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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문화를만나볼까?

“지우야, 단한데? 언제 그렇게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

어? 그래, 네 말도 맞아. 감독이나 선수들 모두 자신들의 국적

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 축구팀에 가서 생활하니까 전략이나 기

술이 비슷해지더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니? 똑같은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팀과 우리나라 표 팀을 이끌

었는데도 두 팀의 경기 모습은 다르잖아. 프랑스 프로 팀에서는

아프리카와 남미 선수들이 모두 뛰는데, 왜 여전히 프랑스 팀

경기 방식을 예술 축구라고 부르지? 브라질의 삼바 축구도 그

렇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르잖아!”



축구 선수와 감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면서 세

계의 축구 기술이 비슷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이는 있

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 건너오는 수많은

문화 요소들을 우리가 그 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

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얼마든지 바

뀔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요리를 살펴보면 같은 국수 요리라도 한국

의 잔치국수나 냉면, 일본의 우동, 중국의 차우면, 이탈리

아의 스파게티처럼 너무나 다양하다. 중국에서 시작되었

다는 만두 요리는 한국에서 떡만두국, 일본에서 군만두,

이탈리아에서 만두 모양의 라비올리로 변하 다. 이처럼

문화가 서로 만날 때는 어떤 하나의 문화로 똑같아지기보

다는 서로 향을 받아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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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한

학습 활동 자료를 한자리

에 모아 놓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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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fusion)은‘합친다’라는뜻으로, 서로다른나라의음식이만나새롭게만들어진

음식을퓨전음식이라고한다. 우리나라의김치가다른나라의음식과만난퓨전음식을

만들어보자.

–Ł˜¡ » §̃ ¡ ‚‚Ø–

∙재료

식빵 9장, 배추김치 200g, 오이 1개, 슬라이스 햄 3장, 마요네즈 4큰술, 버터 4큰술, 설

탕∙깨소금∙참기름 각각 1/2 작은술

∙조리법

1. 식빵은 앞뒤로 버터를 발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2. 배추김치는 소를 털고 잘게 썰어 물기를 살짝 짜낸 다음 설탕, 깨소금, 참기름으로 양

념한다.

3. 손질한 오이는 빵 길이에 맞춰 0.2센티미터 두께로 길게 썬다.

4. 빵, 마요네즈, 슬라이스 햄, 오이, 빵, 마요네즈, 오이, 김치, 빵의 순서 로 얹는다.

5. 약간 젖은 행주로 싸서 잠시 눌러 두었다가 칼로 식빵 가장자리는 잘라 내고 반으로 자

른다.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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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 에 우리 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낯선 문화를 무조건 거부한

다는 뜻이 아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면

서도 우리에게 어울리도록 변형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축구 감독

이 들여오는 새로운 기술과 작전을 우

리나라 축구팀이 우리 축구의 특징에

맞게 고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낯선

문화도 우리 문화를 살찌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서구에서 들어온 음악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 아시아 여러 나라 사

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된 것이다. 세계 속에서 낯선 문

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알맞게 받아들여 우리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수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