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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ee Lee. 2015. Culture Education Based on Korean Studies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Korean-American Childre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6-2: 155-180. The essence of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Korean-American Children is to instill an identity of a
Korean-American.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gain comparative
perspectives through learning both Korean culture and American
culture. In order for this to transpire, Korean culture education needs
to be based on authentic Korean contents, and there is also a necessity
for a curriculum that incorporates elements of Korean studies with
American culture. In particular, since culture education is aimed for
young children, it needs to be motivating and provoke cultural
curiosity in children. Furthermore, appropriate cultural items need
to be selected for students in order for them to relate with emotionally.
In this study, the aim was to suggest a ‘Culture Education based
on Korean Studies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commend ways to improv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ologies. The study proposed contents for a school
curriculum fit for a 32 week curriculum at local Korean Language
Schools. In particular, the proposed contents can be applied to class
activities, such as Korean fairy tales, folk songs, traditional games
which allow for a comparative perspective of Korean and American
culture. In turn, this will allow heritage children to properly recognize
the commonalities and cultural differences of the Kore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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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학을 기반으로 하여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
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이론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문화 교육은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1)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2, 3세의 경우 정체성을 깨닫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계승어 및 계승 문화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Cho, G., 2000).2)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1)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학령 전기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다. 만 3세-만 7세
까지는 유아의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Vygotsky(1962)에
의하면 유아원과 유치원 시기가 끝날 때쯤이면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초기 복합체를 다듬어 가는데 이러한 복합체의 형성은 이후 인지 능력의 발달에 기초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대상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비교 문화적으로 이끌
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동안 한국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정작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
진 한글학교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 문화 교육은 언어에 기반하여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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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이 아닌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어야 하며 이는 일방향적인
한국 문화의 전달이 아닌 해당 아동 거주국의 문화와 계승 문화인 한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의 함양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3).
본고에서는 재미동포 아동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학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을 미국으로 한
정한 것은 미국 내의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이는
미국에서 한글학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
다.4)
재미동포들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정서
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이 중요하며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양 언어와
문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큰 이점을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다(이정희,
2013:406-412).
본고에서 한국학을 기반으로 한글학교 문화 교육의 내용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최근 미국 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들의 구성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
이다. 이민 1세대의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후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자
녀에게 한국 문화를 전승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한글학교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1.5세대 부모들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제한적
3)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의사소통능력에 해당하는 문법적 능
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의 바탕이 되어 모든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는 것으로 태도, 지식, 해석 및 말하기 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 인식 등
다원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Byram, 1997:11).
4)
한글학교
지역별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북미
962(50.1%)
9,071(59.1%)
51,274(48.19%)
계(116개국)
1,918개교
15,333명
106,397명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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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러므로 현재 한글학교의 유아, 유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계승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장이자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글학교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 비해 문화 교육에 할당된 교육 시수는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미동포 아동들에게는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문화
를 제외하고는 한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한국 문화 학습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
에 비추어볼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언어 수업 내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호문화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과 문화 활동 개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5)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을 제안함으로써 계승 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한⋅미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외동포 대상 연구는 국가 기관의 한국어 보급⋅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부모 인식과 관련한
연구, 교육과정 개발 연구, 언어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재외동포 관련 선행 연구 중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미동포 아동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여 연구물들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5) 미국의 경우 유아교육에서의 표준을 주와 카운티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만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의 조기학습기준(early learning standards)에 사
회적 발달 및 정서적 발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 인종, 문화, 언어, 가계도와 등과
같은 사람들 사이의 유사점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http://www.fairfaxcounty.gov/ofc/docs/elguidelines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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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미교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과 정체성 지각 양
상의 연관성을 살펴 본 조혜영(2001), 안한나(2008)은 한국어 학습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문화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교육은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
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부모 인식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화자(2005), 정아현(2010)이 있는데 두 연구
모두 미국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아현(2010)에서는 재미동포 아동의 한국인 어머
니들이 한국 유아원에서 미국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재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미국 문
화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재미 한글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태진(2011)이 있다. 또한 재미동포 청소년 대상
요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문화 중심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하연주(2007)에서는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고 문화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문화
중심의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재미동포 아동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이정희(2013a, 2014)에서는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사용하여 만 4세와 5세 아동
의 수용과 표현 어휘 발달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의 언어
발달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정희(2014)에서는 아동의 어휘 능력 발달을 종적으
로 고찰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재미동포 전반의 교육 방법에 대해 거시적으로 살
피고 있는 손호민(1999)과 재미동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홍애란(2006)이 있으며 온라인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
고 있는 김준희(2005)도 있다. 이정희(2013b)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한글학교 교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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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이경란(2006)에서는 재미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뿌리, 예절, 의례,
음식의 네 가지 주제 아래 제시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는 김명희(2014)에서는 아동 교육에 필요한 한국 문화 어휘
를 선정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방안 제시에서
문화의 내용을 도구적이고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6)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한국학 기반의 문화 교육 접근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미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으로서 한국학 기반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그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Byram(1997)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정의하기 전에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Byram(1997)은 인류학에서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정의가 없다는 사
실을 인정하면서 Geertz의 정의에 나타난 상징과 의미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개념
6) 안수정(2015)과 박혜경(2015)는 각각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의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고의 대상인 재미동포 아동이 주 대상이 아니며 전체
적인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을 다루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연구의 경우 전래 동화, 전래 동요,
국악 등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일방향적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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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다. Geertz(1975:89)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란 역사적으로 계승되며 상징 속에서 구체화된 의미의 유형이다. 즉 문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발전시키고 영속시키며, 또한 의사소
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계승된 체계를 의미한다.”

Byram이 문화를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한 이유는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yram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자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과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Byram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
언어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문화 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문화 간 능력을 태도, 지식, 해석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적 자각/
정치적인 교육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8). 그가 정의하고 있는 ‘태도’
는 타문화와 학습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보류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 호기심과 개방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지식’은 두 문화의 사회적 집단과 산물, 관습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일반적인
사회적⋅개인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지식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해석 및 말
하기 기술’은 외국의 문서나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의 문화와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은 한쪽 문화에서 중요한 현상을 발견하고 지식,
태도,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문화 인식’은 한쪽 문화와
8)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의 영역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예시는
Derman-Sparks, L.&Edwards, Julie Olsen(2010)에 나타나 있다. 미국 Midwest 대학 부
속 아동발달센터의 한 교사는 인종적 편견을 다루기 위해 교실에 걸린 달력을 활용하였다.
그 달력에 등장하는 아동은 온통 백인 뿐이었는데,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아동들은 달력에 여러 인종의 어린이가 고루 나오지 않는 점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고, 달력을 만든 회사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적어
보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자 교사는 아동들이 쓴 편지를 인용하여 탄원서를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아동들은 이 탄원서로 수많은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냈고 마침내
달력 회사는 이듬해 모든 인종의 어린이가 고루 나오는 달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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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 문화의 산물, 관습, 관점을 준거를 갖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하였다.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언어능력

사회언어학적능력

담화능력

문화 간 능력

태도

지식

해석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문화적
자각/
정치적인
교육

[그림 1]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모형(Byram, 1997: 34, 73참조)

이러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 다섯 가지는 교육 대상에
따라 다루어지는 내용과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논문에서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재미동포 아동의 경우 유아반, 유치반,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
에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 지식,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차이를 지각하고 그 차이에 대해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태도’의 영역과 다른 문화의 문화적 산물, 양식, 가
치 등에 대한 ‘지식’의 영역 그리고 문화와 문화적 실천에 관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상황에서 지식, 태도와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인
‘발견과 상호작용’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기초적인
문식성(literacy)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해석 기술’과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산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인 ‘비판적 문화 자각’의 내용 역시 교실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대상의 특성상 제한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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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주창한 Vygotsky가 명명한 ‘발달적 성취’는 각 연령마
다 특수하게 적용되는 ‘발달의 사회적 상황’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Vygotsky(1984)
에서 발달적 성취는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나이에
서 성숙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역설하고 있다(Bodrova & Leong, 1996 재인용).
Leont'ev(1977; 1978)는 주요 활동(leading activity)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발달
적 성취로 이끌어 주는 유아와 사회 환경 간의 상호 작용 형태를 구체화하려 하였
다. 그가 제시한 주요 활동은 각 발달 단계마다 다르며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Leont'ev(1977; 1978)와 Elkonin(1971; 1977)은 아래의 표와 같이 주요 활동들을
제안했다(Bodrova & Leong, 1996 재인용).
<표 1> 연령에 따른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발달적 성취

영아기

정서적 의사소통

애착, 사물의 조작, 단순한 감각 운동 활동

걸음마기

사물의 조작

감각 운동적 사고, 자아 개념의 출현

유아기

놀이

상상력, 상징적 기능, 감정과 사고의 통합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활동

이론적 추론의 시작, 고등 정신 기능의
출현,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유아기의 발달적 성취로는 상상, 상징적 기능, 사고와 감정의 통합을 들 수 있
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상상의 상황을 창조하기도 하고,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상상은 사회적⋅지적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한글학교 유아, 유치반 및 저학년 교실은 아동이 경험하는 첫 사회 공간
이자 놀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 언어와 문화를 능숙하게 이해하는 화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교실이 언어 습득을 위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종합적 놀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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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실 활동의 중심
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해당 교실은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의 문화와 계승 문화인 한국
문화의 관련성(related to first language and culture)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과제
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룹 활동, 짝 활동, 전체 학급 활동 등 다른
화자와 접촉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경험
은 나, 또래, 교사로 이루어진 교실 공간에서 시작되지만 가정 그리고 나아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내용의 선정
본 연구는 재미동포 아동의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학 기반의 문화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한글 배우기와 한국어 학습 등 언어 수업에
만 집중이 되어 있어 문화 활동이 이루질 수 있는 교육 시간도 자료도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학은 ‘한국에 관련된 각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즉 한국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따위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되지만 본고에서는 그 대상이 아동
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학의 하위 항목 중에서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의 민속놀이, 세시 풍속, 전래 동화, 민요, 의식주 문화 등 아동이 접할 수
있는 문화로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학의 영역을 생활 문화와 민속 문화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Vygotsky가 역설한 발달적 성취로 이끌어 가는 주요 활동이 아동들의 상호작용으
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놀이, 노래, 이야기 등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자아형성을 위해
필요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화 항목의 내용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의 전달이 아닌 문화 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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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고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아동들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기존 지식을 새로운 경험에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 축적
하게 함으로써 문화 교육이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 문화의 이해를 강조하되, 일방적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전래동화, 역사, 지리
등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두 문화를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모형 수립에서의 국가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 모형 개발(2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내
용 중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9).
먼저 <표 2>에 제시된 1급의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호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재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9) 이 항목은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김진영⋅서유석(2008) 「춘향전과
한국 문화」, 구현정⋅서은아(2008) 「이민자를 위한 한국 사회 이해」, 김재욱(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래동화 다독 라이브러리」, 김진호 외(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김해옥
외(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읽기」, 박경수 외(2004) 「쉽고 재미있는 한국문화 1」,
박금주 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박성현(2009) 「요약하며 읽어 보는 한국」,
박한나 외(2009)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 입문서」, 백봉자
외(2005) 「한국언어문화듣기집」, 서울대학교 한국학교재편찬위원회(2005) 「한국의 역사」, 손
대준(2008) 「한국을 알자」, 순천향대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1, 2」, 오홍
석(2008) 「한국의 전통 마을」, 윤서석(2008) 「한국의 풍속 잔치」, 이미혜(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이윤진(2006) 「김치 한국어」,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전정례(2007) 「언어와 문화」, 전민
순(2008) 「문화 속 한국어 1, 2」, 조재윤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조항록
외(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와 문화」, 전정례(2007) 「언어와 문화」, 최운식(2009) 「외국
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최준식(2007) 「한국의 종교, 불교」, 천안편(2008)
「한국의 문화생활」, Dong-sung Kim(2008) 「Long Long Time Ago - Korean Folk Tales」를
분석한 결과이다(국제통용표준교육모형 개발 2단계 사업 결과보고서,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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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절성은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이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재미동포 아동을
위한 맞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2>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의 1급 문화 항목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인사 ∙악수하기
∙빈말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한국인의 언어생활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
생활
이름과
/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행동
호칭
∙사회적 호칭(OO 씨, 선후배 호칭)
일상생활 식생활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한국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사회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일상생활 식생활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숟가락
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
한국인의
을 때 사용)
생활
한글과
∙한글 창제 원리
정보
한국어
언어생활
이름과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호칭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 만원,
경제 경제제도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십 원)
한국사회
한국의
지리
∙사계절과 날씨
지리/지형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급의 문화 내용과는 달리 2급의 내용 중에서
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어 제외하
였다. 이는 아동의 인지 능력 발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 항목으로 주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것과, 배경지식이 없어 상호작용이 어려운 시험, 결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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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공공기관 등은 아동 대상 교육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다양
한 대중교통 등에 대한 내용 등은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한국 문화이므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적절한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배제하였다. 이에 적절한
항목을 다음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3>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급 문화 항목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수 내용
적절한 항목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한국의
성취
문화 문화재
문화
유산
세계문화
유산

언어
생활

행동 한국인의
문화 생활

일상
생활

부적절한 항목
∙유적지(숭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
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
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 현상(가족이
이름과 호칭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
모 등)
한글과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한국어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
몸짓 언어 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특별한 날 먹는 음식(합격미역국)
엿/이사-떡, 결혼-잔치국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식생활
수)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먹기)
계절활동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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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한국
사회

교통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
교통체계 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한국의
지리
∙계절에 따른 날씨
지리와 지형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의생활
짚신)
∙한국의 주거 형태(한옥, 단
∙원룸, 기숙사 등
주생활 독주택, 아파트,
∙전월세, 하숙/자취
∙온돌 생활, 좌식 생활
일생
한국인의 생활
∙계절 음식(삼계탕, 팥빙수,
식생활
생활
냉면, 팥죽)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
경제활동
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공동체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가정생활 ∙경조사(돌, 환갑 등)
생활
동사무소 등)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
교육 교육제도
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
정보
이, 의무교육제도
문화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교통 교통체계
지하철노선
∙환승, 교통카드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한국
결혼식, 결혼 준비, 축의금
관례/혼례
사회
관혼
등), 결혼정보회사 등
상제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장례/제례
등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
묘, 떡국, 만두)
세시
명절
풍속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의 사회
생활
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
관,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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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Deman-Sparks(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 다문화 교육과정의
주제 범주에 따라 문화 요소를 구분하여 구성해 보았다10). 먼저 이를 참고하여
다문화 주제를 민족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개인의 다양성, 집단의 다양성으로
나누고 다음의 표와 같이 그 하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표 4> 다문화 주제와 하위 범주
다문화
하위 범주
주제
민족의 인종, 긍정적인 민족적
다양성
정체성
문화의 다문화, 언어, 문화 간
다양성
유사점과 차이점
개인의
다양성

집단의
다양성

범주 설명

민족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인식하고 피부색, 머리
카락 형태 등과 같은 유전적인 신체적 특징을 포함
다양한 문화의 독특성과 유사성, 차이점, 특별한 기
념일, 관습, 언어 등을 포함
재능, 장애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능력으로서
재능, 장애, 성, 다른 편견에 대응하는 것,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및
사람 이해
가치, 정형화되지 않은 성 역할과 행동 및 양성성
개념을 포함
다양한 가족구조와 역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가족, 계층, 신념, 지역,
연령 및 세대 간의 차이와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연령, 외모
차별적 행동을 포함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내용과 함께 유아 교육과정 개발 연구인 김영옥(2008)
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치원과 친구’와 ‘나와 가족/우리 동네’ 또한 하위 주제로
포함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실시하고 있는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주제인 전통의상, 종교, 음식, 악기, 수도,
유명한 도시, 국기, 지도, 역사, 자연환경, 전통음악과 춤, 기후, 인종, 기념일, 언어
인사법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목을 아동 학습자에게 적합
하게 재구성하는 것과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비교 문화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문화 항목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선정한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주제 항목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10) Deman-Sparks는 문화의 내용의 주제와 하위 범주를 민족의 차이점과 공통점, 능력, 성
정체성,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 갈등 및 협동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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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주제 항목
대주제

하위 주제
우리 가족, 친족(친족 호칭), 친구와 이웃, 자기 소개하기, 유치원과
나와 가족과 이웃
친구
국가와 역사 국가의 상징(국기, 수도, 국가), 한국과 미국의 식생활 변천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한국의 기업인과 미국의 기업인, 백범 김구
인물
와 마틴 루터 킹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빨간 모자 소녀와 늑대, 개와 고양이(Why
이야기
Dogs Chase Cats), 별주부전(The Trickster Tricked), 콩쥐팥쥐(신
데렐라)
한국과 서양의 자장가 배우기, 한국과 미국의 사방치기, 한국과 미
놀이와 노래 국의 비에 대한 전통 민요 비교하기(기후 등), 겨울맞이(동지, 헬로
윈 데이)
설날과 새해, 단오와 메모리얼데이, 추석과 추수감사절,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과 크리스마스(소원 빌기, 달이나 산타에게 편지 쓰기/답장 쓰기)
인사법, 식생활과 예절, 의생활과 예절, 주생활과 예절(한국의 다양
의식주와 예절
한 집)
성인, 민간 신앙, 한국과 미국의 금기 배우기, 교회와 절과 성당, 부
종교
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의 풍경

4.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4.1. 문화 교수요목의 설정
국가 차원에서 개발된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육용 교육과정의 경우 초급
1·2·3·4, 중급 1·2·3, 고급 1·2단계의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성열 외, 2009).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로 되어 있고 각각의 비중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초급 3단계부터는 6: 3: 1.5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고 초급1, 2 단계의
경우 한국사를 제외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4: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 1회, 3-4시간 정도로 실시되는데 방학
과 시험 등을 제외하면 32주 기준, 연간 총 96시간에서 128시간 사이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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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 중 유아, 유치반의 경우 자모 습득이 교육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문화 수업을 1주당 1회씩(40분) 운영한다고 했을 때 1차시*16주*2학
기 즉 32차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11)
32차시의 수업을 기준으로 구성한 교수요목은 <표 6>과 같다. 교수요목은 주제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3장에서 선정한 대주제 8개 항목 아래에 네 가지의 하위
주제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수요목의 운영은 본고에서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아반, 유치반,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학년별로 탄력적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시
표에서 8개의 대범주 중에 국가와 역사, 인물, 종교, 의식주 예절과 같은 주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더 많이 다루고 유아반과 유치반의 경우에는 나와 가족과 이
웃, 이야기, 놀이와 노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표 6>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교수요목
대주제
1.1.
나와
1.2.
가족과
1.3.
이웃
1.4.
2.1.
국가와 2.2.
역사 2.3.
2.4.
3.1.
3.2.
인물
3.3.
3.4.
4.1.
4.2.
이야기
4.3.
4.4.

소주제
자기 소개하기
가족
친족
친구와 이웃
국가 상징
시대별 모습
국가 이주사
우리 가족의 이주사
한국과 미국의 위인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위대한 지도자
지혜 이야기
동물 이야기 1
동물 이야기 2
소망 이야기

한국 계승 문화 예시
우리 가족 소개
호칭(우리)
고모와 이모
놀이터
태극기, 애국가, 서울
한국 식생활의 변천
단군 신화
결혼으로 독립
이순신 등
세종대왕
삼성, 이건희
김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개와 고양이 이야기
별주부전
콩쥐팥쥐

현지 문화 예시12)
my family tree 만들기
호칭(나의)
aunt
play day, sleepover
성조기, 국가, 워싱턴DC
미국 식생활의 변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18살 이후 독립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애플, 스티브 잡스
마틴 루터 킹
빨간 모자 소녀와 늑대
Why Dogs Chase Cats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신데렐라

11) 이러한 교육과정의 적용은 현지 한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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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장가
놀이와 5.2. 사방치기
노래 5.3. 비 노래
5.4. 겨울맞이
6.1. 설날과 새해
세시 6.2. 단오
풍속 6.3. 추석과 추수감사절
6.4. 소원 빌기
7.1. 인사법
의식주 7.2. 식생활과 예절
예절 7.3. 의생활과 예절
7.4. 주생활과 예절
8.1. 성인
8.2. 민간 신앙
종교
8.3. 한국과 미국의 금기
8.4. 종교별 행사

자장 자장 우리 아가
한국의 사방치기
구슬비
동지
세배, 덕담, 떡국, 나이
여름 맞이 민속
추석
해돋이,보름달,소원빌기
허리 숙여 인사하기
식사 예절
전통 혼례복
온돌
부처
도깨비
행운의 숫자 3,
불운의 숫자 4
절의 연등

잘 자라 우리 아가
미국의 사방치기
Rain, rain go away
핼러윈 데이
새해 인사
메모리얼 데이13)
추수감사절
산타에게 편지 쓰기
손 인사(흔들기, 악수)
식사 예절
결혼식 의상
침대
예수
요정
행운의 숫자 7,
불운의 숫자 6
교회의 대형 트리

4.2. 수업 지도안 예시
본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화 요목 중 대주제 ‘놀이와 노래’ 중 ‘한국과 서양
의 자장가 배우기’를 선택하여 수업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자장가를 듣거나 따라 부르는 경험은 현지 문화와 계승 문화 모두에
서 접한 경험이 있을 법한 동시에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의 유아반 교실
에서도 자주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Vygotsky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교실은 아동들의 첫 사회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12) 지면을 빌어 현지 문화 내용에 대해 자문을 해주신 열린문 한국학교 박희진, 황보양선 선생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3) 미국의 공휴일로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정해져있다. 원래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사망
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전쟁 등의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5월 마지막 주라는 계절적 특징과 겹
쳐져, 최근에는 흔히 메모리얼 데이를 미국에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실외 수영장이 이때 개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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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장가’는 좋은 문화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민요는 한국인의 정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작용하여 형성된 노래로서 한
국인의 생활의식이나 시대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민요는 한국인의
의식이나 전통문화를 고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
정된 자장가의 수업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단원명

자장자장 우리 아가/ Lullaby(잘 자라 내 아기)

문화
항목

한국과 서양의 자장가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의 기능에 대해 인지한다.
학습 ∙한국과 미국에서 불리는 자장가를 감상한다.
목표 ∙한국과 미국에서 불리는 자장가의 노랫말을 이해한다.
∙토닥이는 동작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자장가를 부를 수 있다.
1. 한국과 미국에서 가족의 구성원(엄마인지 할머니인지 구분이 모호한 여성과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모호한 남성이 좋을 것 같음)이 아이를 재우는
그림/ 사진/ 동영상
활동 2. 아기를 업거나 안고 재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인형과 포대기(인형을 눕힐
수 있는 베개와 이불/수건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음)
자료
3. 한국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음악 mp3 file/CD 등
4. 서양 자장가 ‘Brahms’ Lullaby(잘 자라 내 아기)’ 음악 mp3 file/CD 등
5. 개가 멍멍 짖는 그림, 닭이 꼬꼬 우는 그림
사전 ∙우리 가족이 아기를 재우는 방법/
활동 아기를 재울 때 불러주는 자장가 조사해 오기
단계

도입

수업 활동
1.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아기를 안거나 침대/바닥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아기를 재우는 그림/사진/동영상을 보여준다.
교사: (그림/사진/동영상을 보여준 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동: 아기가 자고 있어요./아이를 재우고 있어요./자장가를

시간

활동
비고
자료

3분

1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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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주고 있어요.
*유의점: 그림/사진/동영상 자료는 특정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
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아기가 잠이 들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문화를 이야기하
고 자장가를 들었거나 불러 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시연(사
전 활동으로 제시하여 미리 가정에서 조사해 오게 하기)을
보며 경험을 같이 나눈다. 그리고 교사가 인형을 안고 재우는
흉내를 내면서 한국의 민요로 전해져 내려오는 ‘자장가’를
불러준다.
교사: 아기는 잠을 많이 자야 해요. 그런데 아직 혼자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기가 편안하
게 잘 수 있을까요?
아동: 안아 줘요./업어 줘요./조용히 해요./자장가를 불러 줘요.
교사: 누가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 아기를 재우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어요?
아동: (자원하는 아동이 나와서 집에서 조사해 온 자장가나
아기를 재우는 방법을 보여준다.)
5분
제시1
교사: 선생님은 아기를 이렇게 재워요. (교사가 인형을 안고
토닥이면서 한국의 자장가를 불러 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교사: 자장가를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동: 좋아요./자고 싶어요./졸려요.
선생님은 아기를 이렇게 재워요. (교사가 인형을 안고 토닥이면
서 한국의 자장가를 불러 준다.)
교사: 여러분이 아는 자장가가 있어요? 한번 불러 볼래요?
아동: 네. (서양의 자장가를 부른다.)
교사: 잘했어요. 미국에서도 엄마들이 아기들을 재울 때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2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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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는 한국의 자장가를 다시 한 소절씩 나눠 부르면서
아동이 따라 부르게 한다.
교사: (선생님을 따라서 아동이 자장가를 한 소절씩 부르게
한다.) 선생님을 따라 하세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아동: “자장자장 우리 아기”
교사: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동: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교사: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아동: “멍멍 개야 짖지 마라”
교사: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아동: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연습1
5분
교사: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아동: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교사: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아동: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교사: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동: “우리 아기 잘도 잔다”
4. 서양의 자장가를 한 소절씩 듣고 따라 불러본다. 이때 한국어
번역 가사와 영어 가사를 모두 준비해서 교사가 아동들이
자장가를 부를 때 가사 전달을 도와 준다.
*유의점: 자장가를 들을 때는 조용히 듣도록 지도한다.
5. 교사는 자장가의 가사에 등장하는 꼬꼬 닭과 멍멍 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아동이 관련 부분을 따라 부르게 한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 후, 자장가의
기능과 방법, 아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교사: 잘했어요.(개가 멍멍 짖고 있는 그림과 닭이 꼬꼬 우는
그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다시 따라하게
제시2
5분
한다.) 선생님을 따라서 부르세요.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아동: “멍멍 개야 짖지 마라”
교사: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아동: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교사: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아동: “꼬꼬 닭아 우지 마라”

3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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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왜 개하고 닭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아동이
그 이유를 생각해서 말 해 보게 한다.)
아동: 시끄러워서요./아기가 자니까요.
교사: 네, 맞아요. 그런데 아기는 약해서 작은 소리에도 많이
놀라고, 적은 자극에도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장가를 불러 줄 때도 작고 편안한 목소리로
불러야 해요. 그리고 아기를 조심히 소중하게 대해야
해요.
교사: 그럼 인형을 편안하게 앉고 같이 자장가를 불러 줍시다.
연습2 교사·아동: (각자 인형을 앉고 토닥이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5분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교사: 아기가 잠을 자야 하는데 아기가 잠을 자지 못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텔레비전
소리, 청소기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을 들려준다.)
아동: 텔레비전 소리요./청소기 소리요./자동차 소리요.
교사: 그럼 아기의 이름도 넣고, 아기가 못 자게 시끄럽게
하는 것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으로 자장가의 가사를
10분
활동
바꿔 불까요?
자장자장 우리 (정후) 우리 (정후) 잘도 잔다
(텔레비전아 조용히 해라) 우리 (정후) 잠을 깰라
(청소기야 조용히 해라) 우리 (정후) 잠을 깰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우리 (정후) 잘도 잔다
교사: (아동들이 자장가를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 여러분 어때요? 자장가를 들으니까 좋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불러 볼래요? 어떤 자장가를 부르고 싶어요?
마무리 아동: 미국 자장가요. 한국 자장가요.
및 평가 교사: 숙제가 있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자장
가를 한번 불러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봐요.
1. 한국, 자장자장 우리 아가(고정미, 2011)
① 가사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자장자장 우리 (정후) 우리 (정후) 잘도 잔다

역할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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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Brahms' Lullaby
(http://downloadspaces.com/download/query.php?sub=0&q=brahms-lullaby-piano)

① 가사
Lullaby and good night,
With roses bedight,
With lilies o'er spread
Is baby's wee bed.
Lay thee down now and rest,
May thy slumber be blessed.
Lullaby and good night,
Thy mother's delight,
Bright angels beside
My darling abide.
They will guard thee at rest,
Thou shalt wake on my breast.
②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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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재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의 핵심은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함께 배우고
이를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의 내용이 필요
하기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학의 요소를 교육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 한국학의 하위 중에서 ‘민속놀이, 세시 풍속, 전래 동화, 민요, 의식주 문화
등’으로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현지 문화인 미국 문화와 접목되는
교육과정 개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나와 가족과 이웃, 국가와 역사, 인물, 이야
기, 놀이와 노래, 세시풍속, 의식주와 예절, 종교’의 8가지 대범주로 구분하고 세부
주제 항목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 문화
의 이해를 강조하되, 문화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교수
요목을 구성하였다.
재미동포 아동의 인지적 발달 특징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한 문화 교육 교수요목
과 문화 활동 모형과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재미동포 아동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나 관습을 잘 파악해 향후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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