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럽

이탈리아 : 베네치아 카니발, 베네치아 비엔날레

스위스 : 젝세로이텐 축제, 크로이세 축제

독일 : 뮌헨 맥주 축제, 라인 카니발, 베를린 화제

프랑스 : 니스 카니발, 아비뇽 연극 축제, 칸 화제

네덜란드 : 튤립 축제

오스트리아 : 잘츠부르크 음악제

국 : 셰익스피어 축제, 에든버러 축제, 노팅힐 카니발

스페인 : 말라가 축제, 산페르민 축제

러시아 : 백야 축제

루마니아 : 피의 축제, 드라큘라 축제

체코 : 프라하 5월 음악 축제

폴란드 : 종교 축제

노르웨이 : 바이킹 축제

스웨덴 : 하지 축제

2.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 : 로시 하사나, 펫삭, 하누카

터키 : 크라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이드 축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 줄루 족의 축제

스와질랜드 : 갈 축제(왕비 간택 축제)

니제르 : 보로로 족의 짝짓기 축제

말리 : 도곤 족의 마스크 댄스

나이지리아 : 요루바 족의 에궁궁 축제(조상신의 귀환), 오군 축제

(철의 신), 에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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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는 어떤 축제들이

있을까?

4. 세계 여러 나라의 명절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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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아메리카

미국 : 패서디나 로즈 볼 퍼레이드, 키웨스트‘판타지 페스티벌’, 알

로하 페스티벌, 게이 축제

캐나다 : 캘거리 스탬피드, 퀘백 카니발

4. 중남미

멕시코 : 죽은 자들의 날, 게라게차

페루 : 태양제

브라질 : 리우 카니발, 상파울루 비엔날레

5.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 시드니 카니발, 퍼스 축제

뉴질랜드 : 마오리 족 축제

6. 아시아

인도 : 라다크 축제, 테이암 제, 데비클람 축제, 빛의 축제 디왈리

말레이시아 : 꽃 축제

필리핀 : 시눌룩 축제

타이 : 송크란 축제

일본 : 기온마쓰리, 삿포로 눈 축제

몽골 : 나담 축제

타이완 : 루강 민속제

파푸아뉴기니 : 진흙 축제

스리랑카 : 아사라 페라해라

중국 : 둥절, 용선제, 마오 족의 루셩지에

__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지구촌 시 의 국제 이해 교육 프로그램』, 2001.



문화 달력 만들기

진행 방법

① 모둠별로 한 나라를 정하여 그 나라의 행사, 국경일, 축제와 간단

한 인사말, 표적인 음식 등을 미리 조사해 오게 한다.

②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4절 도화지나 색지에 그 나라의 문화 달

력을 만든다.

③ 문화 달력을 모두 만든 후에는 그 나라에 해 설명할 전문가를 각

모둠에서 1명씩 뽑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게 한다. 학생들은 자

신이 가장 관심 있는 세 나라를 정해 자유롭게 찾아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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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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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모습들

초등학교 학년 반

우리 모둠이 조사하기로 한 나라의 문화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의 모습들을 미리 인

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해 봅시다.

① 이 나라의 행사, 국경일, 축제에 해 알아보세요.

날짜 행사, 국경일, 축제 하는 일이나 특징

② 이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을 쓰고 읽어 보세요.

인사말(발음을 한국어로) 인사말의 뜻

③ 이 나라의 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④ 이 나라의 자연 환경이나 기후 등 특징적인 것을 적어 보세요.

활동 학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