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봉이 일곱개인낙타

이동화는요

몽골의평원지역에서전통적인생활방식으로살아가는몽골의가족들은비가내리면실내에서시간을

보냅니다. 아빠는소가죽을손질하고, 엄마는말안장을만들고형과누나는낙타의코뚜레를손질합니다. 이

렇게가족들이일을하는동안밖에나갈수없는‘나’는낙타를그리면서그낙타를타고동화나라로가

는상상을합니다. 상상속에서봉이하나인낙타는봉이일곱개로늘어나기도하고, 낙타에게는없는뿔이

나지느러미를갖기도합니다. 그리고날개까지얻은낙타는동화나라로날아갑니다. 동화나라에는일곱빛

깔무지개로만든궁전도있고눈부신황금기둥위에는보석으로된꽃들이피어있습니다. 그리고그아름

다운 동화나라가 고비사막이 아닐까 상상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나에게 아빠는 봉이 일곱 개나 되는

낙타는없다고말하지만, 나는상상속에서만난아기낙타를생각하며미소를짓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 몽골 사람들에게‘낙타’라는 동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이 속한 문

화권에따라상상하는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이해할수있습니다.

이동화를본후어린이들은

- 몽골과같은평원지역에서‘비’의중요성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

- 몽골의초원에있는전통집게르의모습과게르안에서생활하는모습에대해알수있습니다. 

- 몽골의유목문화에서‘낙타’라는동물이갖는의미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 

- 몽골의자연환경과이에맞춰생활하는몽골인들의삶의모습을알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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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속한문화권에따라상상하는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

- 몽골의초원에서비가올때유목민들이하는일을알수있습니다.

- 몽골의유목민들이낙타를타고다닌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 어린이에게가축을선물로주는풍습이있는것을알수있습니다.

- 무지개에대한몽골사람들의동경심을알수있습니다.

- 한국을무지개라고부르는몽골사람들의마음을알수있습니다.

- 날씨에따라사막의모습이다양하게변화한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 초원에서생활하는몽골유목민의늑대에대한경계심을알수있습니다.

- 낙타의모습에대한설화를알수있습니다.

- 변발하는몽골풍습에대해알수있습니다.

동화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습니다.

- 비가내리는동안가족들은어떤일을하였나요?

- 날개를단낙타가간곳은어디인가요?

- 동화나라의모습은어떠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몽골 지역의기후에대해알아봅시다.

- 몽골의구백기

몽골은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여름이짧고겨울은길고춥습니다. 1년에 구름이 없는날이 257일이

나 되어 항상 맑고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몽골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이 적다는 것

을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몽골에는 이상 기후현상으로 비가내리는 날이늘어났다고 합니다. 몽골의 8월말은 눈이

내리기시작하는데, 최근에는기온이올라가서비가많이내린다고합니다.

몽골에는‘구백기’라고 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몽골 국기보다 더 신성시 여긴다고 하

는데, 전쟁을 상징합니다. 몽골인들은 이 기에서 소원을 빌고 영험한 기운을 얻는다고 합니다.

몽골사람들이 즐기는‘나담축제’에서도 이‘구백기’는 첫 머리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칭기즈칸

군대의 행차를 재연하는 기마대 병사가 구백기를 들고 웅장한 행진곡에 맞추어 퍼레이드를 펼치

기도 하고, 몽골 전통 씨름인‘버흐’의 승자는 독수리 날개춤을 추면서 이 구백기를 한바퀴 돌게

된답니다. 



- 쌍봉낙타와단봉낙타에대해알아봅시다.

체험해봅시다.

- 상상 속동물한가지를자세하게그리고오려‘상상속동물모빌’을만들어봅시다.

- ‘우리가족과함께가고싶은상상의장소’를글이나그림으로표현하고설명해봅시다.

- 몽골의‘쌍봉낙타’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 몽골 사람들이 모습을 찾아보고 사진을 오리거나 그림으

로그린후, 이를모두이어붙여거대한행렬을꾸며봅시다.

- 『어린왕자』에나오는‘코끼리를삼킨보아뱀’과같은점, 다른 점을알아봅니다.  

- 내가 주인공이라면어떤낙타를그릴지상상해서그려보고이야기를만들어봅니다.

참고자료

- 구백기이미지: http://blog.naver.com/s6604?Redirect=Log&logNo=30061532009

다른 동물에 비해 물을 먹지 않고도 오래 버틸 수 있어서‘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낙타는 혹이 두 개

인쌍봉낙타와혹이하나인단봉낙타로나눌수있습니다. 

쌍봉낙타는 단봉낙타보다 다리가 짧으며 발 또한 더욱 짧고 단단합니다. 등에 두 개의 혹을 가지고

있고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먹이가 부족하여 지방을 소모해버

리면혹이작아지고많은경우한쪽으로치우치며, 영양상태가좋아지면다시복귀됩니다. 아프가니스

탄, 파키스탄, 고비사막, 몽골, 알타이산맥 등지에서 옛날부터 사육되어 왔으며 야생은 투르키스탄 동

부와고비사막중앙부에극히소수가남아있습니다. 쌍봉낙타는현재사람이타는일말고, 고산지대

에물건을나르는일, 터키에서는낙타싸움에이용되고있습니다.

단봉낙타는 쌍봉낙타보다 더 날씬하고 긴 다리를 가지고 털이 짧습니다. 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에 분

포하고 있었고, 기원전 4,000~2,000년 사이에 아라비아 중앙과 남부지역에서 가축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말리아, 수단, 모리타니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 되었고, 아프리카동부, 아라비아의 건조한

지역에서유즙과고기를생산하는동물로서점점더중요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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