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2. 세계는하나의마을

기회만 있으면 월드컵 이

야기를 꺼내는 현수의 버릇

은 여전하다. 미국에 사는

현수의 사촌 오빠도 축구

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우

리나라가 스페인을 이기고 4

강에 진출하는 순간 너무 좋아서 국

제전화를 걸어 함께 기뻐했다니 말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경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 위성으로 생중계되는 장면

을 동시에 본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 사

람들이 동시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전화

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

상을 만들었다. 



이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친척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며 승

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비행기는 많은 사람들

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제 세상은 하나로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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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간의세계일주』를읽어보자. 모둠별로여행기제목을짓고그시절로돌아가여

행기를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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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후에는세상이어떻게바뀌게될것인지상상해보면서여행계획을세워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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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야! 유럽 축구팀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가 몇 명인지 아

니? 세네갈 선수는? 참, 나이지리아 선수도 있지……. 아! 너 호나

우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 프랑스 팀의 지단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게?”현수는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의 선수들이 얼마

나 많이 유럽의 축구팀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술술

풀어 나가기 시작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된 요즈음은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

라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다. 2000년 에 들어서는 전 세

계의 인구 가운데 1억 5,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에

서 살고 있다. 세계는 넓고 크며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전 세계를 무 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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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 수

아시아 지역 2,979,736명

아메리카 지역 2,433,262명

유럽 지역 652,131명

중동 지역 6,559명

아프리카 지역 5,095명

전 세계 173개국 총 6,076,783명

외교통상부 발행 재외동포 현황(2003. 1.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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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스포츠, 학계등여러분야에서활약하고있는자랑스러운한국인을소개

하는공익광고를모둠별로만들어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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