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포츠가환경을해친다고?

오늘은 지우가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는 날

이다. 축구 경기가 재미있다는 현수의 말을 믿고 한번 가 보기로 한 것이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았다. 샤워를 끝

내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더니 수건이 금세 축축해져서 다시 또 한 장을 꺼

내 썼다. 그런 다음 무스를 발라 머리를 멋있게 세웠다. 

경기장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졸라 승용차

를 타고 갔다. 오늘따라 여기저기 길이 막혀서 결국 약속 시간에 늦고 말았

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현수는 차가 많이 려 항상 지하철을 타고 온

다고 했다. 

축구 경기 시작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우는 현수와 함께 햄버거 가

게에 갔다.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감자 튀김과 콜라가 조금 남았다.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감자 튀김을 버리려다

보니 종이 봉투에 소금이 묻어 있었다.

‘원래 소금이 이렇게 많았나?’하는 생

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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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축구 경기가 끝난 뒤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붉은 악마들

축구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다. 선수들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왔

고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흥분하여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응원했다. 그러고 나니 몹시 목이 말라서 청량음료를 두 개나 사서 마셨다. 

축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가 모자를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서 경기장으

로 되돌아갔다. 관객석은 온통 빈 페트병, 깡통, 휴지, 음식물 포장지 등으로

뒤덮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고 아름답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저

분한 모습뿐이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거리 응원이 끝나고 길바닥의 종

이조각까지 손으로 쓸어 담던 누나와 형들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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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경기를 하는 것이 멋있기는 하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 커다란 경

기장을 낮같이 환하게 밝혔으니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야간 경기는 환경에

나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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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야간 경기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량

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고 냉장

고도 열었다 닫았다 할 것 아니야.

하지만 야간 경기를 하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

잖아? 야간 경기가 반드시 환경에

나쁜 것만은 아닐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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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에나타난지우의일과중환경을오염시키는행동을찾아보자.

지우가환경오염을줄일수있도록, 찾아낸부분을다시바꿔써보자. 

함께 해 보기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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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우는 엄마에게 불평을 했다. 옆에 계시던 아빠가“그게 문

제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지.”라고 말 하

셨다. “커다란 경기장을 만들려면 땅도 많이 필요하지, 길도

막히지, 전기도 많이 쓰지, 축구장 잔디 관리는 또 어떤데.

그래도 축구장은 나은 편이야.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데는

면적이 넓어 산을 깎아 내야 할 때도 있단다.”



형 스포츠 경기장은 운동장과 관람석뿐만 아니라 주

차장 등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숲의 나무를 베어 내거나 풀밭을

없애고 때로는 언덕이나 조그만 산을 평평하게 만들기도

한다. 스포츠는 매우 즐겁고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환경

문제를 일으켜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게다가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

도 쉬운 일이 아니다. 녹지를 어 내고 엄청나게 많은 돈

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경기장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76년 올림픽이 열렸던 캐나다 몬트리올의 올림픽

주 경기장은 완공 당시에 세계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들었으나 회 후에는 엄청난 관리 비용 때문에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 때 돈을 너무

많이 들여 재정이 바닥난 몬트리올 시는 천문학적인 비용

이 들어가는 주 경기장의 관리와 수리 때문에 엄청난 고

통을 받았다고 한다.몬트리올의올림픽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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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 보기 스포츠 경기장은‘돈 먹는 하마’

2002년 월드컵을 위해 만들었던 10개의 축구 전용 구장 가운데 서울 월드컵 경

기장 단 한 곳만 적자를 면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경기장은 별로 활용되지 않

는 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큰일이다. 멋지게 보 던 이 경기장들이 지

금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애물단지’로 변했다. 전국적으로 10개의 경기장

을 짓기 위해 들어간 돈은 1조 9,500억 원이라고 한다. 주변 시설 공사비까지 합

치면 2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는 각 경기장마다 운

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로 뽑히기 위해 각 시도는 화려한 계획을 세웠다. 경기장

을 지어서 월드컵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편의 시설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므로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후 부분의 경기장들은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관리하는 데 연간 수십억 원이나 드는 돈을 먹는 하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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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회나큰행사를치르기위해자연을훼손시키면서많은돈을들여지은 형시

설이제 로활용되지못하는사례가있는지알아보자. 그런사례가있다면어떻게활용

하면좋을지함께토의해보자.

지금은 잔디구장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잔디구장

을 여러 개 갖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 같은 곳에서는 비료를 주

기도 하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살포하기도

한다. 비료나 제초제는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수

질을 오염시키는데, 일부 골프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아름답게 펼쳐진 잔디밭은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우리

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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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시드니올림픽을왜환경올림픽(그린올림픽)이라고하는지알아보자.

스포츠경기중에서환경에부담을주는것들이있는지알아보자. 환경에부담을주지

않으려면어떠한일들을할수있을까?

함께 해 보기

함께 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