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낙타를들어올린할아버지와
염소를들어올린손자

이동화는요

젊었을 때에 낙타를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센 할아버지의 손자인‘토모르’는 어린이 씨름대회에 나

가게 됩니다. 하지만 토모르는 첫 번째 경기에서 지고 할아버지는 토모르를 이긴 어린이에게 사탕을 사

주고칭찬해줍니다. 토모르는그모습을보고화를내지만할아버지는한바탕웃어버리고맙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방학이면 토모르를 시골로 데려가 여러 동물과 어울려 지내도록 합니다. 도시에서

지내다가도 토모르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골의 생활을 떠올려봅니다. 오천 번이나 저으면서 만드는

몽골 음식‘아이락’의 맛이나 집과 물건을 모두 싣고 옮겨 다니는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옮겨다니면서토모르는점점더힘이솟는기분을느낍니다. 토모르는씨름선수들이경기전에하는독

수리 날개춤을 추며 힘을 얻어 염소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모르의 이런 모습에 기뻐하며 마

치씨름대회에서이긴것처럼독수리춤을춥니다.

이동화를본후어린이들은

- 동물을돌보고키우면좋은점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와같은웃어른들이전해주는지혜의소중함을이해할수있습니다.

- 할아버지와손자의사랑을몽골가족을통해배울수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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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합니다.

올리볼리그림동화: http://www.ollybolly.org

올리볼리문화다양성교육: http://edu.ollybolly.org



- 몽골의 씨름과 농촌문화, 특히 몽골의 동물을 배우면서, 자연환경과 기후에 따라 어떤 동물들이 사

람들에게도움을주고친할수있는지를알수있습니다. 

동화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습니다.

- 할아버지가힘이세진이유는무엇일까요?

- 할아버지는토모르에게어떤일들을시켰나요?

- 토모르가염소를들어올리자할아버지는무엇을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몽골의전통씨름에대해알아봅시다.

- ‘독수리춤’에대해알아봅시다.

몽골의 전통 씨름은‘브흐(Buh)’라고 합니다. 씨름은 말타기, 활쏘기와 함께 몽골의 전통 3종 경기로

칭기즈칸시대부터이어져온다고합니다. 

규칙은비교적간단하여상대의신체부위가땅에먼저닿도록쓰러뜨리면이깁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는 독수리춤을 추며 자신의 용맹함을 보이고 모자를 벗은 후 경기장에 섭니다. 몽

골씨름의 복장은 화려합니다. 전통문양이 수놓아진 비단 반바지‘쇼닥’에 카디건처럼 생긴 긴팔 상의

‘죠덕’을 입습니다. 장식이 달린 가죽 장화인‘구탈’도 신습니다. 한국의 전통 씨름에서 사용하는 것

과 같은 샅바는 없고 모래판이 아니라 초원이나 넓은 광장에서 합니다. 체급 구분이나 시간제한이 없

어서승부를보기위해몇시간넘게경기를할때도있다고합니다. 선수들은우승한횟수에따라칭

호가달라지는데, ‘매(5번), 코끼리(7번), 사자(전승)’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거인’은 2년 연속우

승한선수에게붙는칭호로최고의찬사라고합니다.

몽골에서씨름의인기는스페인의투우인기를능가할정도로대중적입니다.

(참고: http://blog.daum.net/jcysheep/12328591)

독수리춤은 몽골 씨름 경기를 시작하기 전 씨름 선수가 추는 춤입니다. 또 씨름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자를표시하는모자를쓰고이춤을춥니다.

몽골 사람들에게‘독수리’는 말보다 귀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도 사냥감을 정확

하게포착하여잡을수있을뿐만아니라자신의몸집보다큰동물도사냥을할수있습니다. 몽골 사

람들은 독수리를 4~5년 정도 훈련시킨 후 사냥에 이용하다가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다시 초원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합니다. 독수리를 오래 잡아놓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이것은몽골사람들이자연과어울려살아가기위해터득한지혜라고할수있습니다.



체험해봅시다.

- 염소나 양처럼 동물을 돌보는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 붙이고 사진 속 어린이에게 어울

리는말주머니나생각주머니를적어봅시다.

- 할아버지할머니와함께보낸시간을떠올려보고, 할아버지할머니께감사하는마음을담은편지를

적어봅시다.

-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 정하고 가장 하고 싶은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일을할수있는방법을만화나그림을넣어표현해봅시다. 

- 몽골 부흐와한국씨름의같은점과다른점을이야기해보고, 두 명씩짝을지어직접해봅니다.

참고자료

- 몽골의 전통 씨름 동영상입니다. 한국인들이 여행 중에 찍은 동영상이고 유쾌한 한국어 해설이 나

옵니다. : http://vimeo.com/30135368

- 몽골의전통씨름모습을사진으로볼수있습니다.

http://latino.egloos.com/4725790

http://blog.daum.net/jcysheep/12328591

- 몽골의씨름에대해동영상으로볼수있습니다.

http://goo.gl/y5EAD

http://dino999.idomin.com/484

- 몽골의독수리춤동영상 : 

https://youtu.be/7HGN8dNhb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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