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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만들기

교내 축구 회가 끝났다. 우승컵은 다른 반이 차지했

다. 우승컵을 주시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여러분, 축구

시합은 화합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축구 단

일팀을 만들었을 때, 남∙북한이 함께 응원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축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라고 말 하셨다. 

나는 몇 주일 전부터 축구 시합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

하게 되었다. 그래서 축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에 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았다. 그런 다음

짤막한‘현수의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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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6월에 남∙북한 단일팀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회에 나가 8강에 진출한 적이 있었다. 1950

년에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던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

을 만들어서 국제 회에 출전했을 때,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함

께 응원하면서 새로운 축제의 기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축구 단일팀 1차 선발전과 2차 선발전은 서로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북한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도 논의한 적

이 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좋은 시도 다. 

이와 비슷하게 국에서도‘평화를 위한 축구(Football 4 Peace)’프

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축구 지도자들을 불

러 모아 함께 운동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평화 사업이다.”

…̇˙ ¶̀» ”‚…›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평화 축전 남북 청소년 축구를 위해

함께 모인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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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가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고 나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분

쟁들,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

러나 그럴수록 평화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더욱 줄기차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우는 나의 조사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온 국

민이 하나가 되었잖아. 축구를 싫어하는 나조차도 목청껏

응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축구를 싫어한다고 따돌리거

나 못하는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된 나이지리아

서부 아프리카 서양 연안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약 1억 2,500만 명에

달하는 나라로서 요루바 족, 이보 족, 하우사 족 간의 갈등이 심하다.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독점하려는 이보 족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 사람들

이 나이지리아로부터 따로 독립하여 비아프라 공화국을 세우려다 일어난 내전

(1967~1970년)도 있었다. 이 전쟁에서 200

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나

이지리아 국민들은 전쟁의 아픈 상

처를 갖고 살게 되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나이지리

아 축구팀이 우승했을 때, 나

이지리아의 모든 국민들은 거

리로 뛰쳐나와 서로를 껴안았

고, 나이지리아 통령은 다

음과 같이 연설했다. “오늘 우

리는 요루바 족도, 이보 족도,

하우사 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

두 나이지리아 인입니다!”

미국 해병 원과 축구

를 하고 있는 이라크

경찰

더 읽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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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축구를 통해 한마음으로 화해

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평화는

서로를 용서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함께 사는

세상은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의 마음을 배려할 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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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모양의종이에평화를염원하는그림을그린다음, 을써넣어평화의타일

을꾸며보자. 다완성되었으면교실밖복도벽에이어붙여보자. 다른반들도모두참

여하여타일이다른반까지이어지도록해보자.

유럽의여러다양한문화를고려해서만든화폐인유로화의상징물들에관해알아보고,

남∙북한이단일화폐를쓰게될경우를가정하여통일화폐를만들어보자.

함께 해 보기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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