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

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건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간다. 또 지구상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두 배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쌓여 있다. 

현실은 10명 중 1명은 과자 한 봉지 값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각자 자신의 몫을 가

질 수 있는 사회라면, 지금 세계는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다. 뭐가 문제일까? 이 책은 그 답을 이렇게 설

명한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사람들, 강자에게만 유리한 제도, 무엇보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고.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김현주 글 | 권송이 그림 |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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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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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역사 속에서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를 알아본다.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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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큰소리치는 강대국 대부분은 빈곤 국가에 빚이 있다. 식민지 수탈, 노예무

역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강요된 불공정한 무역 들이 그것이다. 제3세계 국

가의 빈곤에 강대국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또 우리가 그들을 도울 방법이 무엇

인지도 알아보자. 원조나 기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협력하고 

배려해야 하며 과거에 그들로부터 빼앗은 권리도 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운명공동체라

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자. 



( 독전 활동 )

다음 이야기를 읽고 핫산과 나나가 되어 파키스탄 어린이의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자.  

핫산과 나나는 파키스탄 빈민촌에 살고 있다. 15가정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다. 학교는 있지만 이들과

는 상관없다. 핫산네는 하루에 최소 1000루피(약 만 원)가 필요한데 시장에서 인력거를 끄는 아버지가 500루피, 

파출부인 어머니가 400루피를 벌고, 나머지 100루피는 핫산과 나나가 번다. 그래서 핫산과 나나는 매일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양털 카펫을 짠다. 촘촘한 카펫을 짜려면 고사리 같은 어린이 손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핫산과 나나의 기상 시간은 6시이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5킬로미터 떨어진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하기 때문

이다. 물을 긷고 아침을 먹고 나서 8시까지 카펫 공장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오

리와 거위에게 밥을 주고 가축 우리를 청소하고 다시 물을 길어 와야 한다. 저녁을 먹고 나면 마을회관으로 간다. 

그곳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야학 수업이 있다. 수업은 밤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난다. 집에 

돌아와 배운 것을 복습하다가 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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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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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가 따뜻한 인도는 세계적인 쌀 생산 국가였다. 그러나 500년 전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쌀이 부족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오늘날 나라의 국경은 높은 산맥과 강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아

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꼭 자로 잰 듯 국경이 반듯한 곳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는 한때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다. 그런데 지금은 쌀이 부족해 진

흙을 구워 먹기도 한다. 아이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자. 

 한국 전쟁 뒤에 식량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았다. 우리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식량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식량 원조가 오히려 그 나라의 식량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드

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커피는 대표적인 공정무역 상품이다.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쌀값이 더 
오를 때까지 

공급 중단이다! 쌀이 없어서
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휴~
어제보다 더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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