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야크 털은왜길까?

이동화는요

옛날 옛적 티베트의 높은 산 밑자락에 야크와 물소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야크와 물소는 생긴 것도

비슷하고 털 길이까지 같은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매일 아침 야크와 물소는 농부의 밭갈이를 도왔고 늦

은오후에는텐트주변의풀을뜯어먹었어요. 그러나물소와달리야크는눈덮인높은산에올라가보고

싶어했고, 티베트의 고원을 탐험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크는 물소에게 산봉우리에 같이 올라가자

고 하였으나 모험을 싫어하는 물소는 싫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꾼 야크는

결국 혼자서 떠나기로 마음 먹었지요. 물소는 야크에게 높은 곳은 너무 춥고 혼자 살 수 있겠냐는 물었

고, 고민을 하던 야크는 물소에게 털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물소는 친구의 부탁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

며 자신의 털을 잘라 주었답니다. “네가 다시 산 아래로 돌아오면 반드시 털을 돌려 줘야 해”하지만 오

늘날까지도야크는산에서아직내려오지않고있데요. 그래서야크의털이길어졌다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야크의 털이 긴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야크와 물소를 비교하며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야크와 친

구의 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털을 잘라주는 물소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향한 도전의 가치와 친구와의

우정에대해서생각해볼수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상에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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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를본후어린이들은

- 야크와물소의모습을비교해볼수있습니다.

-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 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

니다.

- 자신의꿈을향해노력하며행복하게삶을살아가는사람들의사례를찾아볼수있습니다.

동화의내용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습니다. 

- 야크는매일밤어떤꿈을꾸었습니까?

- 야크가추운티베트의고원에서따뜻하게지내기위한방법으로생각한것이무엇입니까?

- 물소는친구의부탁을들어주었나요?

알아봅시

-야크와물소에대해알아봅시다.

- 티베트의자연환경에대해알아봅시다.

야크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긴 털을 가진 소의 일종이에요. 원래 야크는 수

컷을 의미하고 암컷은‘드리’라고 하지만 보통 암수 구별없이‘야크’라고 불립니다. 야크는 티베트의

주요 운송 수단이며 유목민과 농부를 돕는 일꾼입니다. 티베트고원의 추운 날씨를 잘 버티고 무거운

짐을잘운반할수있기때문이지요. 야크는많은일을할뿐만아니라몸의각부분들이아주쓰임새

있게사용되기때문에티베트유목민들에게매우중요한동물이랍니다.

물소는 야크와 반대로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강해요. 그래서 물소들은 추운 티베트 고원에서는 살지

못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물소가 친구인 야크를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에 항상 처량한 표정을 짓고 있

다고생각해요. 그래서“물소처럼보이지마라!”라는속담도있답니다.

티베트는남쪽의히말라야를비롯하여높은산맥으로둘러쌓인세계에서가장큰고원에위치해있어

요. 평균 고도가 해발 4,500M나 되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어 매우 춥고

여름은 굉장히 짧아요. 티베트의 기후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며 바람도 많이 불고 급격히 변하

기도 하지요. 작은 구름이 지나가는가 싶으면 바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지대는 산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 티베트고원에대해알아봅시다.

체험해봅시다.

- 나의꿈에대해생각해보고 <꿈계획표>를 만들어봅시다. 

-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의이야기를찾아봅시다.

참고자료

- 야크에대한설명, 모습이담긴사진을볼수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24008&mobile&categoryId

=20000017

- 뱀 박사 차승훈 군의 이야기 : 5학년때 뱀을 처음 접한 후 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뱀을 키

워온 서라벌고등학교 최승훈군, 뱀에 대한 책까지 쓸 만큼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애정으로 이

번에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뱀독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인 승훈군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2809440334005&nvr=Y

http://www.tagstory.com/100443495

티베트 고원은 세계 최대, 최고의 고원으로 해발고도 4,500M나 되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만년설로 덮인 산맥, 평탄한 골짜기, 하천 등 변화가 많은 지형이며 식물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특히초원이넓어목축에이용되고있습니다. 

나의 꿈 내용 결과

오늘이루고싶은꿈

1주일안에이루고싶은꿈 내가할일 :      결과 : 

한 달 안에이루고싶은꿈 내가할일 :      결과 :

1년 안에이루고싶은꿈 내가할일 : 

20년 후에이루고싶은꿈 내가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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