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흔히 ‘지구촌’이라 한다. 지구촌에서 ‘촌’은 한자로 ‘마을 촌(村)’, 말 그대로 

‘마을’을 뜻한다. 이는 이 세상이 한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넓은 세상이 한 마을처럼 좁아졌다는 말이

기도 하다. 우리가 이 세계를 지구촌이라 하는 까닭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금만 마음 쓰면 누

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같은 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지구

촌 시대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지구촌의 문제를 공부할 것이다. 전쟁과 내전, 국제 분쟁

이 일어나는 까닭을 공부해 보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국제 분쟁 이야기

이창숙 글 | 이희은 그림 | 152쪽

 3학년 2학기 사회  3. 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6학년 2학기 사회  3.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4학년 도덕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6학년 도덕  2.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생활

        7. 모두가 사랑받는 평화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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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화약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자.

 중국 안 소수 민족의 삶을 공부해 보자. 

 씨앗, 환경, 자원, 특허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 학습 목표 )

지구촌(global village)이란 말은 캐나다의 통신정보 학자 마샬 맥루안이 1962년 《구텐베르

크의 은하계》에서 처음 한 말이다. 마샬 맥루안은 이 책에서 텔레비전 같은 전자 통신 매체의 

발달이 지구를 더욱 좁게 하고, 나라 간의 관계를 가깝게 할 거라 예언했다. 그의 말처럼 지

구촌은 서로 가까워졌다. 문제는, 가까워지면서 모두의 삶도 더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렇지 않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전쟁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어쩌면 전쟁이 없는 세상은 영원히 안 올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툼을 줄이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러려면 우선 서로를 깊이 알고, 그 처지를 진정으로 헤아려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

다 보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다.  



( 독전 활동 )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에 대해 알아보자.  

 선생님은 조사할 내용을 정하고 조별로 나누어 준다. 

 조사한 다음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아이들이 조사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황사’와 ‘황사 현상’의 뜻은?

   · 중국, 일본, 세계 학자들은 ‘황사’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는가?

   · 우리나라가 해마다 황사로 입는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 황사를 막기 위해 중국·몽골·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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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다음 내용을 아이들에게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황사는 중국 북서부 타클라마칸 사막과 몽골 고원의 고비 사막, 황허 강 상류의 알리산 사막, 몽

골과 중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건조 지대에서 발생해 중국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 멀리는 하와이

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누런 먼지를 말한다. ‘황사 현상’이란 이 누런 모래 먼지가 바람이

나 지열로 생긴 대류의 힘으로 높이 떠올라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중국

과 몽골에서 황사가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3〜4일이 걸린다. 그

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황사라 하지 않고 ‘모래 폭풍’이라 한다. 또 일본에서는 ‘상층 먼지’라 한다. 

또 세계 사람들은 ‘아시아 먼지’라 하여 아프리카 북부에서 발생하는 ‘사하라 먼지’와 구별하고 

있다.  



( 독후 활동 )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자.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아프가니스탄 소년 마수드 하사니가 만든 마인카폰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마수드 하사니의 일생과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꾸며 보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면 다 같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왜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자.

 저작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우리가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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