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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사용법
• 활동지는 실습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 개
또는 여러개의 활동 시트를 통해서 학생들을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활동지는 학생들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 활동지는 아무 순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지를 사용하는 이들은 올림픽의 역사와 상징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 도서관에 있는 풍부한 자료들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s

• 활동지는 다섯가지의 올림픽 교육 주제들에 맞게 합쳐지 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How well do you know the Olympic Games?” The Olympic
Museum (TOM), 2011. 02/Olympism.

• 활동지는 문해력, 수학 과학 등 단일 과목의 교육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Beginner’s Guide to the Olympics”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3. 02/Olympism.

• 활동지는 학생들의 학습 기능과 다양한 학습자들의 개발적 필요를
도울 수 있습니다.
• 활동지는 학습 환경에 알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토의와 개인적 성찰을 유도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활동지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력 그리고 문해력을 향상 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활동은 다양한 연령대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여 대상자 별로
구성되었습니다.

• 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수정하여 다른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들이 필요한 이유

• 학생들이 올림픽, 상징, 가치 및 유산에 대한 지식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 학생들이 활동지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키우고 다루는 주제를 넘어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키우기 위해서.

• 학생들이 올림픽이념과 올림픽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 기
위해서(예시로 학생들은 예술, 글쓰기,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방식을
통해 관심있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 이 활동지는‘학생’이라는 용어와‘학습자’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학생’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학교와 연관이 있는데,
이 활동지에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관심있는 누구나를 지칭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식 학습 환경에 있지 않아도괜 찮습니다.

• 활동지에 사용된 예시들은 올림픽대회를 주최한 나라들을 기리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어려서 올림픽대회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이 역사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를 때때로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운동 관련해서 운동선수들의 예시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이 활동지를 사용하는 이들은 그들의 지역에서의 예시들을
(예를 들어 지역 올림픽 운동 선수)활용하여 추가적으로 학습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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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dern Olympic Games”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2/Olympism.

• “The Olympics: The Basics” Garcia, B. and Miah, A., Routledge,
2012. 02/Olympism & 03/References.
• “What Makes The Olympic Games Unique?”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2/Olympism.
• “Gleaming Airship: Pierre de Coubertin on Sport and Olympism”
Polish Olympic Committee, 2014. 02/Olympism.
• “The concept of Olympic cultural programmes: origins, evolution
and projection – University lecture on the Olympics” Garcia, B.,
Centre d’Estudis Olímpícs (UAB), International Chair in Olympism
(IOC-UAB), 2002. 02/Olympism.
• “Balance Between Body, Will and Mind: The Educational
Value of Good Examples – Creating the Coubertin Puzzle”
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IPCC).
00/Activity Sheets & 02/Good Practices.
추가 도서 자료:

• “Proceedings of the Session”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IOA). 03/Publications.

사용될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에 대한 예시

교육자들은 57쪽에 있는 용어집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유도, 구조화, 개방형.
• 구성주의.

•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례 연구.

• 창의성-저널, 반응 일지, 정보 및 통신 기술(ICT).
• 협력-회전식 학습, 공유 서클, 둥그런 책상.
• 문제해결-퍼즐 학습.

• 개인화-입장/퇴장카드.

• 의사소통 기술-공유, 평등(모든 입장 중시), 블로그, vlog.
• 사고 기술-분석, 회고, 생성, 이론(자신의 생각 형성).

학습활동지 01

쿠베르탱과 올림픽 운동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ubertin, 이하 쿠베르탱)은 근대 올림픽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져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제1권의 25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쿠베르탱과 같은 예술 감상”이 활동은 자료 도서관에 있는“쿠베르탱 아카데미:
중고등학교들을 위한 올림픽 교육 핸드북”에서 발췌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예술과 운동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콜라주 프로젝트를 통해 합치는 것에 대해 설명과 묘사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예술 콜라주를 만들도록 격려됩니다. 콜라주는 올림픽이념의 관점으로
묘사된 본인의 운동 경험들의 영향에 대해 보여줍니다.

중급 만 9-11세

당신이 쿠베르탱이고 근대올림픽을 주최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영향력 있는
정치가, 사업가 그리고 귀족들에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당신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설득할 것인가요? 고대 올림픽대회의 역사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요?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발표에 포함시킬지 정하세요. 쿠베르탱과 관중들처럼 옷을
입으세요. 이 발표를 연극하고 쿠베르탱이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주했을만한
장벽들에 대해 토의하세요. 발표가 끝난 후 이 상황극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쿠베르탱은 이런 장벽들을 어떤 기술로 극복했을까요? 이러한 기술들은 100
년 후에도 효과적일까요? 이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은“쿠베르탱 아카데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올림픽 교육 핸드북” 81 쪽에 있는 퀴즈를 풀어보세요. 자료 도서관에 “쿠베르탱처럼
역사에서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위치해있습니다.

중상급 만 12-14세

학생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쿠베르탱의 인생과 성취에 대해 조사하고 “쿠베르탱 아카데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올림픽 교육 핸드북” 45 쪽에 있는 퀴즈를 풀어보세요. 자료 도서관에
“쿠베르탱-인본주의자의 인생과 일- 공식 CIPC 퀴즈”로 위치해있습니다.

상급 만 15-18세

자료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체, 의지 그리고 정신의 균형: 좋은 예시들의 교육적가치 쿠베르탱 퍼즐 만들기” 기사를 읽으세요. 이 기사를 참고하여, 쿠베르탱이 올림픽대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제나 문구를 찾으세요. 이러한 주제들을 발표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공연 또는 시간 예술을 활용한 발표를 제작하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32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배경지식

학습 목표

근대 올림픽 운동의 설립자인 쿠베르텡의
삶과 성취에 대해 알아보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과 대답, 공유 서클, 원형 책상, 질문.

필요한 도구

미술 재료, 회의 장소, 공연 - 상황극을 위한
의상.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Coubertin Academy: A Handbook
for Olympic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IPCC), 2007.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 “Answer Key to The Official IPCC Quiz:
‘Pierre de Coubertin – Life and Work
of a Humanist’” 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IPCC), 2007.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 “Balance Between Body, Will and
Mind: The Educational Value of Good
Examples – Creating the Coubertin
Puzzle” 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IPCC). 00/Activity Sheets
& 2/Good Practices.
• “Gleaming Airship: Pierre de Coubertin
on Sport and Olympism” Polish Olympic
Committee, 2014. 02/Olymp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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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상징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제1권의 32쪽에“오륜과 올림픽기”를 제목으로 한 단락을
읽으세요.‘상징’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 단어가 어떻게
오륜과 연관이 있나요?

초급 만 5-8세

뒷면에 있는 오륜을 색칠하고 반 친구들과 이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중급 만 9-11세

오륜을 크게 그리고 각 원을 올림픽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그림들을 채워
넣으세요.

중상급 만 12-14세

다른 국제적인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이러한 상징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나요? 오륜이 올림픽이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나요? 포스터에 상징들의 콜라주를 만드세요.
오륜은 1914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상징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연관이 있나요? 이 상징이 앞으로의 100년 간의 올림픽대회에도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가요? 올림픽이념의 의미와 미래
세대들을 영감시키는 새로운 IOC 상징을 제작하세요.

8

오륜의 중요성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공유서클, 창의성, 협력, 입장/퇴장카드, 개인화,
사고능력.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상급 만 15-18세

학습 목표

필요한 도구
미술 재료.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Main Olympic Topics”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2/Olympism.
• “The Modern Olympic Games”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2/Olympism.
• “Beginner’s Guide to the Olympics”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3.
02/Olympism.
• “Olympism for the 21st century” Prof Dr Parry, J.
02/Olympism.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34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링을 통한 연결: 올림픽상징

학습활동지 02

올림픽 상징(계속)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34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링을 통한 연결: 올림픽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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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03

올림픽기 휘날리기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제1권의 36-37쪽을 읽으세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포스터 종이를 활용해서 올림픽기를 제작하고 이를 나무 막대기에
붙여 퍼레이드를 진행하세요.

중급 만 9-11세

기본적인 연을 만들고 올림픽을 묘사하도록 꾸미세요.

중상급 만 12-14세

학습 목표

정체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깃발의 중요성 이해.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국기들을 비교해보세요-이것들은 그 국가의 정신과 문화를
나타내나요? 국가를 위한 새로운 국기를 제작해보세요.

토의, 창의성, 협력, 과제카드.

다양성과 올림픽이념의 주제 나타내는 국기를 제작하세요.

필요한 도구

상급 만 15-18세

미술 재료 - 종이, 물감, 색연필, 나무 막대기(퍼레이드 용), 테이프.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sm and the Olympic Movement”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2/Olympism.
• “100 Years of the Olympic Flag!”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2/Olymp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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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36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올림픽기 휘날리기

학습활동지 04

올림픽모토: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올림픽교육주제: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노력의 즐거움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의 모토인“Citius, Altius, Fortius”(더 빨리, 더 높은, 더
강한)은 쿠베르탱의 친구 헨리 디돈(Henri Didon)신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1894년에 IOC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이 운동할 때 당신들에게 영감을 주 거나 동기를
부여하나요? 이 모토가 당신의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올림픽모토인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와 관련지어 체육 시간에 하는
세가지 게임을 골라보세요. 세가지 중 두가지 단어를 포함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빠르고 높게 또는 강하고 높게말이죠. 그룹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고 반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중급 만 9-11세

이 세가지 단어를 활용해 세 연으로 구성된 시를 작성하세요. 한 단어가 한
연의 내용으로 작성하세요, 예를들어 이 단어들을 본인이 경험한 스포츠
관련으로 연결시켜도 되고 이러한 단어들이 다른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세요.
이 모토가 운동에만 연관된다고 생각하나요? 삶의 다른 관점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상급 만 12-14세

고대 올림픽에서 세명의 캐릭터, Citius, Altius, Fortius가 처음으로 만나는
내용에 대한 짧은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연기하세요, 제우스가 올림픽대회에서
주연 자리를 위해 이 캐릭터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작성된 대본의 예시가
있습니다. 각 캐릭터는 이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왜 원하고 왜
다른 두 캐릭터보다 자기가 그 자리를 역할을 해야하는지 설명해야합니다.

학습 목표

• 올림픽이념을 추구하는 참가자들이 모토를 통해
동기부여 받고 영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 올림픽 모토의 의미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구성주의, 창의성, 포럼, 문제해결력, 협력.

필요한 도구

미술 재료, 고대 올림픽 상황극을 위한 복장.

상급 만 15-18세

스위스에 위치한 올림픽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 “Citius, Altius, Fortius”,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올림픽 모토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입니다. 당신은 다음
올림픽대회를 위해 올림픽 모토를 조각상으로 디자인해야합니다. 어떤 형태와
어떤 재질로 만들건가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38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올림픽모토: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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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05

영혼 깨우기: 올림픽성화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제1권의 40쪽을 읽고 이 활동 전 토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나만의 올림픽 횃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세요. 추천 재료는 페이퍼 타월, 골판지, 불꽃을
위한 빨간 휴지입니다. 학생들과 손잡이 부분을 꾸미는 디자인에 대해 토의하세요. 당신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것인가요?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그림을 넣을 것인가요? 학생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 횃불을 반 친구들에게 공개하세요.

학생들이 본인의 횃불을 디자인하고 학교/지역 스포츠/문화 행사 개막식에서 사용하세요.

중급 만 9-11세

다음의 올림픽성화 운반자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작성하세요. 어두운 길을 따라 성화
운반자가 뛰던 도중 올림픽대회의 역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불꽃이
신비한 빛을 내뿜으면서 고대와 현대 올림픽의 이미지들로 채워집니다. 이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횃불 대신에 올림픽 성화를 운반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타지 않는
재료들을 활용하고 운반되는 동안 성화가 꺼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적이거나
재활용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중상급 만 12-14세

올림픽성화는 운동 선수들에 의해 봉송됩니다. 종종 개최국의 독특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으로 봉송됩니다. 한가지 예시로 밴쿠버가 2010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올림픽성화는 개 썰매, 카누, 그리고 말로 봉송되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본인의 국가에서
어떻게 성화가 봉송될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될까요? 이 경로를
지도에 그려보세요. 어떤 흥미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성화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학습 목표

희망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하는 올림픽 성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토의, 질문 바탕 학습, 포럼, 책상, 창의력,
협력, 또래학습.

필요한 도구

미술 도구, 필기 도구, 고대 올림피아 연극을
위한 의상.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Olympic Flame and the Torch Relay”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2/Olympism.
• “Factsheet: The Olympic Torch Rela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2/Olympism.

캐나다에서 올림픽성화를 옮기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왜 본인이 그 역할에 적절한지
짧은 글을 써야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가 성화를 옮기는 지 결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요?

상급 만 15-18세

올림피아 혜라 신전에서 시행되는 횃불에 불을 붙이는 세레모니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반
친구들에게 이 세레모니의 역사와 상징에 대해 설명하는 짧은 연극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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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0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영혼 깨우기: 올림픽성화

학습활동지 06

올림픽대회 개막식
올림픽교육주제: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과거 올림픽대회 개막식 영상을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막식이
변화한 것 같나요? 이것이 축하로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빛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당신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행진하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깃발과
무대를 디자인해보세요.

중급 만 9-11세

유명한 역사적/문화적 인물로 분장하세요.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에 서세요.
만약 당신의 캐릭터가 개최 연설을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중상급 만 12-14세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의 영상을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개막식을 재밌게
만들었나요? 전세계 당신의 개막식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미있는 짧은
연극을 적고 발표하세요. 당신의 나라와 시민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상급 만 15-18세

학습 목표

• 올림픽상징의 힘에 대해 알아보기.

• 개막식이 개최 국가의 문화, 역사 그리고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창의력, 포럼, 협력, 질문과 답변.

필요한 도구

인터넷 접속, 상황극을 위한 의상, 미술 도구.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Olympic Oath – Opening Ceremony – London
2012 Olympic Games”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2/Olympism.
• “Olympic Anthem” WAV music fil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02/Olympism.

당신은 당신 국가에서 개최될 올림픽 개막식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국가의 예술, 문화 및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요? 어떤 요소들이 재밌으면서도 사려 깊을까요? 전 모든 국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몇 국가만 영감을 받을까요?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가요? 하나 또는 여러개의 주제를 골라 연극/퍼레이드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발표하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2쪽
배경지식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올림픽대회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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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07

올림픽대회 폐막식
올림픽교육주제: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대회의 폐회식이라고 적힌 제1권의 44쪽을 읽고 과거
폐막식 영상들을 보세요. 세레모니와 관련된 어떤 전통/
프로토콜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학습 목표

• 올림픽대회의 전통과 프로토콜의 중요성 알기.

• 올림픽이념이 어떻게 축하되고 이 의식을 통해 어떤
가치가 나타나는지 알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토익, 질문, 협력, 소통, 직소우학습, 회전식 학습, 또래 학습.

초급 만 5-8세

올림픽 폐막식의 관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올림픽기가 내려지고, 올림픽성화를 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중급 만 9-11세

필요한 도구
인터넷.

다음 질문을 고려해보세요. 운동선수들은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 왜 본인 국가
팀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당신이 운동선수이고 이것이 당신의 첫 올림픽대회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역 신문에서 개막식 및 폐막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땠는지 짧은 기사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중상급 만 12-14세

올림픽대회가 끝난 후, 올림픽 깃발은 내려지고 다음 개최 도시의 시장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은 누가 이 깃발을 전달하도록 할 것인가요? 예를들어
운동선수인가요? 아니면 어린 아이인가요?

상급 만 15-18세

폐막식 마지막에 다음 개최도시에 대한 짧은 영상을 틀어줍니다. 당신이 만약
이 영상을 만드는 담당자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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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4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올림픽대회 폐막식

학습활동지 08

올림픽선서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고대 올림피아에서의 부정행위와 처벌”이라고 적힌 제1권의 46
쪽을 읽으세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대회의 규칙을 존중하고, 스포츠맨 십을 가지고 참여하고,
약물 투여를 하지 않고, 운동의 영광과 팀의 명예를 위해서 경쟁한다는 올림픽
맹세를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포스터를 디자인하세요.

중급 만 9-11세

자네스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현대 올림픽 시대의 자네스를 만드세요.
자네스가 전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중상급 만 12-14세

부정행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보세요.
이 운동선수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와 올림픽선서를 읽은 후 반칙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세요.

상급 만 15-18세

그룹을 지어 올림픽에서 부정행위를 용서해야하는지 아니면 절대 용서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토의하세요. 당신은 생각은 어떤가요? 왜 그런가요? 현대
스포츠의 복잡함과 이러한 선택지들이 현실적인가요?

학습 목표

• 올림픽선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부정행위의 결과가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 질문법, 구성주의, 질문, 협력, 직소우 학습,
회전식 학습, 일기, 반응 일기, 블로그.

필요한 도구

미술도구, 법정 드라마를 위한 복장.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Olympic Oath – Opening Ceremony – London
2012 Olympic Games”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2/Olympism.
• “Factsheet: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
Winter Games”,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2/Olympism.

부정행위로 재판을 받는 운동선수의 법적 드라마를 작성해보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6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올림픽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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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09

올림픽휴전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고대와 현대의 올림픽 휴전”이라고 적힌 기초 매뉴얼47-48 쪽을
읽으세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평화와 국제적인 관계에서 올림픽휴전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구성주의, 소통 능력, 블로그,
브이로그, 상황극, 둥근 책상, 패널 토의.

초급 만 5-8세

평화를 격려하는 포스터를 그리세요.

중급 만 9-11세

올림픽 휴전 포스터를 적으세요. 단락 근처로 휴전에 포함된 원칙들을 단어로
적으세요. 그 다음, 포스터 끝자락을 평화, 용납, 스포츠맨십, 다양성 등 을
촉구하는 이미지로 꾸미세요.

중상급 만 12-14세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인터뷰 한다면
물어볼 질문들을 적어보세요. 친구와 함께 인터뷰하는 상황극을 해보세요.

상급 만 15-18세

학습 목표

휴전 벽을 디자인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이 휴전에 대해
그들의 노력을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벽은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평화롭고자 하자는
메세지와 의도를 녹화하여 웹사이트, 블로그, 브이로그 등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
미술 도구.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Colours for Peace – A fun way to learn about
Olympic Truce – Teachers’ Guid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 “Colours for Peace: A fun way to learn about Olympic
Truc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2012.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 “Olympic Truce: Sport as a Platform for Peac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2009.
02/Olympism.
• “A Great Tiny Olympic Champion” Georgiadis, S.V.,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2012.
03/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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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7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고대 및 근대의 올림픽휴전

학습활동지 10

평화와 올림픽대회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대회와 올림픽운동이 평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는 큰
원동력입니다. 이 활동지는 학습자들이 평화로운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학습 목표

평화 시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시민 문식성, 협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공유 서클.

“평화를 위한 색: 올림픽 휴전에 대해서 배우는 재미있는 방법”. 이 활동은
자료 도서관에 위치해있으며 참여자들이 평화와 올림픽 휴전에 대해서 색칠
활동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급 만 9-11세

“약속 벽”을 만드세요. 학생들은 종이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들과
아이디어들을 적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벽에 붙인 다음에, 학생들은
이것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모읍니다. 어떤 주제들이 자주 나타나나요?
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과 그들의 이유를 토의하게 합니다.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세요.

중상급 만 12-14세

평화와 포용이 그림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나요? 평화와 포용을
나타내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보세요.
다음장에 계속

루마니아에 사는 12살 발부 엘레나가 그린 작품 1985년
국제 어린이 그림 대회 수상작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9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평화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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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0

평화와 올림픽대회(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상급 만 15-18세

종이를 반으로 나눠 왼쪽에는 스포츠에서의 페어플레이의 예시를
적고 오른쪽에는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의 예시를 적으세요. 밑에는
평화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영감있고 통찰적인 명언들입니다. 다음
명언들을 읽고 오른쪽에 적은 것에 대해서 토의하세요.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c Truce: Peace inspired by sport”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02/Olympism.
• “Colours For Peace: A fun way to learn about Olympic Truc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2012.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 “Colours for Peace: A fun way to learn about Olympic Truce –
Teachers’ Guid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지구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나이기를.”
사이 밀러(Sy Miller)& 질 잭슨(Jill Jackson)

토의내용: 당신과 당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나 당신과 친구와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한가지 활동을 찾 아보세요.

“어떤 것이 충분하는 지 모르는 것부터 큰 문제가 생긴다. 큰 충돌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충분한 것이
언제인지 안다면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타오 테 칭(Tao Te Ching)

토의내용: 충돌의 이유가 타오 테 칭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충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연--나무, 꽃, 풀--이 조용히 자라는 것을 보아라, 별들--달과 해-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보아라.. 우리는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조용함이 필요하다.”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토의내용: 많은 대단한 스승은 하루에 몇 분의 조용한 시간은 우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평온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매일 몇 분씩의 평화를 찾을 수 있나요? 어떨 때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조준 없이 총을 쏘는 것과 같다.”
중국 격언(Spanish proverb)

토의내용: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욕설은 오래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어떻게 말로 조준 없이 총을 쏘는 것을 당신이 말하는 것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질서를 이용해서 무질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침착함으로
떠들석함을 해결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선 츠(Sun Tzu)

토의내용: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선 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이
이동해서 더 나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윌라 케터(WillaCather)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인생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토의내용: 올림픽 모토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 입니다.
몇 몇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가 항상 “더 낫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윌라 케터와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화를 참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이에게 던지기 위해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너가 화상을 입을 것이다.”
부처(Buddha)

토의내용: 어떻게 화가 난 사람에게 화가 해를 끼칠 수 있나요?
당신이 화났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화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나요?

“평화와 평온 두 단어는 천 금의 가치가 있다.”
중국 격언(Chinese proverb)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 수 없다.”
안디라 간디(Indira Ga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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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이 격언의 작가가 평화와 평온을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평화로울 때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토의내용: 이 명언을 설명하세요. 동의하나요? 진 게임에서 가끔은
악수를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 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9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평화의 언어

학습활동지 11

평화 유산 게임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심신의 조화, 노력의 즐거움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평화 유산 게임은 참가자들이 평화와 화합을 추진하고 다양한
관점과 믿음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게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케이프타운 평화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게임 참가자들은 도시나 국가의 유적지를 방문해서“당신에게
각 유적지의 중요성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봐야합니다. 이상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그 다음에 토의를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힌트를 찾고 문제를 풀 뿐만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하고 해석해주어야 합니다.
유적지는 그들의 중요성, 잠재성 그리고 게임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선택됩니다. 다음 종류의 유적지를 고려해보세요.

•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유적지.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화합과 평화의 기원이 역사가 담긴 유적지.
• 평화와 화합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지하는 유적지.

• 평화와 화합에서의 리더들의 역할에 집중하는 유적지.
• 인권 활동과 큰 연관이 있는 유적지.

평화 유산 게임이 원래 만 16세에서 21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긴
하나, 더 어린 나이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도시의 평화 유적지를 방문해서, 그곳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곳을 그려보세요. 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그리고 그림책을
만들어 보세요. “평화를 위한 걷기나 랠리”를 여세요. 팀을 만들고
팀 깃발을 고르세요. 배너를 만들고. 당신의 평화 정신을 보여주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세요.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시로는 비둘기, 종, 횃불, 평화 사인 등이
있습니다. 이 연령 그룹은 아이들을 잘 모르는 강의자가 아닌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학습 목표

• 스포츠 평화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유적지와 문화의 중요성 이해하기.
•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문제해결력, 협력, 창의력, 시민 문식성,
공유 서클, 둥그런 책상, 드라마, 노래, 스토리
텔링.

필요한 도구

반다나, 티셔츠, 깃발, 물감, 유적지에 가기
위한 교통편.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패럴림픽대회의 가치
영감과 평등.

중급 만 9-11세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것을 꿋꿋이 지지했던 사람이
있었던 역사적 유적지를 찾으세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마틴 류터 킹(Martin Luther King),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그리고 로사 파크(Rosa Parks), 에밀리 호브하우스(Emily
Hobhouse), 에멀린 팽크허스트(Emmeline Pankhurst)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었나요? 이들이 오늘까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준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경험이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나요?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을 골라 그들의 용기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작성하세요.
다음장에 계속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9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평화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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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1

평화 유산 게임(계속)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상급 만 12-14세

아래의 상급 그룹 섹션에서 평화 유산 게임에 대한 설명을 읽고 다음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세요. 평화 유산 대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의 대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열려있고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문화 경험을 받아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당신이 평화 유산 대회 참여를 마치고
당신의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이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여 이
경험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실제 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평화 유적지를 고르세요. 예시로 로빈 아일랜드(남아프리카),
런던 평화 파고다(영국), 쿠베르탱의 심당이 있다고 알려진 돌기둥(그리스), 아동 평화
기념비(일본)또는 평화 궁전(네덜란드). 인터넷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에 있는 유적지를
방문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이후에 이 유적지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평화유산 대회 참여자와 당신이 할만한 대화를 연극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당신은 이러한 방문이 평화와 이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한 팀을 고를 수 있는 대회를 열어보세요.
그룹을 만들어서 당신만의 평화 기념비를 만들고 당신만의 평화 상징을 덧붙이세요.

상급 만 15-18세

평화 유산 대회는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국에서의 단체들과 지역으로부터 선택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팀으로 나눠어져서
각 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했습니다. 팀의 이름을 만들고 반다나와 국기,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활용해서 팀의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아동 지도자들의 지도에 따라 이들은
선택된 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관찰을 하고“이 유적지들이 본인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했습니다. 관찰이 끝난후에 참가자들은 관찰 내용을
토의했습니다. 아동 지도자가 토의 내용이 주제와 연관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토의의
끝에 각 팀들은 각자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해야했습니다. 몇 몇 그룹들은
춤을 창작해서 연극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노래를 만들었고 몇 몇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각 팀의 셀카를 지도자에게 보내야했습니다. 경쟁적인 요소도
추가되었습니다. 각 팀은 협력과 창의성에 따라서 점수를 딸 수 있었습니다. 팀 정신으로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언어, 흡연, 음주등으로 점수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화 유산 게임의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역사와 유적지와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했고 다른 참가자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역과 도시에서 당신만의 평화유산 게임을 만들 수 있나요? 어떤 유적지를 선택할 것
인가요? 어떤 참가자들을 선택할 것인가요? 게임을 시도해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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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brating the power of sport”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4. 01/Advocacy.
• “Hope Factory: When Sport Can Change
The World”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1.
03/Manuals.
• Jordan Olympic Committee webpage,
Jordan Olympic Committee. 02/Good
Practices.
추가 도서 자료:

• “Sport for Development & Peace:
Governments in Acti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2008. 01/Advocacy.
• “Sport for Development & Peace:
Harnessing the Power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2008. 01/Advocacy.
• “Adapted Sport Manual: Adapting
sporting practice to serve society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Peace”
Peace and Sport. 03/Manuals.
• Right To Play International webpage,
Right To Play International. 03/Manuals
& 03/Links.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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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2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와 예술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조각상, 그림, 도자기 그리고 건축물로부터 우리는 고대 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묘사들을 사진들을 통해서 보세요. 달리기 경기는 어떻게
묘사되었나요?“할테레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고대
경기를 묘사하는 그림들에서 어떤 근대의 올림픽대회들을 찾을 수
있나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큰 종이에서 꽃 병 모양을 자르세요. 도자기에 사용된 다양한 디자인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들을 종이에 그리세요. 올림픽 날 이나 학교
행사에 이들을 벽에 전시하세요.

중급 만 9-11세

고대 올림픽대회에서의 고대 유물들의 사진을 보세요. 고대 올림픽대회의 한
부분을 골라 그림을 그리세요.

학습 목표

예술과 문화가 고대 올림픽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데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창의력, 협력, 문제해결력.

필요한 도구

미술도구- 도자기 만드는 재료, 조각상 만드는 재료, 종이
등.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Olympic Games in Antiquity”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2/Olympism.

중상급 만 12-14세

하드보드지를 활용해서 고대 올림픽대회장 모델을 만들어보세요. 고대
유물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로 대회장을 꾸미세요.

상급 만 15-18세

만약 당신이 고대 올림픽대회의 주제와 영향에 경의를 표현하는 현대
조각품을 만든다면 조각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요? 그리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이 조각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51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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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3

근대 올림픽대회의 스포츠와
예술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포스터, 티셔츠, 우편 엽서 등 많은 형식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올림픽 포스터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지역이나 국가의 유산과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개최국에서는 올림픽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우편 엽서를 만듭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동안 영국 우편 국은 금메달을 딴 선수마다 특별한
우편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올림픽 우편을 통해서 올림픽
문화를 축하했습니다. 때때로 이들은 올림픽 장소와 경기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신의 도시가 다음 올림픽대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축하하고자 하는 몇 몇 측면을 우편으로 디자인하세요. 우편 봉투를 이
우편들로 꾸며보세요. 우편 봉투 안에는 디자인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보 카드를 작성하세요.

중급 만 9-11세

학습 목표

올림피즘의 중요한 메세지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각 적 예술
능력을 키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창의력, 협력, 문제해결력, 직소우 학습법, 회전식 학습.

필요한 도구
미술 도구.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Special Olympics and the World Games
Los Angeles 2015” Mural Conservancy of Los
Angeles, ArtSceneCal, 2015.
02/Good Practices.

티셔츠 페스티벌을 여세요. 학생들에게 스포츠 디자인이 있는 아무 티셔츠나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것들을 체육관 전체에 이르는 줄에 거세요. 학생들이 이“
티셔츠 박물관”을 구경하도록 하세요. 종이를 이용해 티셔츠 모양으로 자르고
학생들에게 올림픽 티셔츠를 디자인하도록 하세요.

• “Mural Conservancy of Los Angeles” Mural
Conservancy of Los Angeles. 02/Good Practices.

고대와 근대 올림픽 가치를 합치는 의미있는 춤동작을 만드세요.

• “Olympic Games Posters”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00/Activity Sheets.

중상급 만 12-14세
상급 만 15-18세

1896년도부터의 올림픽 포스터의 미술적 역사에 대해 공부하세요. 포스터
디자인과 주최 국가를 비교해보세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떤
메세지가 올림픽 포스터를 통해서 보여지나요? 올림픽이념의 메세지를 들어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나는 포스터를 디자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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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bertin Academy: A Handbook for Olympic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IPCC), 2007.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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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4

로고와 마스코트
올림픽교육주제: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수년간 학습자들은 어떻게 로고들과 마스코트들이 다양한 올림픽
도시들의 예술과 문화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는지 보았습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그들의 마스코트,“웬록과 맨더빌(Wenlock and
Mandeville)”이 그저 주최 국가를 나타내고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닌 그 들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웬록(Wenlock)은 올림픽 경기장
건설 후 남은 한 방울의 액체 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웬록은 머리에
삼지창이 있어서 세 개의 메달을 상징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로고는 세가지 색이 칠해져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가 오륜을 뛰어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르셀로나의 미술
역사와 피카소, 미로 또는 가우디 같은 특징적인 예술가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상징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당신의 도시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민들의 정신을 가장 잘나타낼
수 있는 마스코트를 제작해보세요. www.olympic.org 사이트를 활용해 마스코트를
조사해보고 당신만의 마스코트를 그리세요.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올림픽 마스코트의 배경 스토리를 짧게 작성해보세요. 올림피즘 또는 올림픽교육주제들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올림픽 기본 메뉴얼 53쪽을 읽고 다양한 마스코트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IOC( www.olympic.org)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얻으세요.

필요한 도구

초급 만 5-8세

중급 만 9-11세

중상급 만 12-14세

당신 마스코트의 모델을 만드세요. 재활용품만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나요?

구성주의, 창의력, 문학 서클.

미술 도구.

상급 만 15-18세

올림픽 로고들의 예시를 보고 지난 몇십년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고민해보세요. 컴퓨터나
다른 시각적 미디어를 활용해 한 개 또는 여러개의 로고들을 만들어서 올림픽이념과
연관된 영감적인 메세지를 담으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53쪽
제2장: 상징, 의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올림픽이념 축하하기 로고와 마스코트: 정체성 디자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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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5

올림픽박물관
올림픽교육주제: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박물관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큰 성과들을 기념하고
생각과 깊은 성찰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단한 박물관들은
방문자들을 학습하고, 영감을 주며, 창의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그들의
소장품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은 올림픽박물관과
연관된 활동들을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올림픽이념을 더
경험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학습 목표

올림픽주제로 부터 얻은 영감 그리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소크라테스식 질문, 창의력, 협력,문제
해결력, 직소우 학습법, 회전식 학습, 공유
서클, 멀티미디어 발표.

필요한 도구

초급 만 5-8세

당신이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반 친구들과 토의해보세요. 리본, 메달
또는 사진 등과 같이 당신의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들을 교실로 가져오세요.
이것들을 전시하고, 당신의 반 친구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초대하세요.

모델 만드는 재료, 미술 도구.

중급 만 9-11세

당신은 당신 또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학생들이 올림픽이념과 올림픽대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라고 방문자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학습은 그들에게 해진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활동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리세요.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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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58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올림픽박물관과 올림픽연구센터

학습활동지 15

올림픽박물관(계속됨)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상급 만 12-14세

당신의 박물관의 외관은 어떻게 생겼고 구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박물관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원하나요 아니면 방문자들이 박물관의 소장품과 더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하나요? 현대 재료들로 만들어진 현대 건물일까요 아니면 고대 경기의 영향을 수용한
클래식한 건물일까요? 두 개다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올림픽박물관의 안은 조각상과 상호작용적인 전시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사인 우사인 볼트와 프로렌스 그리프 조이너와 경쟁할 수 있는
100m 육상 트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요? 당신의
올림픽 경기장의 모델이나 그림을 그리세요.

활동: 육상 트랙을 방문하고 학생들보고 다양한 거리에서의 세계기록을 깨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100m를 뛰라고 하세요. 초를 소리내어 재주세요.
학생들은 우사인 볼트나 프로렌스 그리프 조이너가 100m를 얼마나 빨리 뛰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800m를 여덟명이서 100m씩을 뛰게 해보세요. 데이비드
러디샤의 1분 40.9초 기록을 깰 수 있나요?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Canadian Olympic School Program
webpage, Canadian Olympic Committee,
2015. 02/Good Practices.
• “Olympic Day Lessons” Australian
Olympic Committee.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 “Olympic Day Guide” Australian
Olympic Committee.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추가 도서 자료:

• “Olympic Charter”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5. 01/Background.

현장 체험: 줄자를 가지고 멀리 뛰기 기록을 보여주세요. 학생들보고 평상시 처럼 뛰라고
해보세요. 그 위치에서 다시 뛰어보라고 하세요. 현재 멀리 뛰기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몇
번 뛰어야하나요? (남자: 마이크 파웰 8m 95cm, 여자: 가리나 크리스트야코바 7m 52cm).

상급 만 15-18세

학생들을 팀으로 나뉘어서 각자에게 올림픽이념의 원칙이나 올림픽교육주제를 하나씩
주세요. 방문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전시물들에 대해서
토의해보세요. 어떻게 성과물을 기념하고 생각을 유발하는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전시물들이 상호적인가요? 당신의 전시물이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당신 박물관의 도면을 그리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58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올림픽박물관과 올림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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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6

올림픽종목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대회에서 종목은 1986년 9개 종목에서 2012년 26개 종목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896년 대회에는 14개국이 참가하였고, 2012년 대회에는
204개국과 4명의 개인선수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회에는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추가적인 종목 선정에 대한 관심은 현대적인 취향과 새로운
경향에 적응함으로써 올림픽 프로그램이 젊은이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여자 유도와 야구와 더불어
태권도를 시범종목으로 소개하였고, 이 종목은 몇 년 후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아직 올림픽대회에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왜 그것들은 올림픽대회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학습 목표

• 전세계에 다양한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기.

• 올림픽종목이 시간에 따라 스포츠의
다양성을 포함하기 위해발전했다는 것을
알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구성주의, 질문, 포럼, 질의응답, 책상, 입장/
퇴장카드.

필요한 도구

미술도구, 상황극을 위한 복장.

초급 만 5-8세

어떤 올림픽 종목을 말할 수 있나요? 하나를 골라 어떻게 경기되고, 경기 규칙과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다른 학생들에게 당신이 배운 내용을 발표하세요.

중급 만 9-11세

두개의 포스터를 만드세요. 하나는 현재 올림픽 종목들을 포함시키고 다른 하나는 1896
년도에 포함된 종목만 포함시키세요. 이 활동은 올림픽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상급 만 12-14세

당신이 쿠베르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막 IOC를 만들었고 이들은 어떤 스포츠를
포함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포함시키자고 IOC에게 주장하는 짧은 연설을
써보세요. 쿠베르탱처럼 복장을 입고 청중에게 이 연설을 하세요.

상급 만 15-18세

어떤 종목이 올림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시장 캠페인을 만드세요. 이 종목을
포함시키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 종목을 포함시키면 당신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캠페인에 시각적 미디어, 기사, 소셜 미디어 등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지하도록 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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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60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올림픽종목

학습활동지 17

청소년올림픽대회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전 세계의 어린 선수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 올림픽운동
그리고 올림픽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참가자들은 운동으로
경쟁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사로서 활동하여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자기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고령층의 어르신들과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들은 환영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나 학습 환경에 새로온 친구나
외로운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중급 만 9-11세

당신이 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리포터프로그램의 참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올림픽 저널리스트 멘토링 아래에 저널리즘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은 올림픽 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올림픽 운동선수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볼 것인가요? 그들의 답변을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할 것인가요? 영상을 촬영할
것인가요? 글로 적을 것인가요? 블로그를 시작해 당신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블로그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게 해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친분이나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 청소년들이 올림픽이념의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중요성
알기.
• 운동선수들이 대사가 되어 사회적으로
조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것 알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구성주의, 질문, 포럼, 질의응답, 책상, 입장/
퇴장카드.

필요한 도구
미술 도구.

중상급 만 12-14세

당신은 국가를 대표해 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두 주제는
사회적 책임감과 표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 지역내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요? 이것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우수, 존중, 친분의
올림픽가치의 대사가 될 것인가요? 당신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것 인가요? 표현은 예술,
문화, 춤, 연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지역에 이를
보여줄 것인가요?
다음장에 계속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62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청소년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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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7

청소년올림픽대회(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상급 만 15-18세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반친구들과 함께 당신 지역을 위해 당신이 개최할 수 있는 운동 행사를
고르세요. 당신은 마케팅, 후원, 재정적 관리, 이벤트 계획, 운동선수 지원 등
전반적인 행사를 다 책임지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당신의 학교나 더 넓은
지역을 위해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사에서 가장 핵심이 될 올림픽
가치를 고르세요.

• “Living the Olympic Values!” video,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2. 01/Background.

웹사이트 주소:

• Youth Olympic Games webpage on Olympic.org
(with links to the YOG Facebook and Twitter
accounts): http://www.olympic.org/youtholympic-games
• Compete, Learn & Share platform (which includes
videos, quizzes, stories and more; this one-stop
shop of resources and tools is organised around
the five themes of the Youth Olympic Games’ Learn
& Share programme—available in four languages):
http://yogger.olympic.org
과거의 청소년올림픽을 보여주는 다음의 비디오들을
시청하세요:
• Best of Nanjing 2014 Youth Olympic Games:
https://www.youtube.com/watch?v=i2XyiX8Dl-k
• The spirit of the Innsbruck 2012 Youth
Olympic Games: https://www.youtube.com/
watch?v=PdlLGuQWLCU
• Innsbruck 2012 Experience through the eyes of a
Young Ambassador: https://www.youtube.com/
watch?v=B86S2wsQ6hk
• The spirit of the Singapore 2010 Youth
Olympic Games: https://www.youtube.com/
watch?v=2zsrwVlObHc
추가 도서 자료:

• “The Olympic Movement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lecture on the Olympics” Centre d’Estudis
Olímpícs (UAB), International Chair in Olympism
(IOC-UAB), Tarradellas, J., 2010. 02/Goo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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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62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청소년올림픽대회

학습활동지 18

장벽을 넘어서:
올림픽에서의 여성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최초의 근대 올림픽대회(아테네, 1986년)이후로 스포츠에서 여성에 대한
생각은 서서히 바뀌어 왔습니다. IOC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스포츠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학습 목표

• 역사적으로 올림픽대회에서 여성선수들이
남성선수들과 동일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 이해하기.
• IOC의 노력으로 여성들이 올림픽
헌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는 성들과
동일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초급 만 5-8세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당신 지역의 여성 운동선수를 초대해 인터뷰 하세요. 무엇이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는데
기여했나요? 그녀는 전문적으로 운동하고자 하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에 질문을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한 도구

여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세요.

중급 만 9-11세

중상급 만 12-14세

다양한 국가에서의 여성 운동선수들의 삶에 대해 조사하세요. 여성들이 같은 성과여러
국가에서 여성 운동선수의 삶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성과에
대한 동일한 인정을 받기 쉬울까요? 여성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비슷한 재정,
코칭, 지원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급 만 15-18세

지금은 1984년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곧 올림픽대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육상
종목에서 여성 장거리경기는 1,500m 였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선수들도
남성선수들과 동일한 거리를 뛰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올림픽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신에게 여성선수들에게 동일한 거리를 뛰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당신은 위원회에 의견 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역할극으로 보여주세요. 위원회 중 한 명은 당신의 제안에 반대합니다. 상황극을 진행한 이
제안이 만들어낼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결과에 대해 연구해보세요. 1984년 마라톤은 올림픽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여성의 올림픽대회 참가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어떤 기회를 제공했을까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65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장벽을 넘어서: 올림픽에서의 여성

상황극, 질문, 포럼, 저널, 응답 저널, 블로그,
브이로그.

미술 도구.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Women Win webpage, Women Win.
03/Links.
• “The Girl Effect: The clock is ticking”
video, Girleffect.org, 2010.
01/Advocacy & 02/Good Practices.
• “Kicking The Ball For Girls’ Education
In Rural Nepal” video, UNICEF, 2015.
02/Good Practices.
• Champions Together webpage, Special
Olympics. 02/Olympism.
• “Sports Ability 2 Activity Card”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used/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00/Activit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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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19

패럴림픽대회:
“역동치는 영혼”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패럴림픽대회를 주최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세계에 영감을 주고 놀라게 하면서 스포츠에서 우수성을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시각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거나 아예 시력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은 안내도우미가
있다면 육상종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육상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큰 운동장에서 한
학생에게 안대를 착용하라고 하세요.
이 학생에게는 안내자가 될 다른 학생이
배정됩니다. 이 둘은 팔짱을 낀체 달리는
것을 연습합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학생은 시각장애가 있는 육상선수에게
이야기 하여(땅이 꺼져있거나 앞에
큰 물 웅덩이가 있는 경우)도움을
줍니다. 서로에게 이 경험이 어땠는지
토의해보세요.

중급 만 9-11세

절단 수술을 받은 이후에 운동을
하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뒤 농구를
해보세요. 학생들에게 절단 수술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경험할만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패럴림픽
운동선수를 초대해서 학생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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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급 만 12-14세

휠체어농구 학생들에게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스포츠용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학생들에게 농구 코트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드리블하라고 해보세요. 하지만
골대에 가까워 질수록 의자를 골라서
앉아야합니다. 의자들은 슈팅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에서
슈팅을 시도해보세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앉아서
슈팅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가능하다면 휠체어 농구선수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경험과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급 만 15-18세

당신은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운동을 개발해야합니다.
몇 몇 학생들은 소리에 민감하고 몇
몇 학생들은 조정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를 개발하세요.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지적 장애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운동장비를 변형시키고
경기 규칙을 변경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학습 목표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경쟁하는지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경험적 학습.

필요한 도구

눈 가리개, 팔을 묶을 조끼, 의자, 농구공,
운동장비.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PRIDE Olympic & Paralympic Values”
Kent County Council. 03/Manuals.
• “Sports Ability 2 Activity Card”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used/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00/Activity Sheets.
• “Get Set to Make a Change: Mowbray
School makes a HUGE change!”
British Olympic Association (BOA)
& British Paralympic Association (BPA).
02/Good Practices.
추가 도서 자료:

• “Europea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Training EIPET Resource Pack” EIPET
Partnership & Institute of Technology,
Tralee, 2014. 03/Manuals.
• “Respect for Diversity”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IOA), Keim, M.
01/Background.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68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패럴림픽대회: “역동치는 영혼”

학습활동지 20

올림픽대회 개최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길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지역주민부터 정치인 그리고 장관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여 다음 올림픽대회를 유치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올림픽대회 유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학습 목표

• 올림픽이 어떻게 개최국을 선정하는지 연구하고
배우기.

• 올림픽이 개최 도시와 국가의 문화를 강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배우기.

• 올림픽이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한 사회를 바꿀수
있는지 배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초급 만 5-8세

소크라테스식 질문, 문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창의력,
개인화, 협력, 질의응답, 책상,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발표.

중급 만 9-11세

필요한 도구

당신의 도시가 다음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길 원합니다. 왜 우리 도시가 올림픽
개최지가 되어야 하는지 10가지 이유를 적고 연설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도시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즐거운 곳이길 원합니다. 쇼케이스에서 당신
도시만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많은 올림픽대회는 음악 페스티벌, 행위 예술 페스티벌, 다수가 참여하는
스포츠 이벤트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고안하고 다른 학생들을 초대하세요.

미술 도구, 인터넷 이용.

중상급 만 12-14세

당신의 도시/국가가 다음 올림픽개최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IOC위원들에게 연설을 해야하고 당신 국가의 장점을 말해야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요? 사진, 춤, 시, 노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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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0

올림픽대회 개최(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상급 만 15-18세

• “The London 2012 Cultural Olympiad: a new model
for nation-wide Olympic cultural legac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Garcia, B., 2012.
02/Good Practices.

• 어떻게 도시/국가의 문화가 홍보 할 수 있는지.

• “Olympic Legac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3. 01/Background.

• 시민들로 하여금 올림픽대회가 사회에 끼칠 영향 평가.

• “The Get Set Story: How London 2012 inspired
the UK’s schools” British Olympic Association (BOA)
& British Paralympic Association (BPA), 2007–2012.
02/Good Practices.

2016년 리우올림픽대회와 다음 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보세요. 다음 요소를 당신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전체 지역에 미치게 될 경제적 영향 평가.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청중에게 제공하세요. 예를 들어 단편 영화를
만드세요. 올림픽대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디자인하세요. 올림픽대회의
장점을 알리는 팜플렛을 만드세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당신의 메세지를
전달하세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세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이것이 어떻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나요? 학생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국가들이 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캠페인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토의해보세요.
이전의 올림픽대회를 조사해보세요. 몇 몇 주최 도시들은 선수촌, 경기장 등
그들의 올림픽 시설들을 경기 이후에도 더욱 활용했습니다. 슬프게도 몇 몇
국가들은 이것들을 방치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다음
올림픽대회 개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음 올림픽대회에서
어떤 것을(운동, 문화, 시설, 가치)을 남기면 좋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요?
자료를 만들어서 당신의 생각을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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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1

올림픽선수촌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추구,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선수촌은 단순히 운동선수들이 먹고 자고 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사람들과
문화들이 모인 멜팅팟(melting Pot)입니다. 여기가 올림픽이념의 핵심가치가
가장 잘 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활동들은OVEP참가자들이
올림픽선수촌이 평화와 올림픽 참가자들 간의 이해를 추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당신이 올림픽선수촌의 환영위원회 소속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들이 곧 들어올
것이고 당신은 그들이 집처럼 편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반길 것인가요?
아이디어를 그룹에서 토의해보세요 그 다음 당신의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다른
조들과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학습 목표

• 올림픽이념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는데
올림픽 선수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사람들을 통합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 올림픽선수촌의 중요성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공유 서클, 토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필요한 도구

만나는 장소, 미술 도구.

중급 만 9-11세

올림픽선수촌은 올림픽의 테마를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은 분명히 전세계가 촉진해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개최된
올림픽대회에서는 시설들을 친환경적인 재료들로 짓고 생태계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지속성이 있나요?
당신은 올림픽 개최 도시에게 올림픽선수촌 짓는 것에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토의하고 그것을 포스터 종이에 그리세요. 이것을 벽에 걸고 다른
참가자들과 반 친구들이 의견을 남기도록 해보세요.

중상급 만 12-14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음식 취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문화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올림픽선수촌을 디자인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을 뭉치고 공통된 인류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떻게 당신은 모임 공간을 강조한 건물들을
지을 것인가요? 교류를 하고 올림픽이념의 핵심가치를 보일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주최할
것인건가요? 당신의 생각들을 적고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상급 만 15-18세

당신이 올림픽선수촌을 짓게 된 건축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이 공간이 사람들이
자고 먹는 곳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올림픽이념의 핵심가치와 올림픽교육주제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야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그룹들과 공유하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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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2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올림픽교육주제: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IOC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평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환경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올림픽이 이러한 주제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했는지 예시들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활동들은
학생들이 지속성의 중요성과 이러한 우선순위 들을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초록 팀을 만드세요. 학생들은 재활용 활동을 만들고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연설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리더
그리고 롤모델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빗물 모으기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이 물로 학교 정원 식물들에게 물을 주세요.

중급 만 9-11세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드니(2000년)과 런던(2012년)은 옛 산업 지역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 생태계가 이 곳에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둥지를 짓기 시작했고 물고기들이 돌아왔으며 식물들이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이처럼 다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만한 지역을 고르세요. 학생들이 위험한
물질로부터 안전하도록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듣도록 합니다.

중상급 만 12-14세

신은 한 올림픽대회를 디자인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런던올림픽대회에서는 다섯가지 주제
(생태계의 다양성, 기후변화, 낭비, 포용, 건강한 생활)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주제들을
그룹으로 묶어 어떻게 이들을 당신의 대회에서 통합할 것인지 토론하세요. 추가하고 싶은
다른 주제들을 있습니까?
주제를 한 가지 골라 토의하세요. 당신은 다양한 미디어 - 디지털 미디어, 미술, 춤, 노래
그리고 연설-을 활용해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상급 만 15-18세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캠페인이 성공적이라면 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성공을 홍보할 것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이 캠페인이 올림픽대회와 연관이 있도록
연결시킬 것인가요?

34

학습 목표

환경을 중시해야 하는 필요성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구성주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저널,
응답 저널, 블로그, 창의적 생각, 문제 해결.

필요한 도구

환경도구(빗물통, 퇴비통).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Olympic Movement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lecture on the
Olympics” Centre d’Estudis Olímpícs
(UAB), International Chair in Olympism
(IOC-UAB), Tarradellas, J., 2010.
02/Good Practices.
• “Sustainability Through Sport:
Implementing the Olympic Movement’s
Agenda 21 – 2012”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01/Advocacy.
• “Tunza magazine: Sport and the
environ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2012.
03/Publications.
• “Tunza magazine: The 4Rs – A way of lif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2013. 03/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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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의 문제해결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다른 기관들처럼 IOC도 위기가 있습니다. 종종 올림픽운동의
가치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올림픽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활동들은 학생들이 올림픽 보이콧, 반칙,
부패, 도핑 등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람들은 왜 운동에서 부정행위를
하나요? 부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나요? 당신이 운동을 할 때
따른 친구들이 부정행위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부정행위가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세요. 다수의 추가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이 있나요.

중급 만 9-11세

몬트리올, 모스크바, 로스앤젤러스 보이콧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왜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올림픽대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1894년 이후에 큰 규모의 보이콧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학습 목표

과거에 올림픽대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토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사고능력, 직소우 학습법,
회전식 학습, 공유 서클, 저널, 응답 저널, 입장/퇴장카드.

필요한 도구
토의 공간.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One hundred years of cultural programming within
the Olympic Games (1912–2012): origins, evolution
and projections” Routledge, Garcia, B., 2008.
02/Olympism & 03/References.

중상급 만 12-14세

부패란 무엇인가요? IOC에서도 게임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경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표를 판 부패 행위유치도시를습니다. 올림픽대회의 유치도시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을 떠올릴 수
있나요?

상급 만 15-18세

도핑은 수십년 간 관리 본부에게 위기였습니다. 하나의 올림픽종목을 골라서
도핑 위반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 조사하세요. 이 스포츠는 어떻게 이러한
위반을 처리했나요? 당신은 이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도핑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용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도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을 그룹에서
토의해보세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77쪽
제3장: 스포츠와 올림픽대회를 통한 올림픽이념 전달하기 올림픽대회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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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4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적극적인 스포츠참여는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연령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운동지속(학생들이 스포츠를
계속하거나 중단하는지), 동기부여,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주제는 운동선수들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경쟁과 승리를 넘어섭니다. 이 활동지의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기보다는 교사가 신체활동의
재미있고, 즐거움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장기운동선수발달모형(The Long Term Athlete Development model, LTAD-밸리와
해밀턴, 2004)은 모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발달 능력과 일치하는 일련의 단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스포츠 교육자는 스포츠의 기본인 재미를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권장합니다. 코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재미, 성취감 그리고
개인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건강과 피트니스 관련
목표를 세우는 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기본 단계의 목표는
스포츠 활동을 매우 즐겁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계속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의
경쟁은 최소한 이어야 합니다.

중급 만 9-11세

많은 스포츠 문화에서 학생들과 운동선수들의 발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운동 기술 발달과 경쟁에 많은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오히려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운동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기운동선수발달모형(및 기타 유사한 모형)의 권고는 학생들이 재미있고,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며, 모든 참가자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처음으로 훈련 원칙을 세우고 대회는 개선을 시험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학습 목표

신체적 활동이 모든 참가자들의 복지 향상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토의, 회고, 협력.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Designed to Move webpage, Designed
to Move, 2015. 03/Publications.
• “What Sport Can Do: The True Sport
Report” True Sport, Canadian Centre
for Ethics in Sport, 2008. 01/Advocacy.
추가 도서 자료:

• “Quality Physical Education (QPE):
Guidelines for Policy-Maker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15.
01/Advocacy.
• “International Position Statement on
Physical Education” International Council
of Sport Science and Physical Education
(ICSSPE), 2010. 01/Advocacy.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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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85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A.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학습활동지 24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상급 만 12-14세

10대 초반은 스포츠 참여를 위해 많은 포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경쟁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들이 충분한 준비가 되기 전부터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운동선수발달모형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포츠 기술들을 배워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운동의 원칙과 이를 어떻게 균형잡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 운동선수 발달은 경쟁을 하기 위한 훈련 이라고 불립니다.

상급 만 15-18세

연령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이기기 위한 훈련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고의 결과물이 강조됩니다. 이 의미는 각 개인의 운동 선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사들에게는 장기운동선수발달모형을 찾아보는 것이 격려됩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위해 제공된 활동들이 학생들이 도달한 발달 과정과 일치 해야합니다.
Reference: Balyi, I., Hamilton, A. (2004) “Long-Term Athlete Development:
Trainabil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Windows of Opportunity. Optimal
Trainability. Victoria: National Coaching Institute British Columbia & Advanced
Training and Performance Ltd.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85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A.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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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5

인류애를 기념하며:
올림픽 속 이야기들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각각의 올림픽대회는 운동선수들이 용기, 결단력, 성공, 드라마, 열정 그리고
감정의 물감으로 색칠하는 빈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술
작품은 독특하며, 그려진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활동지는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보세요:“어떤 올림픽 선수를 가장 존경하나요? 왜
그런가요? 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언급된 운동선수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가족들의 선택과 동의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이 새로운 운동종목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나요? 체육 선생님, 지도자에게 새로운 운동종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즐기세요!

학습 목표

올림픽 운동선수의 성과와 미래 목표를
통해서 동기 부여를 받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토의, 회고, 협력.

필요한 도구

만나는 장소, 컴퓨터.

중급 만 9-11세

자료 도서관에 있는 올림픽 대사 프로그램 웹페이지에서 한 명의 운동선수를 골라
프로필을 읽어보세요. 그룹을 지어서 그/그녀의 성과에 대해서 토의하세요. 어떤것이 그/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그/그녀의 이야기 중에서 당신에게 영감을 준 메세지가
있나요?

중상급 만 12-14세

호주 출신 운동선수인 캐시 프리맨은 원주민 가족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단거리
달리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한 길은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고 그녀는 차별을 받아야했습니다. 캐시는 열심히 노력해서 2000
년 시드니 올림픽대회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마지막
성화 운반자가 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4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Visit Cathy Freeman’s website: www.cathyfreemanfoundation.org.au and
learn more about her work supporting the talents of young Aboriginal children.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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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87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A.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학습활동지 25

인류애를 기념하며: 올림픽 속 이야기들(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상급 만 15-18세

뉴질랜드 올림픽 대사를 자료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올림픽 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그들의 어떤 노력이 뉴질랜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나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87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A.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c Ambassador Programme
webpage, The New Zealand Olympic
Committee, 2016. 00/Activit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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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6

페어플레이 규칙에 따라
살아가기
올림픽교육주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이 활동들은 학습자들이 페어플레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페어플레이와 종이비행기. 당신이 참여하는
운동종목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그
운동이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당신이
정정당당하게 운동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적으세요. 이면지를 활용하여
다섯개의 종이비행기를 만드세요. 각
종이비행기에 운동에서의 페어플레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들을 적으세요.
훌라후프를 이용해서 오륜을 표현하고
종이비행기를 그 속으로 던지세요.

중급 만 9-11세

공정함이 평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때때로 운동에서 사용됩니다.
이 문장이 당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생각을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중상급 만 12-14세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다음의 주제로
토론하게 하세요. 운동에서 페어플레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들이
필요한가요? 한 팀에서는 해결책을
주장하고 다른 팀은 그 반대를 주장해
보세요. 토론 이후에 학생들이 두 명씩으로
나눠서 각 학생이 토론에서 나왔던 논점을
회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투표를 해서
해결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해보세요.

상급 만 15-18세

학생들은 다음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1956년 멜버른 올림픽대회 장거리
출전선수로 영국 출신 달리기 선수
크리스토퍼 브레이셔(Christo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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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sher)가 선발되자 그는 이것이
그의 선수경력에 있어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레이셔는 살면서 한
번도 육상대회에서 이겨 본적이 없지만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팀 선발전에서 3
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발전 준결승전에서
브레이셔는 힘들었지만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참가자 중에서 가장
느렸습니다. 몇 일 뒤 그는 그가 선두에
있지 못하고 뒤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본인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바퀴가 남았을
때 브레이셔는 갑자기 다른 힘들어하는
경쟁자들을 지나쳐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선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메달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80m에서
그의경력 전체에서 처음으로 그는 레이스올림픽 결승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는 2위와 3위의 경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실격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니스트 라슨(Ernst Larsen)과 헝가리의
산도르 로시뇨(Sandor Rozsnyoi)는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습 목표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페어플레이의 중요성을 알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구성주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력, 상황극,
회고, 토의.

필요한 도구

상황극을 위한 의상, 토론을 위한 의자와 책상,
다섯 개의 훌라후프, 종이비행기를 만들 종이.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Fair Play Teaching Resource webpage,
UNICEF New Zealand, 2011.
03/Manuals.

브레이셔의 운명을 알게 된 라슨과
로시뇨는 육상 심판을 방문하여 브레이셔의
실격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더 낮은 순위의 메달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에게
브레시셔의 실격을 기각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판사는 초기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셔는
다시 메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짧은 연극을 쓰고 크리스 브레이셔,
어니스트 라슨과 산드로 로시 뇨를
연기하세요. 페어 플레이에 대한 교훈을
이 이야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90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B. 페어플레이 배우기

학습활동지 27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다문화 세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존중하고 평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우면 그들은 평화와
국제적인 이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다음의 활동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존중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학교 또는 지역 운동 센터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수업 도중 학생들 사이에서는 좋은 상호교류가 있지만 쉬는 시간에는 이
청소년들은 따로 놀게됩니다. 그룹을 지어서 이러한 친구들이 당신들과 다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생각을 다른그룹 친구들과
나누세요.

중급 만 9-11세

존중 벽화를 만드세요. 학생들에게 잡지와 신문지를 모으고 존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진들과 이야기를 찾으세요. 이러한 그림들을 잘라서 큰 종이에
부치세요. 각 그룹의 멤버에게 왜 각 그림/이야기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세요.

중상급 만 12-14세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다음의 주제로 토론하세요. 운동 대회에서 상대 팀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은 경쟁에서의 약함을 나타내나요?
토론 이후에 운동에서의 존중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적으라고 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학습 목표

존중이 우리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토론,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력, 문학 서클.

필요한 도구

미술 도구, 토론 장소.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he Olympic Values Test: Activity Sheet”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2011.
00/Activity Sheets.
• UNESCO webp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03/Links.
• “Sport and Recreation on Robben Island”
Taylor & Francis, Keim, M. & Bouah, L., 2013.
02/Good Practices & 03/References.
• Sport for Hope webpag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03/Links.

상급 만 15-18세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에 대한 헌장이나 헌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함할 것인가요? 헌장을 작성하고 다른 그룹과 공유하세요. 학습
환경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00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C. 나와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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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8

나의 권리 = 나의 책임감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토의, 상황극,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은 권리와 책임감을 이해할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이 연령대의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순차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 이 활동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가정, 학교 및 운동장에서 해야할 책임의
예를 제공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규칙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교육자는 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깊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더 깊은
이해는 연습을 참여해서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과의
토의는 예시를 포함하고 그 예시를 시작으로
권리란 스스로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이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배제적이어서 놀이를
그만한다고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권리와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봅니다.
위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봅니다.

중급 만 9-11세

스포츠 시즌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시즌
동안 팀을 이끌고 갈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떤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나요? 예시: 믿음, 정직, 나눔, 서로를
향한 지지 등. 팀으로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세요.
모든 운동선수가 이 문서에 사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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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을 체육관, 교실, 만나는 장소에
붙여주세요. 주기적으로 이 문서를 보고 이를
지키고 있는지 토의하세요.

중상급 만 12-14세

다음의 질문을 고려하세요: 연설이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연설가들은 인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기본 메뉴얼 104쪽
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청중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짧은 연설을
쓰고 준비하세요. 당신의 연설을 반 친구
들에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발표 스타일 외에도
메세지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상급 만 15-18세

학습 목표

개인과 그룹의 권리와 책임의 차이를
배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직소우 학습법, 회전식 학습, 공유 서클,
소크라테스식 질문, 입장/퇴장 카드,
마인드 맵.

필요한 도구

필기 도구, 모임 장소.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Teacher’s Tool Kit”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2014. 03/Manuals.

학교가 스포츠 프로그램 관련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빈번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심판들에게 항의하며 코치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당신은 고쳐져야할 몇 몇 핵심 분야를
찾았습니다. 이는 행동 강령 개발, 권리및 책임
헌장, 존중을 가르치고 그러한 정신을 키우는
워크샵이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룹별로 한 분야씩
맡으세요. 이것이 다 끝나면 각 그룹은
각자의 해결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는 직소우
학습법입니다. 한 문제의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그룹이 해결하고 해결안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03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C. 나와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기

학습활동지 29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운동과 인생은 우리에게 종종 딜레마를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선책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능력은 나아지지만, 청소년들에게 딜레마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 중 일부를 소개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게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학교 스포츠 시즌 첫 경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몇 몇 새 학생들이 학교로 왔고 그들이
당신의 팀에서 운동하고 싶어 합니다. 한 학생이 즉각적으로 이 학생들을 향해 안좋은
반응을 보였고 다른 팀원들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팀에 끼워주지 말라고 합니다. 새로온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해서 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계획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습 목표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 올림픽 가치에
영향을 받은 - 결정을 하는데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토의, 소크라테스식 질문, 문제 해결력, 협력,
사고력, 소통 능력, 창의력.

필요한 도구
토의 장소.

당신의 선택지를 그룹 안에서 토의하고 반 전체와 생각을 나눠보세요.

중급 만 9-11세

당신은 학교, 지역 스포츠 팀의 일원이고 팀은 좋은 성과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게임을 지고 나서 다른 팀원들이 당신 때문에 경기를 졌다고 탓합니다. 이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팀원들이 당신을 놀리기 시작했고 당신이 그만하라고 하자 당신을
협박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이나 코치에게 이 상황을 말하면 따돌림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섯개의 그룹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이 금지에 대한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라고
합니다.

• 따돌림을 하는 학생 관점: 왜 이 학생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행동이
변화한 것에 대해 설명할만한 일이 있을까요? 이 행동이 소통의 한 종류라면, 이 학생은
어떤 것을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피해자의 관점: 이 학생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을
타겟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 다른 팀원들의 관점: 그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이러한 따돌림 행위가 어떻게
느껴졌나요?
• 코치의 관점: 코치는 이러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 부모님의 관점: 부모님은 이러한 행동이 명백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각 그룹에게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을 반 전체와 나누도록 하세요.
다음장에 계속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05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C. 나와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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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29

어려운 선택하기(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상급 만 12-14세

당신은 최근에 학교 스포츠 팀에 참여했고 새로운 팀원들과 운동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학생 중 한 명이 당신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학생이 잘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잘나가는 학생이
당신을 불러서 다른 팀원들 앞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담배에는 불이 붙여져있고 당신도 필
것인지 강요하듯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상급 만 15-18세

달리기를 좋아하는 한 청소년이 운동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만 전문적으로 경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코치는 이 학생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려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는 이렇게 하면 그가 부정행위를 하고 그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하고 그가 이 운동선수로 성공하면 집안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룹에서 이 딜레마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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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05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C. 나와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기

학습활동지 30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올림픽교육주제: 탁월함 추구,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탁월함을 위한 노력은 우승과 자주 연관됩니다. 하지만
우승이 경쟁의 목표이긴 해도 그것만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스포츠에서와 인생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훌륭하고 정당한 목표입니다. 탁월함을 향한 노력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행위에 목표를 제공해줍니다.
그것의 영향력은 운동경기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성을 향한 노력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다음의 활동지를 채워넣어서 새로운 스포츠에 대해 배우세요!

빈 칸을 채워 넣으세요. 다음의 문장에 맞는 운동 종목을 넣어 완성하세요.

(a) 얼음 위에서 진행하는 운동 두 가지는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b) 눈 언덕에서 진행되는 운동 두 가지는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c) 공을 가지고 진행되는 운동 네 가지는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d) 물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e) 말과 함께하는 종목은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f) 운동선수가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운동은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g) 달리기, 높이 뛰기, 던지기 등은 ________________ 종목입니다.

(h) 운동 선수가 바와 링을 비틀고 활용하는 운동은 ________________ 입니다.

(i) 사람 대 사람의 경기가 벌어지는 올림픽 종목은 ________________ 와 ________________ 입니다.

양궁

농구

육상

조정

스키

요트

복싱

카누

근대5종
배구

레슬링

체조

하키
승마

사격
루지
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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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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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30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초급 만 5-8세(계속)

다음의 그림에서 표현된 동계올림픽종목들을 찾으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루지

알파인 스키

스키 점프

피겨스케이팅

스노우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바이애슬론

스피드 스케이팅

크로스 컨트리

스켈레톤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컬링

노르딕 복합

이미지출처는 2010년 벤쿠버올림픽대회입니다

46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06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D.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학습활동지 30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초급 만 5-8세(계속)

다음의 그림에서 표현된 하계올림픽종목들을 찾으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비치 발리볼

요트

유도

복싱

태권도

축구

육상

사이클

조정

양궁

승마
역도

체조

레슬링

트라이애슬론
사격

다이빙
하키

탁구

배드민턴

이미지출처는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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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학습 목표

중급 만 9-11세

“메달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선수 리아 펠스(Leah Pells, 이하 펠스)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 여자 1500m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풍부한
종목을 상대로 경쟁에 들어갔으며 처음을 제외하고는 발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펠스는 용기있는 정신으로 열심히 경쟁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올림픽 결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선수들이 역주하고 뛰고 또다시 역주하는 반복이었습니다.
펠스는 무리에서 뒤에서 뛰고 있었고 선두로 마무리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에서 그녀는 피곤한 라이벌을 한 명 씩 통과했습니다.마지막 직전에 다달랐을
때는 그녀는 6위, 5위에 있었고 결국 대회를 4위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메달
우승에서 불과 반 걸음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녀의 경주 후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한 해설자가 “많이 실망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펠스는 해설자를 쳐다보고 눈물을 흘렀습니다. “실망하다니요? 이 경기는
나의 인생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메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룹을 지어 리아 펠스의 이야기에 대해 토의하세요. 그녀는 해설자에게 어떤 교훈을
나누려고 한 것일까요? 조 안에서 당신이 승리하지 않아도 만족했었던 운동 경기에 대해서
토의해보세요. 왜 만족했었나요?

중상급 만 12-14세

당신은 학교 복도를 걷다가 벽을 꾸미고 있는 영감을 주는 포스터들을 봅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크게 “개인의 우수성을 향한 길을 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한 여자 아이가 러닝
트랙을 뛰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 “높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 탁월함을 향한 노력은 개인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더 나은 개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 이 원칙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질문, 협력, 창의력, 저널, 응답 저널, 블로그,
브이로그, 회전식 학습법, 직소우식 학습법,
공유 서클.

필요한 도구

미술 도구, 모임 장소, 포스터 종이, 펜.

자
 료 도서관 참고문헌

• Pro Safe Sport Online Academy
webpage, Council of Europe.
03/Manuals.

• “개인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코치 및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성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성취를 축하하고 실패를 너무 비관하지 않으면서 삶과 운동의 중심을 찾으세요.”

당신은 멈춰서 사진을 보고 그 다음 메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적힌 내용에 동의하나요?
4장의 큰 종이를 가지고 와서 위의 문장들을 적으세요. 벽에 붙이고 학생들의 생각을
적으라고 하세요. 학생들에게 각 포스터 당 5분 씩 주고 돌아가면서 작성하세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모든 친구들이 포스터에 다 기입했을 때 학생들에게 종이에 적힌
내용을 요약해보라고 하세요.

상급 만 15-18세

탁월함을 향한 노력은 운동에서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최고를 추구하면서 보여준 덕목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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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31

인내와 올림픽
올림픽교육주제: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타인에 대한 존중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인내는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위기들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와 능력으로 이야기됩니다. 계속해서
하고, 앞으로 움직이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 문장들은
모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합니다.올림픽대회는
운동선수들의 인내심을 평가하는 최종시험과 같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는것을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올림픽대회에 참가합니다. 이 활동들과 이야기는
학생들이 올림픽대회에서 경쟁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학습 목표

인내가 성공과 우리의 가능성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협력, 토의, 질문, 공유 서클.

필요한 도구
모임 장소.

초급 만 5-8세

인내는 어려움을 마주해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운동을 할때
인내가 없었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의 팀이 연속해서 몇 번 졌 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팀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도전했나요? 작은 조로 나누어서 당신의 경험을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중급 만 9-11세

영국 운동선수 캘리 홈스(Kelly Holmes)는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경쟁한 모든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랐고 수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의 800m 경기에서
동매달을 획득했고 다른 동료 선수들은 이것이 그녀의 운동 인생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그녀는 부상을 입었지만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라는 그녀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4
년 아테네 올림픽대회를 위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많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과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적으로 획득했습니다. 두 개의 금메달은 그녀의 수년간의 인내와 투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비슷한 오랜 기간의 노력,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노력의 결실로인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친구들이나 다른 운동선수들을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들을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다음장에 계속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10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D.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49

학습활동지 31

인내와 올림픽(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상급 만 12-14세

이것은 인내와 알려지지 않은 운동선수에 대한 활동입니다. 올림픽 역사 책은
유명한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운동 선수로서 정점을 찍고 올림픽 메달로 그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올림픽 역사 책을 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에 참가한 것 자체가 큰 성과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이
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몇 이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를 통해 결국 대회에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활동: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지역 운동선수를 찾으세요.
그들에게 올림픽 참가권을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라고 해보세요.
이 인터뷰를 적고 당신이 배운 점을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상급 만 15-18세

1988년 캘거리 올림픽대회에서 미국의 스피드 스케이터 댄 잰슨
(Dan Jansen, 이하 잰슨)은 500m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몇 시간전에 슬프게도 잰슨은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경기 전에 잰슨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경기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는 넘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몇 일 뒤 그는 1000m 장거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신기록으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잰슨은 마무리를 짓고자
했습니다. 1992알버트빌올림픽 대회에서 잰슨은 두 경기 모두 4등으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해설자들은 잰슨은 운동을 잘하지만 올림픽 메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운동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 하지 않습니다. 2년
뒤 릴리함메르올림픽에서 그는 그의 마지막 올림픽에 참여했고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댄 잰슨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나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친구나 운동선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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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32

회복탄력성과 올림픽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올림픽대회는 경쟁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선수들과 팀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활동지는 인내가 들어나는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시들과 질문들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주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토의 질문: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에서 빠르게 극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게 하나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넘어져서 마지막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된 운동선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작성해
보세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운동 선수는 어떤 기분인가요? 다시 자신 감을
되찾고 다음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학습 목표

인생과 운동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협력, 상황극, 공유 서클, 창의력 글 쓰기,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질문.

필요한 도구

종이학을 위한 미술 도구, 모임 장소.

중급 만 9-11세

1945년 8월 6일, 일본의 도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날은 요시노리 사카이(Yoshinori Sakai, 이하
사카이)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카이는 히로시마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뛰는 것을 좋아했고 청소년 때는 지역육상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9살 때
사카이는 1964년 도쿄올림픽대회에서 마지막 성화 운반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왜 사카이가 성화 마지막 운반자로 택해졌을까요? 그가 어떻게 탄성의 상징이 될수 있나요?
일본에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방사능 때문에 매우 아픈 어린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사카이는 친구들이 그녀를 방문했을 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일본 전설을 따라 수백개의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이 전설에서는
천 개의 종이 학을 접는 누구에게나 소원을 들어줍니다. 매년 일본에서는 수천개의
종이학을 만듭니다. 이것은 평화와 탄생의 상징입니다.
활동: 종이 접기 사이트를 방문해 종이학 접는 방법을 배우세.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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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32

회복탄력성과 올림픽(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상급 만 12-14세

로페즈 로몽(Lopez Lomong, 이하 로몽)은 남수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6
살 때 아동 군인으로 강제착출되었습니다. 그는 몇 몇 친구들과 함께 도망을 쳤고 케냐
국경에 도착하기 까지 3일을 뛰었습니다. 로몽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는 후원을 받기
전까지 난민 지구에서 살았습니다. 로몽은 곧 그가 뛰어난 달리기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국 대회에서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메달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팀 전체를
감동시켰고 개회식 때 그가 미국 국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로몽을 인터뷰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그에게 물을
것인가요? 당신의 질문들을 탄성에 집중해서 물어보세요. 그는 어떻게 그의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이 인터뷰 상황을 상황극으로 표현해보세요.

상급 만 15-18세

올림픽운동은 스스로 회복탄력성이 있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대
올림픽대회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올림픽운동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당신이 살펴보면 좋을만한 주제들은 보이콧, 내부 부패(특히 솔트 레이크시),
테러, 정치와 인종차별(특히 1969년 멕시코 올림픽대회에서 보여줬던 검은색 장갑
세레모니)등이 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을 반 친구들과 나눌 방법을 생각보세요.
발표, 상황극, 연설, 포스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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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33

올림픽에서의 용기
올림픽교육주제: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이 활동지는 용기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용기 있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경쟁한 것 자체가 성공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가 스포츠에 서나
인생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학습 목표

용기가 올림픽대회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큰
역할을 하는지 배우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협력, 토의, 질문, 공유 서클.

필요한 도구
모임 장소.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의하세요: 용기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 가요?

말라 러년(Marla Runyan, 이하 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세요. 그녀는
어떻게 용기를 보여주었나요? 러년은 독특한 운동선수입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맹인 운동선수이지만 그녀는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안좋은 시력을 가지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녀의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라는 그녀가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연습했고, 1992년 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라는 4개의 금메달을 땀녀서
순식간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말라는 1500m를 뛰는 것을 매우 즐겼지만,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서로 부딪힐 수 있어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00년과 20004년 올림픽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패럴림픽대회와 올림픽대회에서 활약한 최초의
시각장애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경쟁하는 말라 러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으세요.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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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 33

올림픽에서의 용기(계속)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계속)
중급 만 9-11세

올림픽 관련 많은 책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엄청난 결과물을 성취한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메달을 목에 거는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장어 에릭(Eric
the Ee, 이하 에릭)”의 이야기에는 메달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남자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가장 늦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대해 알게된다면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장어 에릭은 적도 기니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대회에 출전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수영선수가 아니였습니다. 사실 그는 대회 참가 8개월 전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50m 수영장이
아니라 강에서 연습했습니다. 이는 악어로 가득차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용기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릭은 100m 자유형에서 경쟁했고 가장 느린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3명 또는 4명의 그룹으로 나눠지세요. 에릭의 이야기에 대해 토의하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악어가 있는 강에서 연습한 에릭은 용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었나요? 에릭이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알던 운동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의견을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중상급 만 12-14세

캐나다 출신 조정 선수 실켄 라우맨(Silken Laumann, 이하 실켄은 1992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유력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던 도중 그녀의 노 중 하나가 부서졌고 그결과
다른 배에 충돌하여 그녀의 다리가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실켄은 다섯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에
3주간 있어야 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은 어려워보였고 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실켄은 바로 다시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망가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올림픽대회에서는 그녀는 아주 인상 깊게 경기 했고 동메달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몇 주 전에 병원에 누웠을 때는 절대 불가능해보였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녀의 성격 중 어떤 것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나요? 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실켄을 인터뷰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것을 질문할
것인가요? 그녀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중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상급 만 15-18세

제스 오웬(Jesse Owens, 이하 오웬)은 올림픽 게임 역사상 용기 있는 예시로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오웬은 미국 단거리 달리기 선수이자 멀리 뛰기 선수였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이하 히틀러)가 아리아인 인종 우월성을 말하고
이미 엄청난 군대를 모으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운동선수들이 다른
운동선수들보다 더 우월하게 보여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웬은 히틀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4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위의 단락은 제스 오웬의 베를린 올림픽 경험의 일부만 설명합니다. 그의 삶에 대해 조사해보고 나치의
무서운 존재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조사해보세요. 당신이 배운 것을 반 친구들과 나누세요.
이처럼 운동선수들의 용기가 영감있는 다른 예시들이 있나요?

54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112쪽
제4장: 올림픽이념의 교육주제 가르치기 D. 탁월함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학습활동지 34

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올림픽교육주제: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심신의 조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

이 활동은 살면서 필요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조정된다면 어느 연령대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적용 방법

초급 만 5-8세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잡힌 선택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균형잡힌
식습관을 먹는 것과 설탕이나 트랜스 지방과 같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은 하루에 한시간의
신체적 활동이 추천되고 제한되어야합니다. 학생들은 일정한 양의 신체적
활동이 신체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중급 만 9-11세

학습 목표

• 어떤 습관이 건강하고, 해로운 생활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 본인이 관심있고 즐길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운동과 건강 신체활동을선택하기.

추천하는 교육 전략과 학습 기술

창의력, 협력, 문제해결력.

필요한 도구

토의 공간, 운동과 야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연령대의 그룹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변하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나눕니다.
활동 관련으로는 야외 교육과 재미를 위한 운동이 추천됩니다.

중상급 만 12-14세

학생들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최소한의 위 험을
감수하려는 노력과 연관이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 활동에서학생들은
자기만의 스포츠종목을 고르고 개인 운동 계획을 세웁니다.

상급 만 15-18세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학생들은 담배, 마약, 술 등 해로운 생활
습관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안좋은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학생들은
팀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 받습니다. 경쟁적인 운동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요가와 같은 웰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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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계속)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c Adventure webpag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03/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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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아래 용어들은 지식 기반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집은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블로그—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은
OVEP 경험을 작성 한 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일기나 저널과
비슷하며 자신의 목적에 맞는 스타일의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있게 글을
작성하거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는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작성될 수 있고 반면
다른 블로그는 개인적인 표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 리소스가 많이 있으며 검색
엔진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전식 학습—이것은 브레인 스토밍
활동입니다. 교육자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것을여러장의 종이에 적습니다. 이것들은
벽에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이에서 종이로 회전합니다. 그들은 종이에
적힌 질문을 생각하고 반영한 다음 그들의
답변을 적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다음 종이로
넘어 갑니다. 마지막에는 종이를 떼서 패턴,
토론 항목등을 연구합니다. 이 방법은 학생의
사전 생각과 새로운 질문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없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사려 깊은 공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례 연구—학생들은 OVEP의 한 특정 분야를
공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학습을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택해야합니다.
채팅창—많은 OVEP활동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채팅 창은 세계 다양한 곳의 학생들이
협력하는 좋은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팅 창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결정력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합니다. 교육자들은 IT 지부오
이야기를 나눠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서클—이 학습 방법에서는 학생들은
동그랗게 앉아서 생각해야할 문제 하나를
받습니다. 동그라미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은 열린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동그라미에서 개개인의
기여도와 생각을 적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결과물을 모은 다음에 답을
요약해서 추가적인 토의에 활용합니다.

시민 문식성—사회를 더 단합력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력 - 이것은 21
세기 학습 역량 중 하나이며 많은 OVEP
활동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능력입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와 과제를 함께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소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협업—이것은 21세기의 학습 능력 중
하나이며 OVEP활동의 많은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학생들은 “잘
지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프로젝트와
과제에서 함께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찾고 그것을 가치있게 여겨야
합니다.
소통능력—많은 OVEP 활동은 학생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스토리텔링,
기사 작성과 인터뷰 활동등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또한 움직임, 드라마,
하는 말(독설이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 다.
OVEP 활동은 그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학습자들의 생각과 기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추천되는 학습 방식은 토론과
토의에서 균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하게
진행됩니다.
마인드 맵—이 능력은 학생들이 아이디어
들과 주제들 간의 관계를 알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올림피즘과 올림픽 교육 목표를 연결 하고,
올림픽 교육 목표와 노력의 기쁨과 연결하고,
노력의 기쁨과 운동의 측면과 연결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기술은 학생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데도움을 줍니다.

구성주의—이 교육 철학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배울 때가 아닌 무엇인가를
하거나 경험할 때 배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OVEP 활동들은 학생들이 구성주의를 활용한
가치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이것은 21세기 학습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자기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표현을 하도록 격려됩니다.

비판적인 사고—하나의 능력이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사고 방식의 통합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의미와 합치고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주어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해를 달성하기 때문에
OVEP에서 중요한 능력입니다.
토론 능력—M교육 전략으로 토론을 사용하
여 많은 기술이 개발됩니다. 언어 의사 소
통, 효과적인 청취, 비판적 사고 및 자신감
은 적절한 토론 연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 는
기술들입니다.
입장카드—단원의 시작일 때 학생들은
주제에 관련한 질문들을 작은 카드에
적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습니다.
이 카드들은 단원 내내 학생들과 교육자에
의해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과제에 집중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활용됩니다.

퇴장카드—입장 카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퇴장 카드입니다. 단원이 마무리 될
때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내용과 함께 더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내용, 질문, 그리고
겪었던 어려운 점을 적습니다.
경험적 학습—이 방법에서는 학생들은 직접
하는 것으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직접하게 됩니다. 활동지 19(패럴림픽)에서
활동들은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포럼—올림픽과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가장
큰 기여 중 하나인 것은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자극하고,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좋은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몇 몇개의 OVEP
활동들은 드라마를 활용해 올 림피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표현합니다.

지도 아래의 읽기, 토의, 생각, 쓰기—
교육자는 OVEP과 추가 자료를 활용해
주어진 질문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도하는 읽기에서는 교육자가
학생에게 예상을 해보라고 하며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비교를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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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것은 개인이나 협동하여 학생들이
정보와 이해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 러가지가 있습니다.

• 지도 아래의 질문—선생님은 질문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조사 과정을 선택하고
찾은 내용을 나눕니다.
• 구조적인 질문—선생님은 질문을
제공하고 조사로부터 구체적인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학생이
분석적이고 회고적인 생각하는 법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 열린 질문—학생들이 직접 질문, 조사
방법, 소통 방식을 고릅니다.

직소학습—이 방식에서는 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문제의 각자 다른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 그들은 모여서 그들의
생각을 모아서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듭니다. 이것은 협력을 촉진하는데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퍼즐의 한조각이 퍼즐
전체를 독재하게 된다면 퍼즐이 될수가
없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서로에게 잘
맞아야합니다.
저널—학생들은 OVEP활동을 진행할
동안저널을 간직하는 것이 격려됩니다.
이것은 학생의 생각을 기입할 수 있고
토론이나 의견을 필요하는 주제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발달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 서클—이것은 OVEP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는데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작은 그룹들로
나눠집니다. 그들은 읽을 지문을 주어지고
관련 내용으로 토의해야합니다. 그들은
이후에 반 전체와 이야기를 하며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서클은 책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더 짧은
글을 공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위 인지—이 방식에서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생각이 편견이나 깊이를 보여주나요?
이것이 추가적인 질문을 요구하나요? 이
방법은 순차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의 사람들
(어린아이들)보다 상위 생각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모니터링은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참가자,
가족, 지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목표와 목적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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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의—사회자(지도자나 학생)이
단체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패널의 답변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패널의 한 멤버에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거나 같은 질문을
모든 패널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패널 멤버들이
답변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료 학습—연구에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두에게 성공적인 학습을 가능케합니다. 학습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더 효과적입니다. 또래 선생님이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 자료와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개인화—이 방법은 21세기 학습 역량
창의력, 협력, 소통,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것은 학생들이 본인
관심사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가능케합니다.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른
말로,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는 학생의 학습 내용
모음집입니다. 물질적으로 바인더나 파일에
모을 수도 있고 디지털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결과물들을 모아 그들이 배운
내용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게 발달했는지와
함께 강점과 약점을 나타 내는 분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프레찌/파워포인트—여러개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OVEP와 연결된 아이디어 들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력—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결법은 다른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가장
최고의 해결법을 찾는데 노력해야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S학생들은 정해진
길이의 과제나 프로젝트를 이끌어줄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격려됩니다. OVEP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교육 주제를 고르고 본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 선택하게
해줍니다.
질문과 답변—이 방식은 질문을 하는
교육자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은
학생의 이해와 답변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질문들로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은 학생들이 예측을 하고
논점의 강함이나 정확함이 확인될 근거를
제공합니다.
회고—안내나 결과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는 활동.

응답 저널—이것은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시: 교육자가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OVEP이 한 학생의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학생이 OVEP활동에
참여하며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저널에 적을
수 있습니다.
둥그런 책상—이 전략에서, 교육자는 종이에
질문을 적습니다. 학생들은 답을 적고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음 종이를 그룹의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좋은 방식이고 교육자가 그룹 전체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좋은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이 고대 방법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자가
학생들의 이해도를 질문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변호합니다.

스토리 텔링 —주제와 컨셉을 학습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강력한 교육 전략.

과제카드 —교육자들은 OVEP 활동을
설명하거나 지지하는 과제들을 적을
것입니다. 이 카드들은 각 그룹으로 가져가서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도를 정확히하는데
사용됩니다.

사고 능력—많은 OVEP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분석, 회고,
합성, 이론화 등의 사고 능력은 이러한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학습 —ICT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 OVEP 활동을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비디오 컨퍼런스, 포드캐스트,
채팅, 소셜미디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학생의 기술/문식성은 교육자
들에게 자기가 배운 내용을 독특하게 설명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브이로그는 블로그
의 비디오 버젼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독백을
녹음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잠재성을 제
공합니다.

거꾸러 일하기—이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과제의 마무리 지점에서 과제를 시작하는
독특한 교육 전략입니다. 학생들은 이 지 점에
도달하기 위한 그 전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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