나다 캘거리
1992  프랑스 알베르빌
1994  노르웨이 릴리함메르
1998  일본 나가노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006  이탈리아 토리노
2010  캐나다 벤쿠버
2014  러시아 소치
2018  대한민국 평창
2022  중국 베이징



73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올

림
픽

선
수

촌

   
읽기

함께 운동하며, 함께 생활한다: 올림픽선수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기를 할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장소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올림픽선수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수촌 안에는 각 나라별로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식당과 잠잘 곳 이외에도 선수촌 안에는 선수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경기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또한 
제공합니다. 

나라간 국경이 없으며 언어를 제외하고 사람들을 분리하는 장벽이 
없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깁니다.

   
토의하기

당신이 올림픽대회동안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라면 안락함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질 것입니까? 친구를 사귀기 쉽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촌에서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선수촌이 더 평화롭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기 전에 해야할 
질문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생각해 
봤습니까? 선수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림픽선수촌

모든 올림픽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림픽수촌입니다. 
선수촌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먹을곳, 잠잘 곳, 그리고 쉴 
곳을 제공하며 함께 모이도록 합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선수촌에 오륜기.

활동지침서 21
올림픽선수촌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나누기, 토론,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학습 결과
• 올림픽이념의 핵심적 가치관을 촉진하는데 올림픽 선수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이해를 쌓기 위한 올림픽 선수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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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문제,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주요 우선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IOC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대회를 계획 하고 준비할 때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귀감이 되는 올림픽 
개최도시들
오늘날의 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계획을 마련합니다. 
아래는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릴리함메르 1994  
“최초의 환경올림픽”  
에너지를 보존하고 대중을 교육합니다: 얼음 
표면과 하마르 올림픽전당의 공조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열을 재활용하여 다른 
구역의 경기장에 난방열을 공급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티켓 상에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기입하였습니다.

나가노 1998  
“멸종위기종의 보호”  
기푸나비(Gifu Butterfly):하포오네의 숲은 
남자 활강스키 경기의 결승점이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희귀 종인 기푸나비의 서식지 
이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현지 
중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300명의 사람들이 
나비의 주식이 되는 미야마의 아오이 풀을 옮 
겨 심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현지 중학교 
학생들은 기후나비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스키점프 구역 내에 미야마의 아오이풀을 옮겨 
심었습니다.

시드니 2000  
“도시환경의 향상”  
밀레니엄 대정원: 시드니는 오래된 공업 
지대를 정리하고 거대 규모의 신규 도시공원과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다른 올림픽시설들이 
들어설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원은 
또한 희귀종인 황금종 개구리의 서식지를 
보호하였습니다. 

토리노 2006  
“기후변화 인식” 
헥터(HECTOR)프로그램: 동계 대회는 
기후 조건의 안정과 추운 날씨와 눈이 올 
가능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것들은 스포츠 경기를 위한 진정한 “
원자재”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 보호는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TOROC)
의 최우선 환경 정책 과제로 고려되었습니다. 
헥터(HECTOR; 토리노 기후유산)프로그램은 
기후변화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었고 
올림픽대회 동안 만들어진 온실가스의 방출을 
보상하였습니다.

베이징 2008  
“올림픽 도시를 벗어난 변화” 
개선, 보호, 인식 제고는 베이징 조직위원회
(BOCOG)의 환경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중점 분야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 건축 재료들이 올림픽 경기장 건축과 
올림픽 그린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대기 질을 개선 하며 
공공하수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밴쿠버 2010  
“통합 계획과 지역 사회 유산” 
2010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대회는 
환경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포용되고 계획에 
통합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올림픽 선수촌과 주변 마을은 LEED 플레티넘 
등급을 받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은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건물은 미처리 
하수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따뜻해집니다.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스피트 스케이팅장의 
지붕은 소나무 딱정벌레가 들끓었던 
나무에게서 벌목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발의 지붕에서 받아진 빗물은 화장실 
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올림픽 대회 이후 
올림픽 경기장은 지역 사회의 다목적 
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올림픽 기획자들은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단체, NGO,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밴쿠버의 다른 영구적인 환경 
유산들을 확보였습니다.

“미래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십시오.” 
우리의 공통 미래,  
부룬틀란트 위원회 리포트(1987)

2010년 벤쿠버: 전통 이눅슈크(inukshuk)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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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  
“하나의 행성 올림픽을 향하여” 
지속가능성은 2012 런던 비드의 핵심 요소였으며, 주최 측은 
생태적 지역 및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협력하여 “하나의 
행성 올림픽을 행하여” 라는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개념의 
원칙은 2012 런던 지속가능성 계획의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이 
계획은 기후 변화, 폐기물, 생물 다양성, 포함 및 건강한 생활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올림픽대회를 제공하기 위한 뼈대를 세웠고 준비, 올림픽대회 시간, 
그리고 유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단계로 통합하였습니다.

런던은 사전 대회 지속가능 계획이 그들의 공약에 충실하고 
대회 이후 1년 이상 지속가능한 유산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2012 런던의 야망은 방치된 런던의 지역사회를 
되살리고, 영국 내·외부의 더 건강하고 나은 생활습관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장애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전 세대가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건축, 케터링, 호텔/관광 그리고 이벤트 
회사등 런던 2012의 관련된 파트너들은 지속 가능 관행을 통합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치 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극제 활용” 
소치 2014의 미션은 대회 제공 파트너들의 노력, 전문성 및 경험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대회 준비와 개최의 모든 측면에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 팀으로서 소치 2014와 다수의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일련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건강한 생활
• 장벽 없는 세계
• 문화와 국가 가치
• 자연과의 조화
• 경제적 번영
• 현대의 기술

소치 2014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세계야생생물기금(WWF)과 그린피스 등 독립적인 환경 단체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력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전문지식의 통합은 복잡한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데 
차이를 만들었고 올림픽대회 이후에도 계속 되었던 독특한 생태학적 
유산을 확립하였습니다. 다른 주요한 것들은 문화, 교육,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였습니다. 2013년은 “박물관의 해”로 명명되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전역에서 자원봉사자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2014 소치 올림픽 준비는 러시아 국제올림픽대학교 
설립을 동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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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 질문하기

• “환경” 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 왜 환경은 보호받아야 합니까? 

   
읽기

봅슬레이: 환경적인 도전

봅슬레이에서는 2명 또는 4명의 선수들이 최대145kph(90mph)
의 속도로 공기역학적 썰매를 타고 1.6km 길이의 얼음 덮인 코스를 
내려옵니다. 두 번의 주행이 끝나고 합한 시간 중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진 팀이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보통 산 중턱에 위치한 1600m의 
봅슬레이 트랙은 꽤 가파릅니다. 트랙은 인공 얼음으로 만들어졌고 
매우 민감한 기록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들은 매우 비싸며, 코스를 
건설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운 환경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의 중심지였던 스트랫포드(Stratford)의 
올림픽공원 부지 개발.

활동지침서 22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타인에 대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구성주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연구, 연구에 대한 반응, 
블로그, 창의적인 생각, 문제-해결.

  학습 결과
환경을 존중할 필요성 이해.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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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런던: 올림픽공원을 상공에서 내려다 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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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때로 올림픽운동의 가치에 반하여 그것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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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의 문제해결

   
토의하기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올림픽운동의 가치충돌을 확인해 봅시다.

• 전쟁으로 인한 올림픽대회의 중단: 1916년과 1940년 그리고 1944 올림픽대회는세계1
차대전과 세계2차대전 때문에 개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반하는 것입니까? 

• 올림픽 참가 거부: 1976년 몬트리올, 1980년 모스크바, 그리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서 몇몇 국가들의 올림픽대회 참가 거부를 한 이유를 조사해 봅시다.만약 
당신이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이지만 당신의 국가가 대회참가를 거부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뮌헨 참사: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 일의 결과로 IOC
와 조직위원회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많은 돈과 신경을 씁니다. 
올림픽대회의 보안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조사해 봅시다.

• 금지약물복용 추문: 금지약물복용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물질이 불법일까요? 
왜 그것들은 불법입니까? 왜 금지약물복용은 올림픽 가치를 반하는 일입니까? 왜몇몇의 
선수들은 불법적인 복용을 합니까? 선수들의 불법 물질 복용을 확인 하기 위한 절차를 
조사해 봅시다. 주어지는 불이익들은 무엇입니까?

• 내부적 부패: 2002년 동계 올림픽대회에 앞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몇몇 IOC 위원들이 
개최도시 선정과정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유리한 투표를 하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음이 발견되었습니다. IOC의 조사를 통해 IOC 위원들의 몇몇 부적절한 행동의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일부 위원들은 사임하거나 방출되었습니다. IOC 위원들의 
이러한 행동이 올림픽 가치에 어떻게 반대됩니까?

올“ 림픽운동은 107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속에서 올림픽대회의 중단위기,
올림픽 참가거부, 뮌헨 참사, 금지약물복용사건 및 내부 부패
등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때마다 IOC는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함을 피해야만 합니다.” 
자크 로게(Jacques Rogge),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올림픽리뷰(2004)

활동지침서 23
올림픽대회의 문제해결
올림픽교육의 주제: 균형,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기술
토의하기,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생각하는 
기술, 퍼즐 학습, 캐러셀 학습, 나누기, 논문, 
논문응답, 입장/퇴장카드.

  학습 결과
올림픽대회가 과거에 직면하였던 도전들을 
인식하고 이러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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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3회 올림픽 총회, 코펜하겐, 개막식: 자크 로게(Jacques Rogge), 당시IOC 위원장 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인도주의적 원조의 이익을 위해 
경매에서 팔릴 공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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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스포츠의 문화 80
고대 그리스의 육상경기 82
기본원칙 해석하기 83
다섯 가지의 올림픽교육주제 84
 A.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85
환희 즐기기 87
올림픽이념을 기념하다: 올림픽의 날 89

B. 페어플레이 배우기 90
페어플레이(Fair Play)란? 91
페어플레이 규칙에 따라 살아가기 92
지역스포츠에서의 페어플레이 94
페어플레이 프로그램 시행 96
코치의 페어플레이 선서 97
부모의 페어플레이 선서 98
선수와 참가자의 페어플레이 선서 99

C. 나와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기 100
존중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 101
인권: 존중과 수용의 기초 102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103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04
어려운 선택하기 105

D.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106
탁월함으로 살아가기 107
승리를 위한 긴 여정: 선수의 이야기 110
경기 완주하기 111
최선을 다하기 112

 E. 심신의 살아가기 113
균형 찾기 114
활동적인 삶 115
적극적인 생활방식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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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가치의 기원–고대 그리스의 유산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근대 올림픽운동을 이끄는 것에 
대한 평가를 돕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의 철학들과도 비교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올림픽대회와 다른 고대 그리스 축제들은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드라마, 시, 그리고 음악 대회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통하여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원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자신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 
매뉴얼은 스토리텔링, 대화, 드라마, 시, 음악, 그리고 춤을 포함하여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게 합니다. 다양한 
교습 매체들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해결 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합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을 증진시키며 현대 문명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행동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동체 통합을 돕는 교육적 수단입니다.”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고대 그리스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행동과 태도를 주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과 가치를 
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충성하면서도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데 능숙한 전사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근대 올림픽대회의 모토인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운동의 핵심 가치인 우수성, 존중, 그리고 우정은 
고대 그리스 가치를 현대적으로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올림픽운동의 다섯 가지 교육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력의 즐거움 경험하기
•  페어플레이 규칙 속에서 살기
•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것을 연습하기
•  탁월성 추구
•  심신의 조화 찾기

스포츠의 문화

“스포츠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빌리 진 킹(Billie Jean King)

스포츠는 많은 사회 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세기(고대 그리스),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스포츠는 전투에서 전사들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스포츠는 경쟁과 평화를 촉진하는 축제에서 운동선수, 지역사회, 그리고 심지어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문화에서 스포츠는 운동에서 신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운동의 예술성은 성공적인 경쟁 결과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이는 고대 올림픽대회의 많은 종목들에서 그랬으며, 근대 올림픽대회의 아이스 
스케이팅과 체조에서도 유사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스포츠는 정치적 이념을 홍보하는 
도구로 여겨지며 운동선수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 만큼 
사회를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제임스 미시너(James Mich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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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대회 운동의 많은 측면의 형식에 
영향을 끼친 반면, 스포츠는 고대 올림픽의의 경쟁에서 제공되는 
제한적인 선택을 넘어 발전하였습니다. 근대 올림픽대회는 올림픽 
개최국들(리우 올림픽-카포에라, 베이징 올림픽 - 우슈)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스포츠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상 경기와 같은 고대 전통 스포츠를 계속 존중해 왔으며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고 올림픽대회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는 철인3
종 경기나 태권도등과 같은 새로운 스포츠를 인정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고려해야 할 토의 질문:

•  당신의 나라에 그 기원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스포츠가 있습니까?

•  누가 이러한 스포츠를 했습니까?

•  어떤 장비를 사용했습니까?

•  어떻게 우승자를 가렸습니까?

•  우승자는 어떻게 보상 받았습니까?

•  이 스포츠는 기원이래로 바뀌었습니까?

스포츠는 각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을 함께 
묶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까? 
올림픽운동은 평화를 촉진하고, 운동선수들의 성과를 이해하고 
축하하는 데 꾸준히 스포츠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페어플레이, 
존중, 우수성 추구등과 같은 가치들은 올림픽정신의 중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치들의 개인적 
의미를 젊은 참여자들의 삶에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2012년 런던: 리투아니아의 다리우스 드로빌라(Darius Draudvila)
가 남자 10종 경기 중 한 경기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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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육상경기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다른 스포츠를 경험 하게 격려하고, 
다른 문화가 어떻게 다른 스포츠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육상-도보경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스테이드(stades)”
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테이드는 200m 정도입니 다. 두 스테이드 경주는 
선수가 한 스테이드를 돌아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50m 거리를 측정하여 뛰어볼 수 있습니다. 이정도 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거리입니다.

마라톤은 유명한 그리스 전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42km를 뛰었다. 그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전사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학교나 지역사회를 
1-2km 뛰는 것에서 마라톤을 뛰는 것이 어떤 건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주기적으로 뛰는 것으로 마라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러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당신의 나라나 지역사회에 특별한 달리기 이벤트가 있습니까? 
있다면 시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뛰기- 멀리뛰기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수들은 그들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손에 무게가 
있는 것을 들고 멀리뛰기를 겨루었습니다. 당신은 손에 무게가 있는 
것을 들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트나 경기장에 점프하면서 팔을 
흔들어라. 각자 다른 팔 기술들과 무게가 있는 것을 들고 또 무게 없이 
뛴 점프 거리를 비교해보자.

• 당신의 나라에 특별한 멀리뛰기 이벤트가 있습니까? 있다면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던지기- 창과 원반 던지기
고대 그리스에서는 창과 원반던지기는 전쟁에서 전사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긴 많은 스포츠들은 
전쟁에서 병사들에게 필요한 기술에서 왔습니다.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창을 이용하여 창던지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몸의 위치를 이용하여 던져보고 멈춘 자세에서 던지는 것과 
뛰어와서 던지는 것들을 비교해 봅시다. 

당신은 공, 고리, 큰 돌이나 원반을 사용하여 원반던지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과 스탠딩 포지션들을 이용하여 던져보고 
결과들을 비교해 봅시다.

• 당신의 나라에 특별한 던지기 기술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도자의 
지도 아래 시도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고대 올림픽대회의 경기들을 체험해 봅시다.

2012년 런던: 7종 경기 선수 제시카 에니스(Jessica Ennis, 영국)가 
창던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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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활동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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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해석하기

    
읽기 전에 물어볼 질문

원칙은 사람들의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인도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파생된 가치들이 우리의 
행동을 정의한다.

올림픽운동의 세 가지 지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1: 균형 잡힌 신체, 의지 및 정신의 질을 스포츠및 문화와 교육을 
혼합하여 이룹니다. 

원칙 2: 스포츠를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는 수단으로 합니다. 

원칙 3: 스포츠를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토의하기

1. 당신의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 원칙은 무엇 입니까?
2. 그룹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나 학교의 구성원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을지 토의해 봅시다.
3.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열할 수 있는 

다른 인권들은 무엇입니까?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관점에서 “스포츠의 실천은 인간의 권리”이라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림픽이념의 원칙에서 파생된 세가지의 핵심 가치는 탁월성, 존중, 
그리고 우정입니다. 올림픽가족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각자의 행동에서 
이러한 핵심가치를 보여야 합니다. 

   
토의하기

올림픽의 핵심가치 실천은 어떻게 올림픽이념의 원칙을 보여줍니까?

2012년 런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라 아타르(Sarah 
Attar)가 여자 800m 경기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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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운동은 젊은이들이 올림픽이념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의 교육주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올림픽교육주제

IOC는 올림픽 가치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 젊은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올림픽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조정하고 
다듬어 다섯 가지의 올림픽교육주제를 정립 하였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대회 조정경기장인 라고아에서 
조깅을 하는 브라질 사람들.

A. 노력의 즐거움
젊은이들은 신체적 활동, 움직임, 게임 및 스포츠를 행하는 데 있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도전함으로써 신체적, 행위적 그리고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B.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의 개념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배움으로써 지역사회 및 인생에서 
페어플레이를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C. 타인에 대한 존중
다문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평화적인 행위를 실천 할 때 그들은 평화와 국제적인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D. 탁월성 추구
청소년들이 우월성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한 선택을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E. 심신의 조화
정신뿐만 아니라 온몸이 학습을 하며 신체적 소양 및 움직임을 통한 학습이 도덕적, 
지적 학습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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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젊은이들은 신체적 활동, 움직임, 게임 및 스포츠에서 그들 자신과 
상호간에 도전함으로써 신체적, 행동적 그리고 지적인 기량을 
발전시키고 실행합니다.

2014년 중국 난징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어린이 선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년들이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나 
운동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그들이 
강요당한다면, 그들은 
분명 그 경험에 대한 
나쁜 기억, 원망의 
감정, 그리고 그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 스포츠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쿠베르탱1

어린이와 신체 활동
•  어린이들은 원래 활동적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극적인 활동의 
감소는 10대 특히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은 다양한 영감을 주는 
방법과 활동, 그리고 과정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들은 다른 나이에 다른 비율로 자라며, 
성장기 동안 어색함을 경험합니다. 스포츠활동은 
학습자들의 나이, 능력 그리고 기술수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동 기술을 배우는 것에 결코 늦음은 없지만 
성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에 사용되는 

많은기술들은 일찍 배우게 됩니다. 체육과 
스포츠교육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  스포츠에서는 다양성이 인생의 묘미이다! 
만약 아이들이 광범위한 신체 활동을 한다면,
그들은그들에게 열정과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는 
활동을 발견할 것입니다.

•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스포츠클럽과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 그리고 편의 시설들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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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침서 24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균형, 타인에 대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
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토의하기, 반영, 공동연구.

  학습 결과
모든 참가자들의 복지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신체 활동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애주기3

조직화된 스포츠와
시상을 위한 활동

레크리에이션과 
평생 참가

학교스포츠와 체육

“스포츠는 또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 입니다 
우리는 스포츠가 관용과 재도약의 촉진과 평화의 실현에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건강과 교육, 사회적 포용에 대한 
여성, 젊은이, 개인 및 지역사회의 권한 부여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국제연합,(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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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교육은 스포츠나 체육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치개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두 가 지 
측면은 인격을 개발하고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르만 R(Gessman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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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즐기기
이번 장에서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좋은 
본보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자질을 
식별하는 것을 돕도록 합시다.

2010년 케냐 엘고레트에서 열린 킵초케 케이노 학교 개교식.

    
읽기 전에 질문하기

당신은 유명한 사람을 만났거나 유명한 운동선수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왜 유명합니까?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그들이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즐거움”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인 “품위”도 보여줍니다.

   
읽기

환희의달 리기: 킵초게 케이노(Kipchoge Keino, 케냐)

케나 난디 힐에서 온 어린 소년 킵초게 케이노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살밖에 되지 
않은 킵은 그의 가족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의 학교가 6.44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중 교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학교에 갈 유일한 방법은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뛰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은 
이 어린 소년에게 친숙한 길이 되었습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킵은 점심을 위해 집에 왔다가 오후 수업에 참여 하기 위해 다시가는 
방법으로 하루에 25.75km를 반복함으로써 달리기 횟수를 늘렸습니다. 
매 순간을 달리는 동안 킵의 몸은 묵묵히 인상적인 심리적 적응을 
하였습니다. 그는 곧 그에게 최고의 케냐 육상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유산소 운동 시스템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킵이 달리기를 좋아하는은 그가 매일 학교를 등·하교하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운동선수였고 
우아하고 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그의 성공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린 킵의 삶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슬프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킵은 고아가 되었지만 그의 경험은 훗날 그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만들었다. 

학교를 떠나자마자 킵은 케냐 경찰에 입대하였고 거기서 체력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건강 루틴을 따라하려는 젊은 경찰 간부 
후보생들에게 따라 하기 힘든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킵의 경쟁적인 
업적으로 그가 1968년 멕시코 올림픽대회에 출전하게되었습니다. 
멕시코 대회는 장거리 육상 선수들에게 큰 도전이되었는데 이는 
멕시코시티가 해수면에서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수들은 힘들어 하였지만 킵케이노는힘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면에서 상당히 높은 난디힐스를 많은 시간동안 뛰어다닌 경험은 
킵이 이러한 도전을이겨내고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낼 수 있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킵은 운동선수로서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달리기는 그에게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의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대회 4년 후 킵은 그의자신이 3000m 장애물 경기출발선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그 흙길을 수없이 달린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마도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몇 분 후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킵 케이노가 운동선수로서의 성취가 끝이 
아니었다. 다른 의미로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아로서의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성공하려는 그의 결심에 달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킵 케이노와 그의 아내 필리스는 함께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킵과 필리스는 이미 7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집이 없는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하였지만 두명이 되고 그 다음 네 명이 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30명, 40명, 70명, 1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킵은 초등학교를 열었고, 나중에는 
고등학교도 열었습니다.

킵초케 케이노는 케냐의 H.E. 움와이 키바키(H.E. Mwai Kibaki)
대통령으로부터 케냐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불타는 창
(Burning Spear)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IOC 
위원으로서 그의 놀라운 업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의하기

•  킵초케 케이노의 삶에서 노력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  어떻게 노력의 기쁨이 케이노가 그의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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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우뚝 서다: 세 실리아 타이트4(Cecilia Tait, 페루)

세실리아 타이트는 리마 외곽의 무허가 정착촌 단칸방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전기나 수도는 없었지만 문을 나서면 바로 임시 
배구고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14세 나이에 이미 180cm로, 
지나치게 키가 큰 세실리아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뛰어난 배구 선수인 그녀는 클럽 팀에 입단 테스트를 받기 위해 
그녀의 오빠 신발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는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러시아(구 소련)과의 시합에서 우완 공격수가 발목을 
접질려서 코치가 그녀를 “야 너”라고 호출할 때까지 대부분 볼을 
나르거나 물을 날랐습니다. 코치는 그녀의 이름과 왼손잡이였던 
것을 몰랐지만 타이트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고 페루가 경기에 
이겼습니다. 새로운 “금손(Zurda de Oro, Golden Lefty)”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타이트는 16살 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에서 프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 그녀는 페루 팀을 이끌고 서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복귀하였습니다. 그 당시 페루는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었지만 자국 팀의 계속된 승리로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페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 나라가 
단합하였습니다. 

페루는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였지만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타이트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마리오 바르가스 
로사가 그녀를 정치에 입문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스포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그녀는 무릎을 다쳤습니다: “나의 
어린시절 식단은 정말 강한 몸을 만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위해 독일로 떠났습니다. 1996년에 페루로 돌아와 자신의 
돈으로 여성을 위한 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생을 바꾸고 
싶은사람은 여기로 오라!”라고 외치며 빈민촌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800명의 소녀들을 훈련 시켰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고 그녀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되지 않아 그때 타이트는 공직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2000년 알레한드로 토레도의 정치 운동에 
합류하여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그녀는 
두 번째 딸을 출산하였다. “나는 그 애가 태어날 때까지 일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스포츠의 혜택이에요”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타이트의 임무는 혜택을 모두에게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소년 스포츠 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위를 
내각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일했고,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교사를두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전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인격, 희망, 존엄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활동지침서 25
인간애를 기념하다: 올림픽대회의 
이야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균형, 
페어플레이,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토의하기, 반영, 공동연구.

  학습 결과
올림픽 선수들의 업적과 미래에 대한 그들의 비전에서 영감을 
배우고 이끌어 낸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토의하기

•  세실리아 타이트(Cecilia Tait)가 “스포츠는 
인격, 희망, 존엄성을 형성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세실리아의 업적은 그녀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념되었습니까?

•  당신의 삶에서 어떤 활동들이 당신에게 
희망, 존엄성 그리고 기쁨을 줍니까?

세실리아 타이드(Cecilia Tait)가 전 IOC위원장 
자크 로게(Jacques Rogge)와IOC 위원 이반 
디보스(Ivan Dibos, 페루)와 함께 2003년 IOC 
여성과 스포츠 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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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념을 기념하다: 
올림픽의 날
올림픽의 날이나 주를 기념하는 것은 올림픽이념과 올림픽 
가치를 지역 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올림픽의 날/주간
매년 6월 23일, 올림픽의 날에 스포츠와 올림픽가치인 
우수성, 존중, 우정을 기념합니다.

올림픽의 날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고 그날만큼은 
모두가 활동을 하는 날이다.

움직임, 학습, 발견이라는 세 가지 근본에 근거하여 
국가올림픽위원회(NOCs)는 전 세계의 스포츠, 문화,  
교육 활동을 조직한다.

몇몇 나라들은 올림픽의 날 행사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콘서트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움직임 
올림픽의 날에는 활발해집시다. “움직임”은 모든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모든 스포츠의 신체 활동을 
말합니다.

학습
사회와 올림픽가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교습하고 
학습해봅시다.

발견
당신이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나 새로운 스포츠를 
해봅시다.

자원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의 날 시행을 위한 IOC
올림픽의 날 개막 툴킷에 상세한 정보와 활동 지침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올림픽의 날 참여를 원하면, 당신의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연락 해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연락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툴킷에 관한 정보는NOCnet(www.extranet.olympic.
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통가에서 올림픽의 날.

보츠와나에서 올림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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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을 통해서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인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스라 고이치로(Koichiro Matsura), 유네스코(UNESCO)총재,  
2001년 1월 유네스코 Human Rights and the Need to Know.

전통적으로 페어플레이는 규칙에 의한 플레이를 강조하는 스포츠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심판들과 임원들은 페널티와 처벌을 통해 규칙을 
해석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
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 유형의 페어플레이 행위를 
통해서(예를 들어 경기 종류 후 악수하기)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페어플레이 배우기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의 개념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 행위를 
배우는 것은 지역사회 및 인생에서 페어플레이의 행위를 발전 및 
강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동일한 
것을 개발해 왔을 정도로 대중적이 되었습니다. 페어플레이가 원래 유로 
아메리칸 문화의 가치 시스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인권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팀 또는 집단 활동에 참가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 많은 국가의 연구 
결과도 일부 경쟁적인 스포츠 활동이 부정행위, 약물남용 및 공격성 
같은 불공정 행위에 기여한다는 염려를 뒷받침합니다. 스포츠나 다른 
맥락에서 페어플레이는 가르쳐야 합니다.5 페어플레이는 어린이들이 
선뜻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가르치는 것은 
다양한 교육적 맥락에서 유용합니다.6 

아이들은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강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어플레이는 고 연령층 뿐만 아니라 저 연령층 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활동들은 이 같은 다양한 적용범위를 
반영합니다.

2012년 런던: 런던 2012 ExCel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플라이(51kg)급 권투 결승전에서 베로니카 수크(Veronika Szucs)심판이 중국의 칸칸 렌(Cancan Ren)
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영국의 니콜라 아담스(Nicola Adams)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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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란 내가 나의 팀 동료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공정하게 경기하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14세 학생

“나는 공정하게 플레이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기고 
싶은 경기에서는 때때로 우리는 전술적인 반칙을 
범해야 합니다.” 
14세 축구선수

“페어플레이는 단지 쓰여진 규칙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올바른 태도와 그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올바른 
정신을 묘사한다 …” 
국제 페어플레이 헌장

페어플레이(Fair Play)란?7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페어플레이의 의미를 탐색하고 
공정하고 불공정한 플레이의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26
페어플레이 규칙에 따라 
살아가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페어플레이, 존중, 균형.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구성주의, 창의성, 문제-해결, 공동연구, 롤플레이, 
반영, 토의.

  학습 결과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페어플레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토의하기

당신은 각각의 위 진술에 동의합니까?

왜 동의하고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페어플레이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을 따르기 힘든 상황에 대해 논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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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에 질문하기

누군가가 당신을 돕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줬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기분이 어땠는가? 이같은 행동을 왜 “페어플레이”라고 
부릅니까?

   
읽기

봅슬레이 경주에서의 페어플레이8

1964년 동계 올림픽대회가 펼쳐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에우제니오 몬티(Eugenio Monti, 이탈리아)는 올림픽 
페어플레이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몬티는 세계 최고의 봅슬레이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봅슬레이는 산비탈 위에 만들어진 얼음 
덥힌 트랙을 시속 150km로 타고 내려오는 섬유 유리 보호막으로 
만든 썰매이다. 봅슬레이는 2인과 4인용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다른 선수들의 임무는 굽이굽이 한 트랙 코너를 도는 거친 주행 중 
썰매를 균형 잡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결승선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몬티는 이미 4인승 봅슬레이에서 동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2인승 봅슬레이에서는 진정으로 금메달을 원했다. 봅슬레이 코스 
정상에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그의 라이벌인 영국의 로빈 
딕슨(Robin Dixon)과 토니 내쉬(Tony Nash)의 봅슬레이 주변이 

매우 혼잡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썰매날을 연결해주는 
볼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볼트가 없이는 그들은 경주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몬티는 자신의 썰매 볼트를 빌려 주었습니다. 
내쉬와 딕슨은 경주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몬티는 3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의 관대한 행동에 
국제페어플레이위원회(CIFP)는 그에게 특별한 페어플레이 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몬티는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그의 꿈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968년 동계 
올림픽대회를 위해 다시 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그의 기량과 여러 
해의경험은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그는 2인승과 4인승 봅슬레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페어플레이 규칙에 따라 살아가기
다른 사람의 페어플레이 행동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아래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난 후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페어플레이 에 대해 말 
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1964년 인스부르크 
: 경기중인 이탈리아 
봅슬레이 1팀의 
에우제니오 몬티
(Eugenio Monti)와 
세르지오 시오르파에스
(Sergio Siorpaes)

   
토의하기

•  왜 몬티는 자신이 몇 년 동안 꿈꾸던 금메달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대팀에게 그의 볼트를 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몬티에게 승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  봅슬레이와 같은 스포츠는 장비의 질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평합니까? 왜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고 최신의 장비가 필요한 다른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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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High sea)상의 페어플레이

1988년 9월 24일 토요일. 캐나다 요트선수 로렌스 르뮤(Lawrence 
Lemieux)는 서울올림픽대회 소형 요트 시합에서 2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주는 혼란스러운 강풍과 거친 파도가 치는 
대한민국 해안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르뮤는 이러한 조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파도에 경험이 많은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금메달을 차지 할 수 있는 선두 주자를 위협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 한쪽에서 그는 파도 속에 있는 빈 배를 
발견하였습니다. 한 남성이 빈 보트 옆 찬 바다 속에서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파도 때문에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르뮤는 주저함 없이 코스에서 방향을 바꾸어 물에 빠진 사람 옆으로 
갔습니다. 그는 물에서 그 남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 요트를 몰아 해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조 후 르뮤는 
다시 경주에 복귀했지만 선두권에서 멀어진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으로 르뮤는 승리의 기회를 포기하고 동료 
경쟁자를 도왔습니다. 

그의 행동을 인정하여 IOC는 그에게 특별한 올림픽상을 
수여하였다. 르뮤는 기쁘면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했을 
행동에 대해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항해의 제 
1규칙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를 돕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토의하기

•  승리에 대해 노르웨이 코치의 생각과 르뮤의 생각 사이에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그들과 동의합니까? 왜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토의하기

•  이것은 개인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종종 축구나 아이스하키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에 
관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왜 팀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에 
관련된 이슈가 많은 지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스포츠 조직들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노력은 
성공적입니까? 왜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  다음 주제를 토론합시다: “패자들은 항상 페어플레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상을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까?

   
읽기

스키폴 고마워요!9

경기 중 사라 레너(Sara Renner)에게 스키폴을 빌려준 노르웨이 
코치에게 감사하는 캐나다인들

“토리노 올림픽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경기 중 스키폴이 
부러진 캐나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 사라 레너에게 스키폴을 
빌려준 노르웨이 스키 코치에게 칭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너는 베르나르 헥켄스모엔(Bjornar Hakensmoen)에게 
와인을 한 병 선물하였습니다. 캐나다 크로스컨트리 협회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 팀 단장 또한 
캐나다올림픽위원회의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빌린 스키폴 덕분에 
레너와 그의 팀 동료인 베키 스콧(Becki Scoot)은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것은 반사작용이었다.’고 헥켄스 모엔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팀과 나의 방침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모두가 두 개의 
스키와 두개의 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헥켄스모엔에게 여분의 스키폴을 레너에게 빌려주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것은 올림픽정신의 한 예로서 때때로 메달을 따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라질수 있습니다.

   
토의하기

•  노르웨이 코치에게 올림픽 메달보다 더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  노르웨이 팀은 메달이 없는 4위로 경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른 팀이 당신을 메달권 밖으로 밀어낸다면 그 팀을 돕는 것이 
공평합니까? 노르웨이 스키 코치 베르나르 헥켄스모엔(Bjornar Hakensm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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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페어플레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은 
다음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  참여는 권리이고, 권리와 함께 책임이 
따른다고 확신합니다.

•  교사, 학생, 코치, 참여자, 부모 및 
조직의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안전 그리고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헌신을 
제공 합니다.

•  재미와 신체 및 스포츠 기술의 발달에 
중점을 둡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
선수, 학생, 관중, 교사, 코치, 부모, 
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한 헌신을 
촉진합니다.

•  조직 내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기대사항과 지침을 제공하고, 조직이 
이러한 기대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고, 조직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개발 합니다.

지역스포츠에서의 
페어플레이
많은 스포츠 단체들은 운동선수들과 관중들의 무례한 행동과 일부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보여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태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페어플레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006년 토리노: 캐나다 선수 사라 레너(Sara Renner)가 여자 10km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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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하기

변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페어플레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사람들과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여 페어플레이 개념에 대해 탐구하십시오. 

1.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  상대방이나 동료들에게 나쁜 태도를 보입니까?
•  교사, 코치, 임원 및 부모에게 나쁜 태도를 보입니까?
•  선수, 학생 혹은 관람하고 있는 부모들이 나쁜 언어를 

사용합니까?
•  괴롭힘이나 추행을 합니까?
•  우리 공동체가 되는 소녀나 젊은 여성 혹은 다른 문화적 

전통에서 온 사람들의 우리 활동에 대한 참여가 부족합니까?
•  우리의 중퇴율(drop-out rate)은?
•  우리 단체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까?
•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습니까?
•  부정행위?

2.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조직의 전략이나 개입이 
있습니까? 

3. 우리의 지도부(이사회 나 행정부 등)가 페어플레이 정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4. 우리 조직의 목표나 사명에 대한 성명은 페어플레이나 우리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언급합니까? 

5. 우리 조직의 목표나 사명에 대한 성명은 우리 참여자 혹은 
학생의 안전과 즐겁고 긍정적인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을 언급 
합니까? 

6. 우리 조직과 학교의 목표나 사명에 대한 성명은 참가자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교육적 역할을 언급합니까?

7. 우리 조직에서 페어플레이 쟁점이나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까? 

8. 우리 조직이나 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페어플레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보장합니까? 

9. 우리 조직은 학생, 선수, 학부모, 코치/교사를 위한 행동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페어플레이 미래를 위한 우리의 비전: 상황 평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페어플레이를 촉진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우리 조직 또는 학교의 강점이나 자원(예를 들어, 강력한 지도력, 부모의 헌신, 자금력, 좋은 
아이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페어플레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우리의 페어플레이 목표: 5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우리의 조직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우리가 올해 시행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 중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5.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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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 프로그램 시행10 
당신이 당신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수행한 후,  
다음의 단계들은 조직이나 학교의 페어플레이 대한  
비전에 도움이될 것입니다.

네 아니오 진행 중 책임자

1. 이사회 또는 행정부에서 장기적인 공정한 활동에 대한 약속을 
승인받았습니까.

2. 존중, 안전, 긍정적 가치, 기술 개발, 재미와 같은 결과를 
명시하는 페어플레이 정책의 성명서를 작성했습니까.

3. 주요 코치 및 교사의 헌신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합니다(참고: 선택은 페어플레이 정책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따라 달려져야 합니다).

4. 페어플레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나 임원과 
협력할 지원팀을 만듭니다.

5. 페어플레이 중재 계획(계약, 뉴스레터, 책자, 포스터, 
페어플레이 분과위원회, 수상, 게임 전 공지).

6. 페어플레이 계획의 구성요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법인 또는 
기타)을 모색 합니다.

7. 단체나 학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페어플레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코치, 선수 및 학부모 계약서와 
페어플레이 유인물 또는 뉴스레터를 개발합니다.

8. 각 팀이나 학급, 그리고 학부모들과 회의를 열다. 이런 
회의에서는 계약서/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페어플레이 
프로그램 및 개입을 설명합니다. 페어플레이 뉴스레터를 
배포합니다.

9. 시설들에 기/배너/포스터를 배치하여 페어플레이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탈의실 및 세면장에 페어플레이 
원칙과 선수들의 책임감을 담은 포스터를 붙입니다.

10. 게임 전이나 장내 방송 설비에 페어플레이 안내문을 
작성합니다. 팀이나 교실에 배포합니다.

11. 팀 평가서를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12.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페어플레이 팀, 학생, 선수나 학급 
우수자를 선정합니다. 우승자에 대한 시상을 준비합니다.

13. 심판 평가서를 준비 후 배포합니다. 하급 심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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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의
페어플레이 선서
어린 운동선수들 담당하는 코치들의 초점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다듬으며, 공정하게 경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팀워크를 만들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팀 동료, 코치, 상대방, 임원 그리고 그들의 결정과 
경기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치로서 우리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페어플레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임원들과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2.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에 이용 가능한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연습 시간과 경기시간을 
조직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우리 팀의 어떤 선수나 상대 팀, 임원 및 다른 코치들에게 공개적인 비방을 자제할 
것입니다. 

4. 우리는 모든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5. 우리는 모든 선수들의 안전과 그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6.  우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존중, 팀워크 그리고 재미를 강조할 것이고 게임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7.  우리는 우리의 코칭 접근 방법이 코치들과 부모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젊은이들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8.  우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9.  우리는 다른 코치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선수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코치들의 서명이 담긴 본 “계약서”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 각 선수들의 부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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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페어플레이 선서
어린 운동선수들의 부모들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그들의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기 위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 배포된 본 “계약서”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 부모의 사인을 마친 뒤 선수들이 팀 
매니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페어플레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임원들과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항상 자제력을 가질 것을 
포함합니다.

2.  우리는 어린 선수들이 모든 예정된 경기와 연습 시간에 안전하고 시간에 맞춰 데려다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3. 우리는 경기, 연습 시간 또는 다른 이벤트에 앞서 탈의실이나 준비구역에 선수 한 명당 부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친구 또는 다른 친척들을 
이러한 제한 구역으로 데려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경기 전과 후 그리고 연습 시간에 선수들이 그들만의 시간 그리고 코치들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코칭을 코치들에게 일임할 것이며, 어떠한 방해나 약화시키는 행동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코치의 지시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6.  우리는 어떤/모든 문제를 코치들과 직접 이야기 하지 않고 팀 매니저와 대화할 것입니다. 
매니저는 필요시 부모와 코치 사이에 회의 일정을 잡아줄 것입니다.

7.  우리는 팀이 요청할 시에만 기금 모금이나 회의 및 다른 특별한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도울 
것입니다.

8.  우리는 우리 아이가 올바른 장비와 안전 장비를 착용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서명 란에 서명 후 하시고 팀 매니저에게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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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참가자의 
페어플레이 선서
본 계약은 선수들이 그들의 행동을 스포츠 경기장 안팎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약속하고 책임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1. 나는 페어플레이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경기 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는 심판과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팀동료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는 항상 자제력 을 가질 것입니다.

2. 나는 팀의 일원이고 팀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3. 승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와 연습 시간 때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4. 나는 나의 팀 동료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5. 만약 내가 득점에 성공했을 때 나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양보한다면 나는 내 팀 동료들을 격려할 것이고, 다음에 그들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6. 나는 지도자의 설명에 귀 기울일것입니다. 
7. 스포츠는 재미있지만, 학교는 더 중요합니다.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서명 란에 서명 후 하시고 팀 매니저에게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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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가치의 충돌이나 사람들 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가 있는 
사회에 한 국가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스포츠 
지도자나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교육의 주된 
과제는 대개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는 상이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학습자들의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인종차별 정책의 종료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건설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존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아이들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경과 수영을 배우는 교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활동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린이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서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장의 
질문들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학교 행정가와 교사들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문화 교육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용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과 모든 문화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 어린이, 
장애를 가진 사람, 소수 민족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인권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폭력은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과 존경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프로그램과 학교 수업 시간 등 모든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와 편협함은 종종 무지와 두려움의 결과물 
입니다.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일하고, 놀 때 발전합니다.

•  가족과 지역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당신의 
노력을 지지하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과 
지역사회가 당신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통찰력

•  전통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에 바탕을 둔 사회를 
건설하는 주요한 주체입니다.

• 다양성의 수용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발전시키는 좋은 근거입니다.
• 편견에 저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촉진시킵니다.

“올림픽운동의 목표는 올림픽정신과 그 가치 
에 준하여 실행된 스포츠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가르침으로써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헌장

“새로운 교육과정은 필수적으로 인권, 다중언어주의 
및 다문화주의 그리고 화해와 국가건설의 가치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하는 학습을 배양할 것입니다.” 
벤구 S. 교수(Professor S. Bengu),  
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육과정의 서문 

C. 나와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기

다문화 세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개인적으로 평화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배우면 그들은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고취시킬 것입니다.

2012년 런던 : 남자 5000m 경주에서 3위로 경기를 마친 영국의 모 파라
(Mo Farah,왼쪽)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필리핀의 레네 헤레라(Rene 
Herrera)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101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C. 나

와
 타

인
 그

리
고

 환
경

에
 대

해
 존

중
하

기

   
읽기

압박 속에서의 은혜: 미셸 콴(Micheele Kwan, 미국)

중요한 경기에서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선수에게는 모두가 금메달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기에서 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수가 실망감을 보이지 않는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수가 꿈꾸어왔던 일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대회 여자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미국의 10대 청소년 미셸 콴은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참패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콴의 금메달 
획득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경기에서 그녀는 최고였고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가 열린 날 밤, 어린 팀 
동료인 타라 리핀스키(Tara Lipinski)가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딴 
콴을 물리치고 놀라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경기를 마친 후 콴이 보여줬던 
행동이었습니다. 경기 후 진행 된 기자회견 에서 콴은 리핀스키를 
좋은 친구로 대하며, “내가 원하던 색의 메달은 아니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닌가요? 라고 하였습니다.”11

존중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
경기에서 존중과 위엄을 보이는 운동선수들은 젊은이들의 롤 모델입니다.

활동지침서 27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연습하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토론 기술, 창의성, 문제-해결, 공동연구, 문단 형성.

  학습 결과
존중은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식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1998년 나가노: 미국 피겨 스케이트 선수 미셸 콴이 여자 개인 
경기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스스로 처리한 방식을 보니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콴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 중 한 
명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길 “나는 미셸 콴이라는 10대 소녀보다 더 
침착하고 품위있고 성숙하게 패배에 대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토의하기

•  왜 사람들은 콴이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도 
그녀를 존경합니까? 당신은 그녀를 존경합니까? 왜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에서 패배 후 불량한 행동을 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나쁜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다른 선수, 관중 그리고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스포츠 경기 중 상대방 선수나 다른 팀에 어떻게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팀이 경기에서 패배 후 어떻게 좋은 
패배자로 남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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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에 질문하기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보호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권리들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주요단어: 고유한, 빼앗을 수 없는, 잔혹한, 열망, 강요, 의지, 재확인, 
관할권, 천부적인, 자주권.

   
읽기

세계 인권선언12

소개:

•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동등하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근간입니다.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습니다.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항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국가 간에 우호관계에 발전을 증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 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습니다.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합니다.

•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외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합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불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지지역, 비 자치지역 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는가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통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토의하기

•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에서 언급한 인권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  
“신체의 안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  인권의 차별 및 침해가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입니까?

•  당신의 나라나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학급 등 전 세계의 인권 
문제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  사람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인권: 존중과 수용의 기초
1948년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의 문구에 동의하였 다.  
이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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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하기

•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  청소년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의 권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 엇입니까?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급 또는 그룹에서 권리와 
책임의 헌장을 작성하여 권리와 책임의 개념을 탐구할 
것입니다.

활동지침서 28
나의 권리=나의 책임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균형,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퍼즐 학습, 캐러셀 학습, 나누기,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입장/퇴장카드.

  학습 결과
개인과 그룹의 권리와 책임의 차이를 배워보자.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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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 실로 
받아들이는 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이.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모든 마을과 부락, 모든 주와 
도시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손,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교도, 
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서로 손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그 날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마침내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 연설을 읽어 본 후 
킹박사의 연설을 들어보자 www.youtube.com/
watch?v=3vDWWy4CMhE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13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는 이 유명하고 
영감을 주는 연설을 미국의 흑인들이 그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의 메시지는 다른 
인종,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의미가 있습니다.

   
토의하기

•  킹 박사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  “그들은 세심하게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사람을 

무시하고 증오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왜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는가?

•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늘날 다른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에서 평화와 존중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 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963년 미국 워싱턴 행진 중 인권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군중을 향해 연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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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선택하기

활동지침서 29
어려운 선택하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균형,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
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지도 토론,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문제-
해결, 공동연구, 생각 기술, 대화 기술, 
창의성.

  학습 결과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올림픽 가치의 
영향을 받은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스포츠 그리고 삶은 종종 우리에게 딜레마를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믿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가 스포츠에서의 부정행위와 같은 도덕적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의 우리의 성인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하는데 능숙해 지며 이러한 
교훈을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포츠를 
지배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동선수들의 사례는 젊은이들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도덕적 
명료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젊은 운동 선수들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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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은 그들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안전한 사회적·육 체적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건전한 사회는 젊은이들의 안녕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 건 전한 사회란:

•  청결하고 안전하며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소녀와 소년,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각, 시각 및 기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  차별, 추행, 그리고 협박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며
•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전통이 가치가 있고 존중 받는 장소이며
•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부모님과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D.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탁월성에 집중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선택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2010년 싱가포르: 유럽 1팀인 이스라엘의 페니 비사론(Fanny Beisaron), 포르투갈의 미구엘 
발렌테 페르난데스(Miguel Valente Fernandes), 헝가리의 에스더 두다스(Eszter Dudas)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알로이스 네이벌(Alois Knabl)이 혼성 3종경 기에서 우승한 뒤 기념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30
탁월성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탁월성 추구, 균형.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탐구, 공동연구, 창의성, 논문, 대응 논문, 
블로그, 브이로그, 캐러셀 학습, 퍼즐 
학습하기.

  학습 결과
•  탁월성의 추구는 개인의 잠재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  이 원칙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수성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리스토렐레스(Aristotle),  
철학자(384-322 BC)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할 수 있든,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대담함은 힘과 마법과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볼프강 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독일 시인(174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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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선수들은 그들의 스포츠에서 우수성을 성취합니까? 

   
읽기

세기의 중국 여자 선수: 덩야핑(Deng Yaping)

중국에서 탁구는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이며 덩야핑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다섯 
살에 탁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지방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13
살에 그녀는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어린 여성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50cm도 안 되는 작은 키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과 자신감 그리고 인내심 덕분에 1988년 마침내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6살 이었던 
1989년에 첫 국제 복식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2년 후에 첫 
단식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일찍부터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고 
그녀는 말했다. 1989년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였으며 
다음해에 개최된 제11회 아시안 게임에서 3개의 타이틀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최고의 수준을 돌파한 것은 1991년 일본에서 단식 
세계 타이틀을 획득 하면서 였습니다. 그 이후 7년 동안 
해당 종목을 지배하였습니다. 

1997년 그녀의 경력을 마무리 하던 시점까지 덩야핑은 4
개의 올림픽 금메달과 10개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IOC 선수위원에 선출되었던 덩야핑은 탁구 
종목에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바닥에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여자 탁구에서” 였습니다.

   
토의하기

• 덩 야핑의 사진에서 스포츠 정신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  어떤 특성과 가치가 당신을 성공할 수 있게 합니까?

탁월함으로 살아가기
탁월함은 사고방식이다.

1996년 애틀랜타: 중국 스타 탁구 선수 덩야핑(Deng Yapping)이 여자 단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위해 경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질은 그들이 선택한 
분야에 상관없이 우수성에 대한 헌신과 
정비례한다.” 
빈센트 롬바르디(Vincent Lomba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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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나의 인생이다: 로저 밀라(Roger Milla, 카메룬)14

아프리카에서 축구는 스포츠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일생의 기쁨이다. 
만일 당신의 국가대표팀이 주요한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다음날은 
모두에게 휴일이었다.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은 들판, 해변, 거리, 뒷마당, 
심지어 발코니 등 장소에 상관없이 축구를 합니다. 둥근 물체 어떤 
것이던 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수는 무시됩니다. 

카메룬의 로저 밀라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스포츠 영웅 중 한 명으로 
항상 즐기면서 경기해 왔습니다. 그는 1976년과 1990년에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가 경기할 때 보여준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밀라를 중심으로 카메룬의 선수들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경기에서 전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무찔렀습니다.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은 FIFA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최초의 아프리카 팀이 되었습 니다. 그들의 여정 동안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밀라가 득점에 성공한 후 코너 
플래그 옆에서 축하 댄스를 추던 이탈리아에서의 순간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열정, 헌신, 그리고 정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38세의 나이에 카메룬의 “특급 교체선수”로서 밀라는 루마니아 전에서 
두 골, 콜롬비아 전에서 두 골을 넣어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8
강전에서 영국을 맞아 카메룬의 두 번째 골을 도왔다. 그는 1994년 
월드컵에 42세의 나이로 돌아왔으며 러시아 전에서 득점에 성공하여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에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로저 밀라는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하였습니다. 

   
토의하기

•  1990년 월드컵에서 카메룬이 세계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  로저 밀라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까?

•  당신이 스포츠 기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를 로저 
밀라로 가정해 봅시다. 위대한 선수를 인터뷰 하는 역할놀이를 
해보자.

“나는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거의 300번의 게임에서 패배했습니다. 26
차례나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슛의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실패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미국), 농구 선수

1994년 미국에서 개최된 FIFA 월드컵: 카메룬 공격수 로저 밀라(Roger 
Milla)가 러시아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밀러는 42세로, 월드컵 역사에 가장 많은 나이에 득점을 한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남자 농구 경기에서 미국의 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슛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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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수의 이야기: 리즈 하텔(Lis Hartel)과 쥬빌리(Jubilee)

올림픽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는 승마 종목에서 
나옵니다. 덴마크 출신 리스 하텔은 젊은 여성으로, 
소아마비염이라는 질명으로 인해 마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말인 쥬빌리는 1952년과 1956년 
올림픽대회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텔은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그녀의 주된 열정은 승마였다. 
하지만, 그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고 
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였고 그녀의 근육 일부 기능을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무릎 아래의 근육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은 계속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에 오르고 
내릴때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것은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1952년 올림픽대회 승마 경기에서 여성이 남성과 메달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몇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하텔은 1952년과 1956년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 중에 그녀와 그녀의 말은 수행하여야 
할 움직임을 하나의 단위가되어 부드럽고 능숙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1956년 올림픽대회에서 리즈 하텔(Lis Hartel)이 쥬빌리(Jubilee, 왼쪽)를 타고 있습니다.

   
토의하기

•  리스 하텔은 말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까?
•  성공을 이루기 위한 리스 하텔과 그녀의 말 사이에 필요한 이해와 신뢰의 수준을 논의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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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향한 긴 여정: 덴 얀센(Dan Jansen, 미국)15

많은 올림픽 이야기들은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
년여 동안 승리를 추구하며 좌절을 겪은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덴 
얀센과 같은 아주 소수의 이야기만이 기억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1984년 올림픽에서 얀센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이 미국인은 
500m 경기에서 인상적인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88
년 캘거리 대회에서는 500m와 1000m 경주에서 우승이 
예상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얀센의 여동생은 백혈병에 걸려 경기 시간 몇 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와 마지막 대화를 할 때, 그는 그녀를 위한 
승리를 약속했지만, 얀센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경주 모두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캘거리를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4년 후 알베르빌에서도 얀센은 승리가 
기대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메달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1994년 얀센은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그의 4번째 올림픽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이 그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의 과거를 잊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경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얀센은 

500m경기 중 미끄러져서 8위로 경기를 마쳤다. 그의 경력에서 
오직 한 경기만이 남았다. 

불행한 실패를 한 4일 후 1000m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마법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떨어졌습니다. 10년의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얀센이 세계 기록과 함께 1등을 차지하는 
순간 사라져 버렸다. 승리 후 그는 그의 딸을 안고 경기장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여동생을 기려 그의 딸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완벽한 
이야기의 끝맺음입니다.

   
토의하기

•  왜 덴 얀센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왔는지 설명해 봅시다.

•  얀센의 행동이 어떻게 올림픽이념의 가치를 대표하는가?

승리를 위한 긴 여정: 
선수의 이야기
오늘날, 10만 명에 가까운 올림피언들이 올림픽 
이념의 정신을 세계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에게는 승리를 위한 여정은 길고 많이 
실망스럽지만 우수성의 성취를 위해 극복해야 
합니다.

1992년 알베르빌(Albertville): 남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미국의 덴 얀센(Dan Jansen)이 경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4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활동지침서 31
올림픽대회와 끈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공동연구, 토론, 탐구, 나누기.

  학습 결과
끈기는 우리가 성공을 성취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읽기 전 질문하기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자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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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는 존 스티븐 아쿠와리(John Akhwari, 탄자니아)

1968년 멕시코시티는 마라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자가 경주를 끝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경기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마라톤 트랙으로 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와리가 고통스럽게 절뚝거리며 트랙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마라톤 경기 중 사고로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놀란 
군중들 앞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트랙을 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일부 군중들이 이 놀라운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한 것처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왜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었냐고 묻자 
그는 “당신은 이해를 못 한 거 같군요, 나의 조국은 나를 멕시코에 
시합을 시작만 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들은 나를 시합을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폐막식에서 아크와리는 살아있는 올림픽의 
이상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전 IOC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에게서 상을 받았습니다. 

경기 완주하기
때로는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빠르고, 가장 높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장애물에 상관없이 당신이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시드니: 폐막식에서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와리(John 
Akhwari).

활동지침서 32
올림픽대회와 회복력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공동연구, 역할극, 나누기, 창의적인 글쓰기,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학습 결과
도전은 생명과 스포츠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회복탄력성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토의하기

•  당신은 왜 아쿠와리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였지만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 그만 
두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자. 만약 다시 이 상 황을 
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하겠습니까?

•  당신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 당시 자신에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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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없는 비전은 꿈이다. 행동 없는 비전은 
목표가 없다. 행동과 함께 하는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작가미상

최선을 다하기
다음 활동들에서 학습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미래를 상상하도록 도와줍시다. 
이것은 긍정적인 시각화의 과정 입니다.

2010년 밴쿠버: 캐나다의 프랑수아-루이스 트랑블레(Francois-Louis Tremblay)가 남자 5000m 쇼트트렉 계주 결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33
올림픽대회에서의 용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존중,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공동연구, 토의, 탐구, 나누기.

  학습 결과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용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배워봅시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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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올림픽운동의 초점은 문화, 예술 작품, 환경 의식 및 교육을 수용하는 
스포츠 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젊은이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근감각적 지능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감각운동적 경험을 관통하므로 인간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다중지능을 통한 교습과 학습, L. 캠벨(L. Campbell), B. 캠벨(B. Campbell), 
그리고 D. 디킨슨(D. Dickinson)

“속마음을 떠나서 항상 승자처럼 보이도록 노력하라. 
비록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제와 자신감의 
표정은 승리를 가져오는 정신적 우위를 줄 수 있 습 니 
다.”
아더 에쉬(Arthur Ashe), 테 니스 선수이자 교육자(1943-1993)

“현대 교육은 지나친 구분으로 스스로 도태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힘은 그것의 연계점과 어떠한 접촉도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만약 주제가 근육이라면, 
그들은 단지 동물적 기능만 보기를 원한다. 뇌의 
기능은 마치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작은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쿠베르탱, 근대 올림픽대회와 올림픽운동의 창시자(186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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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심신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올림픽가치를 수용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균형 잡힌 삶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쿠베르탱은 올림픽대회의 부활이 젊은이들 사이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여자 개인 체조 결승전에서 미국의 체조선수 
가브리엘 더글라스(Gabrielle Douglas)가 평행봉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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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찾기
몇몇 경쟁자들이 올림픽대회에서 보여주는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일본 남자 체조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슌 후지모토(Shun Fujimoto)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읽기

의지가 이어질 때: 슌 후지모토(Shun Fujimoto, 일본)

1976년 몬트리올에서 일본의 젊은 체조선수가 링 종목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뒤틀고, 몸을 돌려 균형을 잡았습니다. 
착지를 하기 전에 두 번 공중제비를 하고 두 발로 바닥에 힘 있게 
착지하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착지 후 필요한 3초간의 
멈춤 동작을 이어가는 중 고통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마루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부러진 무릎으로 경기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팀 동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고 후지모토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금지약물 규정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착지 후 무슨 일이 있을지 
잊어버렸습니다.”고 나중에 그는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계속 경기를 하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구 소련)과 함께 체조 단체전 경기에 금메달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는 일본팀에서 가장 뛰어난 체조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고통을 알게된 코치와 동료들은 
심한 부상을 당한 그가 계속 경기하는 것 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다섯 명의 팀 동료들은 후지모토가 없으면 이어지는 경기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지모토의 자부심과 
용기에 영감을 받은 동료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일본 팀은 0.4점차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용기의 영감을 준 팀 동료에게 승리를 바쳤습니다.

   
토의하기

•  후지모토의 팀이 보여준 결정이 어떻게 신체, 의지, 정신의 
균형을 보여주었습니까?

•  당신이 후지모토였다면 계속 경기를 했을 것입니까? 왜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  당신은 후지모토의 행동을 존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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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삶

2014년 청소년올림픽대회 카누-카약, 조정과 3종경기가 펼쳐지는 쉬안우 레이크 경기장 근처에서 난징 주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침서 34
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올림픽교육의 주제: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균형, 타인에 대한 존중.
추천 활동:  
5-8세에서 15-18세까지 연령대가 다른 그룹에 적용 가능. 

  추천 교습 전략 및 학습 기술
창의성, 공동연구, 문제-해결.

  학습 결과
•  어떤 행동이 건강하거나 해로운 생활방식에 기여하는지를 인식합니다.

•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스포츠와 건강한 활동을 선택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의 선택을 
촉진합니다.

  다운로드
자료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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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생활방식
이번 장을 당신의 학교, 청소년 스포츠 단체나 
지역사회의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방식 전략을 생각하고 수립하는 데 사용 
하십시오.“모든 사람에게 스포츠를”이라는 철학을 
적용하고 활동적이게 사십시오!

신체활동의 혜택은 무엇입니까16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혜택은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5일 적당한 강도의 신체활동은 20
가지 만성 질병, 예를 들어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뇌졸중, 제2
형 당뇨병, 암, 비만, 정신건강 문제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및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긍정적 건강 결과 사이 
관계의 강도는 사람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지속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 더 활동적이 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혜택을 강조합니다.

활동은 또한 정신 및 심리적 행복, 예를 들어 개선된 기분,
성취감, 이완 또는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활동 프로그램들에 대한사람들의 
지속력을 개선하고 신체적 건강 편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의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의 
부재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17

올림픽의 날에 아이들이 럭비를 하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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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5세 미만:

•  신체 활동은 특히 안전한 환경에서 바닥 기반 놀이나 물 
기반 활동을 통해 출생 때부터 장려되어야 합니다.

•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미취학 연령의 아동들은 하루 
종일 최소한 3시간 동안 신체활동을 해야 합니다.

•  5세 미만의 아동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매일 최소 60분에서 최대 몇 
시간 동안 적당하고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야합니다.

•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활동을 포함한 격렬한 강도의 
활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해야 합니다.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장기간 앉아있는 
시간을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활동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며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기회에 의해 주로 
좌우됩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10대 때 부모에게로부터 
독립적이게 되고 그들의 친구들이나 주변 롤 모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사례연구18 

리사(Lisa, 14세)

리사는 시골 마을에 삽니다. 그녀는 작은 동네 유치원을 
다녔지만 지금은 버스를 타고 12.87km 떨어진 친구들이 
많은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많은 
스포츠 활동들을 하였지만 경기와 훈련이 끝난 뒤 집에 
오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 부모로 리사와 그녀의 남 동생인 톰을 키우고 있지만 
리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의 여가 시간 동안 
리사는 학교 친구들과소셜 미디어로 많은 연락을 하지만 
방과 후 정기적으로 같은 마을 친구들과 자전거나 달리기를 
같이 합니다. 물리치료사인 리사의 아버지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조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들은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비디오 
게임과 신체활동을 집에서 즐기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야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주말에는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의 청소년 클럽은 
매달 댄스의 밤을 주최하는데 리사와 친구들은 최대 3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토의하기

•  만약 리사의 아버지가 그녀의 삶에서 균형을 찾는것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리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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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약어
AN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
IF 국제스포츠기구
IOA 국제올림픽아카데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IP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NF 국가스포츠기구
NOA 국가올림픽아카데미
NOC 국가올림픽위원회
OCOG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OVEP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WADA 세계반도핑기구
WHO 국제보건기구
YOG 청소년올림픽대회

위의 약어와 축약어는 포괄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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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용어

유치희망 도시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지원한 도시.

올림픽대회의 핵심 가치 탁월성, 존중, 우정.

올림픽운동의 교육주제 올림픽헌장의 기본 원리에 내재된 가치에 기초하고, 올림픽운동의 다양한 활동의 교육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 이 가치들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서의 노력의 환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경, 신체와 정신 사이의 우수성과 균형 추구, 의지와 마음 입니다.

기본 원리 올림픽헌장(2011년 7월 8일 발표)에 나오는 7가지 기본 원칙과 올림픽운동의 가치와 
이상을 설명합니다.

개최도시 IOC 위원들에게 선택된 올림픽대회 개최 도시.

IOC 올림픽교육위원회 IOC 올림픽교육위원회는 IOC 총회, IOC 집행위원회, IOC 위원장이 올림픽 가치 기반 
교육의 추진에 대해 조언하고, IOC 프로그램 및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활 
동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올림피언 (근대)근대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람(고대)고대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에 살았던 
신들 중 한 명.

올림픽성화대 올림픽대회 개막식 때 점화되어서 올림픽대회 폐막식이 끝날 때 소화됩니다.

올림픽헌장 올림픽헌장은 IOC가 채택한 올림픽이념, 규칙, 그리고 내 규의 기본 원칙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운동의 조직, 행동 및 운영을 통제하고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조건을 정합니다.

올림픽교육 올림픽이념과 올림픽운동의 사명을 촉진하는 지식, 가치, 행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보 및 
활동.

올림픽대회 올림픽대회는 국가대 국가가 아닌 개인과 팀 간의 경쟁입니다. 그들은 IOC가 참가 
신청을 승인한 각각의 국가올림픽 위원회(NOC)에 의해 선발된 선수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제정한 기술방향 안에서 경쟁합니다. 올림픽대회는 하계와 
동계 올림픽대회로 구성됩니다. 눈이나 얼음 위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만이 동계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됩니다.

올림픽대회 프로그램 올림픽대회의 프로그램은 모든 경기의 조합입니다. 경기는 스포츠, 종목 및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스포츠 종목은 국제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종목들입니다. 규율은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로 구성된 스포츠의 한 부분입니다. 경기는 종목 또는 그중 하나의 
시합으로 순위를 매기고 메달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IOC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스포츠 프로그램은 늦어도 관련 개최 도시를 선출하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IOC 
집행위원회와 관련 개최도시 조직위원회 간의 협약에 따라, 스포츠 프로그램은 늦어도 
관련 올림픽대회 개막식 3년 전 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게임 종목은 7개의 
동계 국제 스포츠 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모토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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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운동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최고권위와 지도 아래,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 헌장에 의해 
지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단체, 선수 및 다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올림픽 운동의 목표는 
올림픽이념과 그 가치에 따라 행해지는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을 교육함으로써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선서 운동선수가 올림픽 선서를 한 것은 1920년 앤트워프 대회 이후 개막식 의전 중 
일부입니다. 쿠베르탱에 의해 쓰여진 운동선수들의 선서 본문은 스포츠 경기의 변화와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 동안 
선수들의 약물 사용 금지 약속을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1972년에, 심판과 
임원들의 선서 또한 개회식에 포함되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때는 지도자들도 
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륜 오륜은 공식적인 상징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상징물, 로고이다.

올림픽성화 올림픽성화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처음 불 붙은 불꽃에서 올림픽 개최국의 여러 
장소들을 계주 형식으로 옮겨지는 휴대용 또는 그 복제 성화이다.

올림픽 휴전 고대 그리스 시절(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까지)에서는 각 올림픽 축제 전후에 방문객들이 
올림피아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휴전(그리스 말로 “Ekecheiria”는 “손을 잡고”라는 
뜻이다)이 발표되었다. 1992년에 국제연합은 각각의 후속 올림픽게임 전에 올림픽 휴전을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IOC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평화, 대화,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도구로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림픽이념 올림픽이념은 올림픽운동의 이상을 요약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올림픽 헌장의 기본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관련된 
평화로운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스포츠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올림피언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경쟁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패럴림픽대회 패럴림픽은 이동 장애, 절단, 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신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주요 국제 멀티 스포츠 대회입니다. 패럴림픽에는 동계와 하계 대회가 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서울올림픽대회부터 올림픽대회가 종료된 후 곧 바로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경기장 대회가 치러지는 장소. 스포츠 경기장은 시합이 열리는 곳입니다.



121

부록
참

고
문

헌참고문헌

제1장
1. Adapted from Sport In Action, Zambia.
2.  Adapted from Kirk, D. (2012). Empowering girls and women through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Advocacy brief. 

Bangkok: UNESCO, p. 10.
3.  Sport for Hope: Olympic Youth Development Centre, Lusaka, Zambia. Sourced online: http://www.olympic.org/ 

Documents/Commissions_PDFfiles/sports-for-hope-brochure.pdf (accessed February 2015).
4.  Reagan, T. (2000). Non-Western Educational Traditions: Alternative Approaches to Educational Thought and Pract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5.  Rogge, J. (2001). Editorial: Towards greater universality. Olympic Review, August–September 2001.
6.  MacAloon, J. (1996). Humanism as a political necessity? Reflections on the pathos of anthropological science in  

Olympic contexts. Quest, 48(1), 67–81, p. 75.
7.  Binder, D. (2002). Olympic odyssey: Facilitating an International Olympic Education Proj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monton: University of Alberta, p. 203. With thanks to Noel Gough (2000) for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spaces”.

8. MacAloon, J. Ibid. p. 76.
9.  Binder, D. (2000). Be a Champion in Life: An International Teacher’s Handbook. Athens: Foundation of Olympic  

and Sport Education.
10.  Quoted in Müeller, N. (Ed.). (2000). Pierre de Coubertin: Olympism—Selected Writings. Lausan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제2장
1.  MacAloon, J. (1996). Olympic ceremonies as a setting for intercultural exchange, in De Moragas, M., MacAloon, J.  

and Llinés, M. (Eds.). Olympic Ceremonies: Historical Continuity and Cultural Exchange. Lausan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 29–43.

2.   O’Sullivan, M. Environment a key theme at Olympics. Voice of America News, 10 February 2002.
3.  Excerpted from CBC News. (2006). “Vancouver mayor to wave Olympic flag from his wheelchair.”
4.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Mission. Sourced online: http://www.olympictruce.org/index.php?option=com_

k2&view=item&layout=item&id=1&Itemid=266&lang=en (accessed February 2015).
5.   Adapted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09).
6.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1998.
7.   Olympic Museum and Studies Centre. (2003). “Olympic Games Posters.” Sourced July 25 2006.

제3장
1.  Vancouver Board of Trade. “The Spirit of Vancouver, 24 July, 2006.” Sourced 24 July 2006 (accessed February 2015).
2.  Adapted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04). Pamphlet on the Olympic Movement. Sourced 5 July 2006.



122

부록

참
고

문
헌

제4장
1.  Pierre de Coubertin: Olympism, Selected Writings, Müller, N. (Ed.) (2000). Lausanne, Switzerlan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 74.
2.  Olympisches Menschenbild and schulische Sportdidaktik, in Gessman, R. (2004) Olympische Erziehung.  

Sankt Augustin: Academia Verlag, p. 16, trans. by D. Binder.
3.  Adapted from Robertson, S. (Ed.). (2005). Canadian Sport For Life: Long-Term Athlete Development.  

Canadian Sport Centres, p. 15.
4.  Shorr, V. (2004). “Peru: Standing Tall.” Ms. Magazine, Summer 2004. Online at: http://www.msmagazine.com/

summer2004/peruceciliatate.asp. Sourced, 12 July 2006 (accessed February 2015).
5.  Bredemeier, B. J., Shields, David, L., Weiss, Maureen R., Cooper, Bruce A.B. (1986). The relationship of sport 

involvement with children’s moral reasoning and aggression tendencie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4), 304–318.
6.  Bredemeier, B. J. & Shields, D. (1995). Character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7.   Adapted from Luther and Hotz (1998). Erziehung zu mehr Fairplay: Anregungen zum socialen Lernen—im Sport,  

aber nicht nur dort! Bern, Germany: Verlag Paul Haupt, p. 29 & 31.
8.  Bobsleigh is a winter sport that is enjoyed in countries that have cold winters. Children in these countries slide down 

slippery, snow-covered hillsides on sleds. In the Olympic bobsleigh competitions, these sleds look like cocoons on 
runners. The bobsleigh course is a curving track of pure ice.

9. Canadian Press, 16 February 2006. 
10.  Adapted from Schipilow, W. (1999). Fair Play in Minor Hockey. Dartmouth, NS: Dartmouth Whalers Minor Hockey 

Association, Section Two (no longer available online).
11. Quoted in Brennan, C. USA Today.com, 11 February 1999.
12.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A (III) of 10 December 1948 (excerpt only).
13.  Excerpts from a speech delivered on the steps at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USA on 28 August 1963. 

Online at: http://www.usconstitution.net/dream.html (accessed February 2015).
14.  Adapted from FIFA World Cup – Roger Milla (Cameroon). Sourced July 25 2006 (accessed February 2015).
15.  Adapted fro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website. “Celebrate Humanity 2002: Dan Jansen.”  

Sourced 5 July 2006 (accessed February 2015). (Small wording changes made to facilitate understanding  
for non-native English-speaking readers.)

16.   Adapted from UK Department of Health, Chief Medical Officers of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2011. Start active, stay active: a report on physical activity. Online at: http://www.dh.gov.uk/en/
Publicationsandstatistics/Publications/PublicationsPolicyAndGuidance/DH_128209 (accessed February 2015).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 Definition of health.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Health Conference, New York, 19–22 June 1946. Online at: http://www.who.int/about/
definition/en/print.html (accessed February 2015).

18.   This example comes from the “Start Active, Stay Active” report of the UK Department of Health Chief Medical Officers 
of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2011. Online at: http://www.dh.gov.uk/en/Publicationsandstatistics/
Publications/PublicationsPolicyAndGuidance/DH_128209 (accessed February 2015).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LYMPIC FOUNDATION FOR CULTURE AND HERITAGE,  
QUAI D’OUCHY 1, 1001 LAUSANNE, SWITZERLAND

www.olympic.org/ovep


	Introducti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Olympic Movement 
	The core values of
the Olympic Games
	The educational themes 
of Olympism 
	Teaching 
approaches
	Olympic Values Education and your community 
	Educational realities
and opportun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