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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마다다른예절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보다. 사촌인 현민 오빠를 보면 나와 정말 많이 닮았지만 한국 사람

이라기보다는 미국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현민 오빠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엄마와 아빠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다. 그곳

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말하는 억양

도 이상하고 좋아하는 운동이나 음악, 앉는 자세, 좋아하는 음식도 모두 나와

다르다. 더구나 먹는 방법도 다른 미국 친구들과 비슷하다. 젓가락질이 서툴

러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주로 포크를 쓰는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현

민 오빠에게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느라 애쓰신다. 

나는 양식 먹는 방법을 미

국에 살 때 현민 오빠에게

배웠다. 다른 음식들은 포크

와 나이프로 먹지만, 빵은

반드시 손으로 집어서 떼

어 먹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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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람들은 맨손으로 밥을 먹는다. 인도에서는 그것

이 식사 예절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한때 인도 사람들이

야만적이라며 비웃고, 인도 사람들은 그들 로 서양 사람

들이 식사할 때 왼손을 사용한다고 끔찍하게 여겼다고 한

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왼손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남에게

물건을 건네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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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식사 예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사법도 다르

다. 또 이야기할 때의 손짓과 몸짓도 다르다. 나라마다 언

어는 다르지만 손짓과 몸짓의 의미가 모두 같다고 생각했

다가는 자칫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것이‘예’라는

뜻이고 아래위로 끄덕이는 것이‘아니오’라는 뜻이다. 그

러나 터키에서는 고개를 세로로 흔드는 것이‘예’이며, 고

개를 옆으로 흔드는 것은‘아니오’라는 뜻이 아니라‘모



른다’라는 뜻이다. 터키 친구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아

니라고 생각하여 고개를 흔들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받아들여 다시 설명을 해 댈 것이다.

한편 멕시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하며

친근함의 표시로 다른 사람의 어깨나 팔을 툭툭 치거나

등을 두드리기도 한다.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상 의 팔이나 웃옷을 만진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이나 스위스 사람, 일본 사람들은 상 가 자

신의 몸에 손을 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또한

라틴계나 아랍 사람들은 매우 가까이 다가와서 이야기하

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북유럽 사람들은 적어도 60�90센

티미터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편하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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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인사말과 인사

법을 배우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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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전통적인식사예절을알아보고, 외국의한나라를선택하여식사예절이우

리와어떻게다른지비교해보자.

1. 다음은 어느 나라의 식사 예절일까?

① 식탁에서 코를 풀어도 된다. 

②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먹는다.

③ 오른손에 나이프, 왼손에 포크를 들지만, 오른손으로 포크를 옮겨 와 먹기도 한다.

④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다.

⑤ 왼손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 국, 브라질, 일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인사법을 알아

보고 따라해 보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인사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조사하고

따라해 보자.

3. 다음의 손짓들은 각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해 보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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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손짓이나 몸짓이 다른 나라에서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경

우가 있는지 알아보자.

②①

③ ④

⑤ 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