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터넷 자료

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

2. 축구박물관

1999년 5월 개관하 으며, 역 국가 표 선수들의 축구화, 유니폼,

월드컵 축구 회 공인구, 축구 회 우승 트로피 등 200여 점의 축구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31

전화번호 : 02-2002-0707

개관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 공휴일

3. 참고 문헌

리처드 줄리아노티, 복진선 옮김, 축구의 사회학 : 지구를 정복한 축

구공, 지구를 말하다 , 현실문화연구, 2004. 

한 나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경기 종목의 예

1. 농구(기원국 : 미국)

농구는 1891년 국제 YMCA 체육학교(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소

재, 후에 스프링필드 학교로 개편) 지도원으로 있던 캐나다 출신의

J.A. 네이스미스가 창안하 다. 그는 우천(雨天)이나 겨울철에도 실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구기 종목을 궁리한 끝에 미식축구∙축

구∙아이스하키 등 야외 경기에 착안하여 5가지 원칙을 세우고, 13개

조항의 규정을 마련하 다. 

그 후 YMCA를 통해 캐나다, 남아메리카, 일본∙필리핀∙한국∙중

52

축구의 기원과

한국으로의 전파

함께 해 보기

1. 축구는 언제부터 했을까?



53

국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도 독일∙불가리아∙폴란

드∙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는데, 농구의 인기와

붐이 급격하게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전이 끝난 후부터

이다. 농구 경기가 올림픽 경기 회에서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회 때부터이다. 세계 회 규모의 국제

경기는 각국 표들로 구성된 FIBA가 주관하고, 올림픽 및 세계 선수

권 회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의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표팀이 출전하여 전한다. 

한국에 농구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07년 봄 황성(皇城) YMCA 초

총무인 미국인 선교사 질렛(P. Gillett, 한국명 吉禮泰)에 의해서

이다.

2. 마라톤(기원국 : 그리스)

기원전 490년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의 티

아데스가 침략해 온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을 때 그리스군의 병사가 그

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약 40km를 달려“우리는 이겼노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고 한다. 이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어 1896년 제1회 근 올림픽 아테네 회부터 육상

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3. 유도(기원국 : 일본)

일본이 기원국인 유도는 1964년 제18회 도쿄 올림픽 경기 회 정식

종목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경쟁 스포츠로서 발전하게 되

었다. 올림픽 경기 회의 유도 경기뿐만 아니라 2년마다 세계선수권

회∙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 회가 열리며, 또한 4년마다 월드컵

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제적인 유도 경기 단체인 IJF는 1999년 10월 현재 아프리카 40

개국, 아시아 36개국, 유럽 50개국, 오세아니아 16개국, 아메리카 40

개국 등 182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1956년 5월 가입

하 다. 



4. 태권도(기원국 : 한국)

2,000년 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시된 고유의 전통 무술로, 오늘날

세계 스포츠가 된 격투 경기이다. 태권도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로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경기 회에서 정식 종목으

로 채택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 WTF는 2002년 10월 현재 170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5. 스키(기원국 :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성행한 스키는 마술(馬術)이 보급되면서 기사 시 를

맞이하여 한때 쇠퇴하 으나, 1742년 군 에서 스키 부 를 편성하

게 된 후부터 활기를 되찾아 스키 경기로 발전하 고, 그 뒤 왕실이

스키 경기의 승자를 표창하 기 때문에 더욱 융성하여 국가적 스포츠

가 되었다.

1877년에는 크리스티아니아(현재의 오슬로)에 스키 클럽이 생겼

고, 2년 후에는 하스비힐에서 제1회 점프 회가 열렸다. 서쪽의 산

악 지 텔레마르크 지방에서 참가한 소년들은 스톡도 사용하지 않고

76피트나 날아 착륙, 급회전으로 정지하여 관중들을 놀라게 하 다.

그 후 단장법(單杖法)이 개선되고, 죔쇠도 개량되었으며, 1893년에는

프리츠 푸트펠트 바인딩이 고안됨으로써 겨울철 교통 용구에서 스포

츠로서의 근 스키로 비약하 다.

6. 카누(기원국 : 국)

카누가 근 스포츠로 등장한 것은 국의 J. 맥리거가 1865년‘로브

로이(rob roy)’라는 카누로 발트 해∙수에즈 운하∙요르단 강 등을 저

어 돌아다닌 후 그 여행기를 저술해낸 데서 비롯된다. 그 다음해에

국에 로열 카누 클럽이 결성되었고, 1920년 에는 독일 청년층에 카누

붐이 일어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1924년에는 국제카누연

맹(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이 창설되었고, 독일에 본부를 두

었다. 그해 제8회 파리 올림픽 회에는 오픈 게임으로 참가, 1936년

제11회베를린올림픽 회때부터정식종목으로채택되었다.

__두산세계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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