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야! 세계 문화 여행을 떠나자!

저자 이선영

종합요약

들어가며

1) 수업 기획 배경



2) 기획일정

수업 계획

1) 주제

2) 목적



3) 시간

4) 단계

5) 지도안



6) 준비물

수업진행의 실제

1) 교실과 복도 배치 

윷놀이 코너

제기차기 코너

지리퍼즐 코너

정리하기 코너

인사법배우기 

코너

딱지치기 

코너

사다리타기

코너



수업에서 할 수 있는 활동2)

세계문화 여행 여권(1) (passport)

겉면< >

반으로 접어서 활용하세요( .)



<속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인:                            

제기차기 우정 팔찌 만들기 지리 퍼즐

사다리 타기 윷놀이 인터넷 검색 퀴즈

세계 인사말 배우기 딱지치기

마지막!

학습지 해결 및 

상품받기



(2) 코너 고안하기 및 지시문

제기차기

제기차기를 하는 법

가) 땅강아지

-제기차기에서 제일 쉽고, 많은 수의 제기를 찰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한쪽 발은 땅에 대고, 한쪽 발로 제기를 차는 방법입니다.

나) 헐렁이

-땅강아지와 비슷하지만, 조금 고난도의 동작입니다.

한쪽 발은 땅에 대고, 제기를 차는 발은 땅에 닫지 않고 공중에서 제기를 차는 

동작 입니다.제기를 찼을 때 찬 발이 땅에 닫으면 안됩니다.

다) 양발차기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해 제기를 차는 동작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발잡이는 왼발로 제기차기 동작이 서툴고, 반대로 왼발잡이는 

오른발로 제기 차는 동작이 서툴기 때문에, 제기차기 시 양발을 다 사용해 제기를 

차는 방법입니다.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위의 제기차기 방법대로 3가지를 모두 해보고, 땅강아지 방법으로 제기차기를 

3번을 성공한 친구는 여권에 도장을 찍으세요.

머무르는 시간

10분 동안 제기차기를 합니다(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

너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윷놀이

윷놀이 하는 법

놀이의 말판은 한쪽이 5밭씩으로 정사각형 또는 원형의 20밭과, 중앙을 정점으

로 하는 X자형(원형판은 十자형)의 5밭씩 도합 29밭입니다.

윷을 던져 땅에 떨어진 모양에서 하나가 젖혀지면 '도'로 한 밭씩, 2개가 젖혀지

면 '개'로 두 밭씩, 3개가 젖혀지면 '걸'로 세 밭씩, 4개가 모두 젖혀지면 '윷'으로 

네 밭씩, 모두 엎어지면 '모'로 다섯 밭씩을 갈 수 있습니다. 앞에 가던 상대편 말을 

잡거나, '윷',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4개의 말이 상대편

보다 먼저 말판을 돌아오는 편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한꺼번에 2개 이상의 말을 

함께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업'이라 하여 보다 능률적이기는 하지만 상대편 말에 

잡힐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된답니다.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모둠 친구들을 2편으로 나누어 윷놀이를 해봅시다. 모두 끝내면 여권에 도장을 

찍으세요.

머무르는 시간

게임의 끝과 상관없이 10분 동안 윷놀이를 하세요.(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너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지리, 사진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는 방법

세계지도나 지형의 사진들이 조각 그림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와 지형, 

유명한 곳의 사진들을 원래대로 맞추어보고 어디인지도 살펴봅시다. 이 퍼즐을 다 

맞춘 친구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척척 알 수 있겠죠?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모둠 친구이 각 사진(그림) 조각을 놓고 원래대로 맞추어 봅시다. 한 장의 사진

이 끝나면 옆의 친구 사진과 바꾸어 해보세요. 퍼즐 맞추기가  끝나면 여권에 도장

도 찍어야죠.

머무르는 시간

8분 동안 이 코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 끝난 친구들은 서로 나라이름 맞추

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너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우정 팔찌 만들기

앞에 세계의 여러 나라 국기과 털실(60cm정도)들이 보이죠? 자신이 마음에 드

는 국기를 골라 어떤 색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태극기를 살펴보세

요. 두 국기에 있는 색(4가지)들을 골라서 서로 엮음으로 우정 팔찌를 만들려고 합

니다. 자신이 선택한 나라를 상징하는 색과 태극기의 색이 섞인 어울림은 멋진 팔찌

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매듭법으로 배운 대로 4가지 색깔의 색실로 팔찌를 만드세요. 모두 완성하지 못

했어도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다른 코너로 이동합니다. 참 여권에 도장도 찍어야죠!

 

머무르는 시간

이 코너에서는 10분 동안 매듭 팔찌를 만드세요. (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너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딱지치기

딱지치기 하는 법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놀이인 딱지치기는 두꺼운 종이를 접은 것입니다. 

이 딱지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방법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아이가 땅바닥에 놓

으면 이긴 아이는 자기 딱지로 땅바닥에 놓인 상대 딱지의 옆을 힘껏 내리칩니다. 

이때 일어나는 바람의 힘으로 상대 딱지가 뒤집히면 이를 따먹는데, 그렇게 하여 

이기면 계속해서 딱지를 칠 수 있습니다. 상대 딱지가 뒤집히지 않으면 치는 순서

가 바뀐답니다.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바구니에 있는 딱지를 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 딱지치기를 해 봅시다.  경기를 

끝낸 친구는 여권에 도장을 찍으세요. 우리 모둠의 챔피언을 뽑아보고 챔피언 친

구는 여권에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세요.

머무르는 시간

8분 동안 딱지치기를 합니다.(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

너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세계 인사말 배우기

다음의 인사말들은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민족의 인사법일까요? 

가)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며 혓바닥을 길게 내민다. (친근감 표시)

나) 서로의 뺨을 친다. (반갑다는 뜻)

다)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교대로 비벼가며 “알로하! 알로하”라고 말한다.

라) 악수를 하면서 “하우두유두?”라고 말한다.

  (고개를 숙이거나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손으로만 악수한다.)

마) 양손 팔꿈치를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니하우마?”라고 말한다.

바) 양손을 입에 갖다 붙이고 “살라모아(왼손 만세)! 살라모아(왼손붙이고 오른

손 만세)! 오!살라모아(만세)!”라고 말한다.

사) 양손을 이마에 붙이고 “나마스테!”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이마높이에서 앞

으로 쭉 내밀어 상대방과 손뼉을 3번 친다.

보기의 나라 

일본, 프랑스, 티베트, 중국, 네팔, 인도, 하와이, 에스키모, 미국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각 인사말을 모둠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어느 나라인지 맞추어보세요(정답은 

뒷면에 있답니다). 맞추어본 후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인사해보세요. 자신에게 가

장 마음에 드는 인사말은 외워서 다른 모둠 친구들이 지나갈 때 인사해 봅시다. 

이 활동을 모두 끝냈으면 여권에 도장을 찍으세요.

머무르는 시간

8분 동안 활동을 합니다(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너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검색 퀴즈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컴퓨터실에 조용히 도착했나요? 이동시 조용히 한 줄로 이동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세계문화에 대한 인터넷 검색 퀴즈입니다. 10분 동안 개별적으로 5문제  

를 해결하세요.

활동이 끝나면 여권에 도장을 찍으세요. 모두 해결하지 못했어도 10분이 지나면  

끝내도록 합시다. (집에서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 학습지

1. 지구상에 몇 나라가 존재하며 인구는 대략 얼마일까요? 

2.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가수(어느 나라도 좋습니다)의 팬클럽 웹사이트를 

   찾아 써보세요.

3. 세계의 사건과 사고를 알려주는 뉴스를 알려주는 외국 웹싸이트를 찾아 

   써보세요.

4. 세계 여러 동전들을 찾아서 2개만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5. 지구상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 한곳을 정해 

   그 나라의 축제는 언제 열리는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등을 적어보세요. 



사다리 타기

여기에 있는 사다리는 퀴즈를 풀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계 

문화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해보세요. 준비되었나요?

모둠 친구들이 해보기

사다리를 타고 가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세요. 활동을 끝내서 사다리를 모두 

끝낸 친구는 여권에 도장을 찍으세요.

머무르는 시간

10분 동안 활동을 합니다.(모두 끝내지 못해도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다음 코너

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 사다리 타기의 문제들(교사에 따라 바꾸어 낼 수 있음)

 ① 중국에서는 안녕이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② 이탈리아의 대표적 음식은 무엇인가요?

 ③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④ 일본의 전통 옷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⑤ 스페인의 대표적인 축제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⑥ 잉카문명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것인가요?

 ⑦ 이슬람에서 쓰는 헐렁한 외투 같은 검은색(주로) 베일은  무엇인가요?

 ⑧ 터키의 국기는 어떤 색과 어떤 색으로 나타나나요?

 ⑨ 세계 최대의 국토를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3) 마지막 코너의 학습지

활동을 마치고……

서울정곡초 5학년 4반 이름:

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2. 활동을 끝내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3. 다음에 다시 활동을 한다면 하고 싶은 새로운 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보세요.

활동을 마치고……

                              서울정곡초 5학년 4반 이름: 이형석       

1.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세계 인사말 배우기, 사다리 타기……)

2. 활동을 끝내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재미있었다. 여러 활동을 우리 모둠 친구들과 시간을 지켜가며 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전통 놀이도 재미있었고, 퀴즈도 쉽고 재미

있었다. 세계 인사말은 희한한 것이 많아서 특히 좋았고, 사다리 타기에서도 내가 

답을 많이 기억해 내서 우리 모둠은 일찍 끝낼 수 있었다. 우정 팔찌도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나와 그 나라 친구들이 진짜로 우정을 쌓은 것 같았다.)

3. 다음에 다시 활동을 한다면 하고 싶은 새로운 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보세요.

   (다른 나라 민요 배우기, 다른 나라의 전통놀이)



수업의 효과 

후속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