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 주인공은 나야 나! 창의체험 TIP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세계여행 주인공은 나야 나!
- 내용 :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살펴보고, 나만의 놀이 방법 만들기
- 주 대상 : 초등학교 저·중·고학년
-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1)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경험해 보기
2) 우리나라의 놀이와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3)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변형해 보고, 나만의 놀이 방법 만들기

2. 프로그램 기획 의도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오랜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
실 겁니다. 그런데 꼭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법만 있으란 법은 없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재
미있게 세계문화여행을 떠날 수 있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가장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은 놀이 활동을 하는 것입
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직접 시도해본다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놀이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생소한 규칙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계 속 다양한 놀이들을 살펴
보다보면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 구슬치기나 공기놀이, 사방치기와 같이 비슷한 것들도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이가 뭐 별거인가’라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세계 놀이 한 번 도전해볼까라는 도전의식이 생기셨다면, 먼저 외국
놀이와 우리나라 놀이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씩 아이들을 이끌어가겠지만,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부모님보다 놀이를 더 잘 이해하고 방법이나 규칙을
손쉽게 변형하여 놀이를 창조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해하는 주말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계 여러 놀이를 경험하고 놀이를 변형해 봄으로써 문화적 경험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키우며, 세계 문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놀이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
니라 그 나라의 자연적 환경이나 문화적 특징 또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각
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원을 아이와 탐방해보는 심화활동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연계활동을 지속해보는 것도 좋겠
습니다. 놀이 외에도 각국의 음식과 춤, 동화, 음악 등을 통해 다양한 세계문화를 경험해보고, 지구촌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지식의 지경을 넓혀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한 번 떠나봅시다!

3. 프로그램 활용 조언 (체험활동 시 유의점, TIP 등)
놀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준비해주
세요. 놀이는 즐거운 것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억지로 놀아주는 듯 노력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금새 눈치를 채고 실
망하고 만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거나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나라를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자, 선택한 나라에 대한 책이
나 자료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놀이가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학습카드에 예시로 제시
한 나라를 살펴보시고 놀이를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놀이들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지만 진행방법이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 놀이들입니다. 직접 할 수 있다면 직접 해 보시고, 놀이 기구가 없다면, 놀이를 살짝 변형해 진행
해도 좋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놀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형하면 재미있
게 놀 수 있는지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알던 놀이와 비슷한 점을 찾아내거나, 현재의 상황
에 맞게 변형하는 아이들에게 감탄사를 연발하시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심심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가장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우
리 아이들. 플라스틱 공기가 없으면 주변의 동글동글한 돌을 주워 노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놀이를 주도해가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굳게 믿어주세요. 단,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 아
이들이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놀이는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재미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하셨다면, 궁금해 하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옷을 살펴보는 것도 좋고, 그 나라의 동화를 읽어보거나, 주말 아이와 함께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부담 없이 시작하는 세계문화교육 어떠신지요? 학부모님들도 함께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
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참고 도서 및 자료

세계의 놀이(5대륙 친구들이 즐기는 신나는 놀이 300가지!)
(글 알레산드로 마싸쏘/라우라 폴라스트리 /상수리)

5. 세계문화체험 관련
1) 이태원지구촌축제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293185

2)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3) 다문화박물관

www.serii.re.kr

http://www.crezone.net/?page_id=518119

4) 세계인형박물관 http://www.crezone.net/?page_id=564866
5) 커피커퍼 커피박물관 http://www.crezone.net/?page_id=556084
６）세계전통문화놀이협회 (경기도 수원시 효원로288 대원콤비프라자 11층/031-898-8199)
7)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 교육 http://www.kidsnfm.go.kr/nfmkid/index.do
8) 국립민속박물관 세계문화체험프로그램 (청소년)
http://www.nfm.go.kr/user/eduPlan/home/91/dataView.do?eduPlanIdx=507&searchEduPlanCate=G&s
earchStatus=1&page=1&CSRFToken=
8) 주한 세계 각국 문화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A3%BC%ED%
95%9C+%EB%AC%B8%ED%99%94%EC%9B%90&oquery=%EA%B0%81%EA%B5%AD+%EB%AC%B8%
ED%99%94%EC%9B%90&tqi=TV4TNwpVuE4sstfog8Gssssssg0-374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