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나라에서저나라로

지우야, 이 친구가 누군지 아니? 최근 축구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

는 차돌이야. 차돌이가 경기에서 보여 주는 헤딩슛은 정말 언제 보아도 멋

있어.

차돌이가 누군지 좀 더 알고 싶다고? 차돌이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학교 축구팀에서 활동하다가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청소년 축구 표

팀에 발탁되어 화제가 된 선수야. 각종 회에서 뛰어난 헤딩슛과 수비 실

력을 보여 주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지. 차돌이의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반 아이들이 부러워한단다. 뿐만 아니라 유명

한 프로 축구단에서도 축구 신동 차

돌이를 뽑아 가려고 한 . 정말 단

하지? 

그런데 엊그제 차돌이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평소에 먹고 입고 사용하

는 것들을 공개하는데, 정말 다양하

더라. 마치 세계 각국의 물

건들을 모두 모아 놓은 전

시장 같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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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정말 놀랍네. 차돌이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

다니! 그럼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축구공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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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집에서사용하고있는물건중에서세가지를고르고, 그물건이어디에서만들

어진것인지알아보자. 또그물건을만드는데들어가는재료와그재료의원산지도알

아보자. 그런다음친구들에게수수께끼를내보자.

축구 선수들만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

용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

건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

를 들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연필의 나무나 연

필심도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많고, 지우개의 원

료도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많

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자원으로 만들었거나 다

른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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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일까요?

1.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좋아하는 마실 거리입니다.

2. 부분 미국에서 들여오는 콩이 주성분입니다.

3. 콩을 갈아서 만들며, 중국에서 들여오는 검은깨나 검은콩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4. 우유와 거의 비슷한 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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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와색깔별로붙일수있는물건(압정이나포스트잇)을준비해서모둠전체가

일주일동안먹고입고사용한물건들의원산지에붙여보자. 우리는몇개국의물건을

사용하고있었나?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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