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베트남>>  독 후 활 동 지

○  4-2 국어(가) 이야기 속 세상(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  6-2 사회 행복한 삶과 인권

○  6-2 국어(가) 인물의 삶을 찾아서

관련 교과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군인을 베트남에 보냈답니다.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난 우리나라 군인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http://cafe.daum.net/book4all/6ELI/4771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기

 

1. 베트남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2.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는 468km, 일본 교토까지는 838km입니다. 베트남 다낭까지는 거리
가 얼마나 될까요? 또 시간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다낭^^ 휴양지

한국에서 베트남 다낭까지의 거리

시간 차이

베트남

한국

제주도 교토



3. 베트남의 근현대 역사를 조사해서 알아봅시다.

식민 지배
독립

남북분단
전쟁

통일

참고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A8%EC%9

D%98_%EC%97%AD%EC%82%A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7177&cid=47315&categoryId=47315

http://kovietpeace.org/

https://www.youtube.com/channel/UC9euH3erMBfmUunGVaTLYFw

한베평화재단

위키백과

네이버 어린이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A8%EC%9D%98_%EC%97%AD%EC%82%A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7177&cid=47315&categoryId=47315
http://kovietpeace.org/
https://www.youtube.com/channel/UC9euH3erMBfmUunGVaTLYFw


  《안녕, 베트남》 속으로 : 온작품 읽기

1.  전쟁에 참전했던 도현이 할아버지가 그 끔찍한 전쟁을 치른 베트남에 가고 싶어 한 까닭
은 무엇일까요?

2.  할아버지는 왜 도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3.  도현이가 시간여행을 통해 만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티엔 할아버지가 심은 “호아쓰”의 꽃말은 무엇인가요? 티엔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꽃을 심었을까요?

5.  도현이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사죄했어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  
다음 세대인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기

1.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피해를 입어 억울했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돌아간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2.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자고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말표와 리본을 알지요? 베트남 전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
들을 생각하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뜻을 생각해봅시다.

4.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지닌 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나 영화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5.  베트남의 아픔을 기억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만든 단체 ‘한베평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활동지

1.  그림 그리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한테 죽임을 당한 마을 사람들과 남은 가족들을 위
해 직접 추모비를 그려 보아요. 추모비에 쓰고 싶은 말을 적어봅시다.

2.  ‘ 만만만 송’ 함께 부르기 “만만만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으로 인한 
모든 희생을 추모하며, 평화로 함께 손잡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vF8E5ukzo

  노래 듣기

● 만 일의 전쟁 - 베트남 전쟁은 만 일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 만 인의 희생 -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만 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 만 인의 연대 -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모여 평화의 물

결을 이룰 때까지 

오늘부터 우리는 만만만 캠페인으로 베트남과 함께 평화를 열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vF8E5ukzo
https://www.youtube.com/watch?v=nMvF8E5uk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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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림 자료

http://kovietpeace.org/p/pag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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