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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마흔살때지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아무

리 손질을 잘해 주어도 잔디는 견디기가 힘들다. 경기를

하면 잔디가 심하게 패이고 망가지기 마련이다. 또 환경

이 좋더라도 격렬한 경기가 계속되면 잔디는 살아남기 어

렵다. 잔디가 자라는 속도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 잔디구장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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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욕심과 맞바꾼 미래

풀밭에 양을 놓아 키우던 어느 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의 수가 적당하던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양이 풀을 뜯어 먹더라도 그만큼 풀이 다시 자

라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양털과 양고기를 팔아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풀밭에서 뛰놀았고 양을 돌보면서 자랐다. 이렇게 수십 년

이 평화롭게 흘 다. 

그런데 마을의 어떤 어른

이 욕심을 내어 자기 양

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양의 수가 전체적으로 조

금 늘긴 했지만 큰 문제

는 없었다. 양의 수를 늘

린 어른은 양털과 양고기

를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나 팔아서 돈을 두 배

로 벌었다. 

그러자 또 한 어른이 양의 수를 늘렸고 그것을 본 마을 어른들이 너도나도 양을

늘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마을 전체의 양의 수는 두 배로 늘었고, 또다시

몇 년이 지나자 양의 수는 네 배, 여덟 배로 마구 늘어났다. 드디어 풀이 자라는

속도가 양이 풀을 뜯어 먹는 속도를 당할 수 없게 되었다. 

풀밭은 급속히 망가졌고 굶주린 양들은 새싹이 나오기가 무섭게 풀을 뜯어 먹었

다. 결국 풀밭은 사라졌고 먹을 것이 없어진 양들도 굶어 죽었다.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워지자 하나 둘 정든 마을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났다. 어른

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은 아직도 풀밭에서 뛰놀면서 양을 돌보

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더 읽어 보기



우리가 사는 지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6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소비하면서 생

활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지구 생태계가 위험에 처하리라

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무를 베어 내고 개발을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풀과 나무가 무성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 지구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

각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지구는 병들고 지쳐 있다. 

옛날에는 강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썼다. 현재 도시

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물을 틀어 놓은 채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얼굴이

나 손을 씻을 때에도 물을 틀어 놓은 채 씻는다. 지금처럼

각자 자기의 편의와 욕심에 따라서 물과 에너지와 자원을

마구 소비한다면 우리 지구도 풀밭과 양이 사라진 마을처

럼 될 수도 있다. 지나친 욕

심과 소비는 결국 아이들

의 미래마저 어둡

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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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엔에서도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

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현재의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 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을 소비하

거나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이

미래에 어떠한 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

이다. 어른들은 지금의 어린이들이 미래에도 계속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것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

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생활 습관이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먼저 스포츠와

관련해 생각해 보자.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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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한 교육 10개년 포

스터



1 60

다음과같은방법으로물고기잡이놀이를해보자.

(1) 모둠별로종이접시에일정량(모둠원×4, 모둠원이6명이라면24개)의과자를넣는다.

(2) 조용히눈을감고접시에놓여있는과자중몇개를먹을것인지마음속으로정한다.

(3) 1번부터차례 로눈을뜨고자신이정한만큼의과자를먹는다. 

(4) 모둠원이모두과자를먹었으면, 각모둠별로남아있는숫자만큼의과자를다시접시에담는

다. 예를들어6명이모두16개를먹고8개가남았다면, 8개의과자를더넣어16개를만든다. 단,

접시에놓인과자의개수가일정량(모둠원×4)을넘으면안된다. 만일6명이모두1개씩만먹어서

6개를먹고18개가남았더라도, 18개를다시넣어주면36개가되므로24개를넘지않도록6개만더

넣는다. 

(5) 접시(어장)에과자(물고기)가하나도없거나, 과자를한개도먹지못하면(물고기를잡지못

하면) 굶어죽으므로조심한다. 만일모둠원들이욕심을부려22개를먹고2개밖에남지않았다면2

개를더넣어도접시에는4개밖에없으므로6명중2명은굶어죽게된다. 

(6) 위와같은방법으로놀이를두세번정도더한다.

(7) 놀이가끝난뒤모둠별로놀이를하고난뒤의느낌을이야기해보고 로정리한다.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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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나비, 강, 개구리, 쌀, 구름, 바위, 수달, 반달곰, 멧돼지등자연의입장이되어

‘과거회상-현재자연의상태-인간에게보내는메시지’의내용으로시를지어보자.

`ƒ‚æ

함께 해 보기

나비

전에는 파란 하늘을 날았는데

전에는 맑은 공기를 숨쉬었는데

점점 깊은 숨을 쉬기가 힘겨워지고

점점 깨끗한 꽃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몇몇 친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나는 자연 속에 있을 때 나비입니다.

갇혀 있을 때는 더 이상 나비가 아닙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연을 그냥 놓아 두세요.

부디…….

부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