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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야기를 읽고, 개미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개미 나라 이야기>

  개미 나라는 한때 평화로웠습니다. 수많은 일개미들이 땅 위에서 열심히 먹이를 가

지고 오면 개미 나라 정부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을 일개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개미

들은 그 수익으로 조그마한 굴도 사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평화로운 개

미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일개미들이 날라 온 곡식들을 여왕개미와 

그 가족들이 모두 나눠 가져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개미들이 일하느라 바쁜 틈을 타

서 여왕개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개미들에게 먹이 중에 제일 맛있고 좋은 것을 주고 

다른 개미들에게는 가장 맛없는 곡식들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일개미들

이 다음 여왕개미를 직접 뽑을 수 없도록 선거 제도도 바꾸었습니다. 결국 개미 나라

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도 없어지고 개미집 곳곳에 물이 새는 곳도 생기기 시작했습

니다. 무너지는 개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개미 나라의 일개미들은 어떤 것을 침해받고 있습니까?

 

2 개미 나라의 일개미들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놀기 tip

개미 나라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친구와 함께 한 가지씩 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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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무너지는 개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개미 나라의 일개미들은 어떤 것을 침해받고 있습니까?

◯예  국민 주권을 침해받았습니다. /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2 개미 나라의 일개미들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개미들이 합심하여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같이놀기 tip

개미 나라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친구와 함께 한 가지씩 말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