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세계화속의나

오늘은 내 생일이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세수

를 하고 식탁으로 가려는데 엄마와 아빠가 뉴스를

보고 계셨다. 밤새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다함께 둘러앉아

정성껏 차려 주신 아침밥을 먹고 나니, 엄마와 아빠가 내가 갖고 싶어하던

옷과 신발을 선물로 주셨다.

방과 후에 아이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다. 드디어 점심 시간! 오늘 급식으로는 카레, 깍두기, 바나나가 나

왔다. 전에 선생님께서 카레는 인도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카레를 인도 사람

처럼 손으로 먹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또 바나나에는 필리핀 산이라고

표시된 상표가 붙어 있었다. 어떻게 바나나가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고 보니 엄마와 아빠가 선물로 사 주신 옷과 신발도 우리나라 제품인

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전에 뉴스에서 우리가 먹는

김치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

한다고 하던데, 이 깍두

기도 중국에서 만들

어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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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났다. 생

일인데도 어 학원

에 갔다가 생일 파티 장

소인 학교 앞 패스트푸

드 점으로 갔다. 현수가

먼저 와 있었는데 미국

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패스트푸드 점이 있다

고 한다. 간판 모양도 같

고, 매장에 있는 의자와

탁자 모양도 같고, 메뉴도 같고……. 이런 패스트푸드 점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 사

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상했다. 

친구들이 모이자 각자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먹었다. 드디어 선물 공개 시

간!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필통과 초콜릿, 동화책, 샤프

펜슬 등을 받았다. 선물을 받고 나니 이 물건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샤프펜슬은 일본 제품, 동화책의 작가는 국 사람, 초콜릿은

미국 제품…….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표가 붙어 있지만, 일본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필통은 도 체 어느 나라의 것일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바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재미있고 신나는 다른 나라의

화와 만화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즐기

는 음식도 쉽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는 다른 나라

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먹

고 마시고 입는 것들과 보고 듣고 읽는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인지 이루 셀 수조차 없

다. 어떤 것들은 어디에서 왔다고 정확히 말하기조차 힘

들 정도로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이렇게 내

가 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고 있다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

던 시 에는 순수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살면서, 한 로

된 책을 읽고 한국 음악을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나

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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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의일기를읽으면서나의하루일과를되돌아보자. 내가쓰는물건과오늘먹은음

식들은어디에서왔을까?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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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에어떤외국음식점이있는지조사해보자. 

또내가좋아하는만화와게임은어느나라에서만들어진것인지알아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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