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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무형유산�학습�

발간사

우리가�흔히�유네스코라고�부르는�기관의�정식명칭은�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입니다.�문화유산을�제일�먼저�떠올리지만,�교육�분야는�

유네스코의�사업�중�상당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최근에는�

문화유산과�교육�간의�통섭적�접근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무형문화유산�분야의�경우,�자체�보호를�위한�방안으로�그에�따른�

교육이�우선순위에�있으며,�무형문화유산에�대한(about)�배움에서�

무형문화유산을�통한(with�and�through)�배움으로�유산교육의�관점이�

변화하고�있음을�볼�수�있습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센터)는�정보와�

네트워킹을�기능으로�하는�무형유산�분야�유네스코�카테고리2�

기구로써,�문화유산�및�교육�분야에�종사하는�국내�이해관계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에�대한�인식�제고를�

위하여�본�지침서의�한국어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지침서에는�핵심개념에�대한�설명과�형식적�교육으로의�통합�방안,�

교안�개발과�그�교안을�활용하여�아태지역�4개국-파키스탄,�팔라우,�

우즈베키스탄,�베트남-에서�진행된�시범�수업의�결과와�자료�등이�

담겨있습니다.�특히�본문에서도�강조하다시피�방법론적�측면에서�

지침서�내에�제시된�교수법만이�존재하는�것은�아니며,�시범�수업을�

수행한�각�국가�역시�현지�상황에�맞게�변용하여�적용하였음을�볼�때,�

우리나라의�사례도�하나의�새로운�단원을�구성할�수�있으리라는�기대를�

하게�됩니다.�

2015년에�발간된�지침서에�대하여�오늘에서야�한국어판을�발간하는�

것이�다소�늦은�감이�없지�않습니다.�그러나�우리�센터가�2018년부터�

본격적으로�초·중등�및�고등�교육에�이르기까지�무형문화유산�

교육�사업들을�확대하는�과정에서�실제�학교에�보급하여�교사,�

연구자들이�참고할�한국어�자료가�부족하다는�것을�파악하고�발간�

작업에�착수하였습니다.�이�결과물을�활용하여�앞으로�교과과정�속에�

무형문화유산이�잘�융합되고,�그�결과로�무형문화유산의�전승과�보호,�

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금기형

사무총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아태지역 교사지침서
Learning with Intangible Heritage for a Sustain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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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서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10주년과�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종료는�우리가�이�분야에서�이루어낸�성취를�되돌아볼�수�있는�절호의�

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교육과�문화를�연결하는�시범사업의�결과를�

여러분과�공유하게�되어�기쁩니다.

신탁기금을�통한�일본�정부의�지원�덕분에�유네스코는�아태지역�4개국�

-파키스탄,�팔라우,�우즈베키스탄,�베트남-에서�각�학교�실정에�맞는�

수업을�위한�혁신적�교수법을�시도해�보았습니다.�그�목적은�더�나은,��

더�지속가능한�세계를�만드는�젊은�세대들을�교육하는�것입니다.

2년에�걸쳐�교사들과�프로젝트�파트너들은�무수히�많은�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을�탐구했고,�지역�연행자들은�자랑스럽게�그들의�지식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모두�함께�아태지역의�지식을�통합한�학교수업안을�개발하였고,�그�결과�

우리의�기대를�뛰어넘는�결과물을�얻을�수�있었습니다.�학생들은�악기를�

통해�과학을,�자수를�통해�수학을,�시를�통해�역사를�배웠습니다.�책임감�

있는�시민으로서�자신이�할�수�있는�역할이�무엇인지�학생들은�더�잘�

알게�되었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자신의�무형문화유산이�중요함을�인식하고,�다음�

세대를�위해�그것을�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학생들이�인식하게�

되면서�지역적�뿌리와�다시�연결되었다는�것입니다.�일련의�경험을�통해�

학생들은�배움�그�자체를�즐기게�되었습니다.

이번�시험사업을�통해�각�국각는�현지�상황에�맞는�교육방법을�

독자적으로�구상하였습니다.�우리는�무형유산을�교육에�접목시키는�

방법이�다양함을�인정합니다.�그래서�이�지침서는�교육자들이�

현지상황에�맞추어�적용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담고자�시도�

하였습니다.

본�지침서를�위해�국가적�차원에서�정부�및�NGO,�문화부와�교육부가�

협력하였습니다.�유네스코�안에서는�문화와�교육�섹터가,�그리고�

방콕,�아피아,�하노이,�이슬라마바드,�타슈켄트�지역사무소가�

협력했습니다.�참가국�고유의�다양한�접근�방식과�맞물려�이루어진�

파트너십의�결과물로서,�이�지침서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광범위한�

무형문화유산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번�시범사업에�기여한�모든�사람들께�감사�인사를�전하며,�전�세계의�

교육자들과�지역사회�구성원들이�이와�같은�혁신적인�방법과�철학을�

실험해보기를�바랍니다.

김광조

본부장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2009-2017)

감사의 말

유네스코는�신탁기금을�통한�일본�문부과학성의�재정적�지원에�대하여�

감사의�인사를�보냅니다.�이�프로젝트는�관련된�모든�파트너와�4개의�

시범사업�진행�국가�및�파트너들의�헌신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정보방송국가문화유산부,�THAAP(The�Trust�for�History,�Art�

and�Architecture,�Pakistan)

팔라우:�교육부,�공동체문화부

우즈베키스탄:�교육부,�문화체육부

베트남:�교육훈련부,�교육훈련부�중등교육과,�베트남�민족학박물관

김광조�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본부장은�다부문�구상�

(initiatives)을�강력하게�지지했으며�많은�유네스코�직원들�또한�이�

프로젝트에�참여하였습니다.�

바네사�아킬레스(Vanessa�Achilles,�방콕)

팀�커티스(Tim�Curtis,�방콕)

다닐로�파딜라(Danilo�Padilla,�방콕)

리니나�푸티탄(Linina�Phuttitarn,�방콕)

몬타칸�수바나탑(Montakarn�Suvanatap,�방콕)

레이챙�탄(Lay-cheng�Tan,�방콕)

케이티�반할라(Katie�Vanhala,�방콕)

자와드�아지즈(Jawad�Aziz,�이슬라마바드)

즈엉�빅�한(Duong�Bich�Hanh,�하노이)

무하요�마크무도바(Muhayyo�Makhmudova,�타슈켄트)

응우웬�둑�탕(Nguyen�Duc�Tang,�하노이)

유슈케�니(Yusuke�Nii,�아피아)

수�비즈(Sue�Vize,�아피아)

Arts-ED는�말레이시아�페낭에�있는�예술�교육�기관으로서�지침서의�

개념화�및�첫�번째�워크숍을�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본�시범사업에�참여하기�위해�시간과�지식을�할애해준�

많은�학생,�교사,�교장�선생님,�그리고�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진심으로�

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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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약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ESD)은�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기�위해�

필요한�지식,�기술,�태도,�가치관을�모든�사람이�습득할�수�있게�하는�

교육방법을�의미한다.�

ESD는�문화다양성,�성평등,�건강,�생물다양성과�지속가능한�소비와�같은�

학제�간�학습을�포함하며,�학습자가�자신의�행동을�바꿀수�있도록�역량을�

강화하는�참여형�교수법을�촉진한다.�이를�통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행동을�취하도록�이끌고�비판적�사고력,�시나리오�상상력,�협력을�

통한�의사결정력과�같은�역량을�향상시킨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주제

ESD�10개�대주제

·�문화다양성과�문화�간�이해

·�토착�지식

·�재난위험감소,�기후�변화,�생태계,�생태학적/생물학적�다양성

·�빈곤감소와�윤리적�교역

·�성평등,�인권,�시민권,�민주주의,�거버넌스

·�건강과�웰빙

·�지속가능한�생활양식과�소비

·�평화와�인간안보,�갈등�해소

·�수자원,�에너지,�폐기물

·�지속가능한�도시화,�세계화,�도농발전

평가 (Evaluation)

프로젝트,�프로그램�또는�개인에�대한�유용한�피드백을�제공하는�정보의�

체계적인�수집�및�평가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1

공동체·집단,�때로는�개인이�자신의�문화유산의�일부로�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및�이와�관련한�도구·물품·공예품�및�

문화공간을�말한다.�무형문화유산은�세대를�통해�전승된다는�점에서�

지속성을�가지며,�공동체와�집단이�환경에�대응하는�방식에�따라,�

자연과�역사와�상호작용하는�방식에�따라�끊임없이�재창조된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mains)2

2003년�협약에서�정의하는�무형문화유산의�범주는�아래와�같다:

·�무형문화유산의�전달수단으로서의�언어를�포함한�구전�전통�및�표현

·�공연�예술

·�사회적�관습·의식�및�제전

·�자연과�우주에�대한�지식�및�관습

·�전통�공예�기술

이는�완전한�것이라고�할�수�없고,�각�범주가�상호�배타적인�것도�아니다.�

어떤�무형문화유산은�여러�범주에�동시에�포함될�수�있다.�몇몇�국가는�

전통�스포츠를�별도의�범주로�포함하기도�한다.

*���본문�내�용어�중�'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과�'무형문화유산'은�국문과�영문�축약어(ESD,�
ICH)를�혼용하여�사용한다.

1��UNESCO,�2003

2��UNESCO,�2003

지식 보유자 (Knowledge bearer)

특정�무형문화유산�종목을�수행하거나�재창조하는데�필요한�고도의�

기술과�지식�수준을�갖춘�사람

교안 (Lesson plan)

수업의�세부내용.�교안은�일반적으로�학습�목표,�교육�자료,�수행과제,�

교수학습�활동�및�기대효과�등을�포함한다.

토착 지식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자연환경과�오랜�상호작용을�해온�사회가�지니고�있는�이해,�기술,�

철학을�말한다.�토착민들에게�지역사회의�지식은�기본적인�일상생활의�

의사결정을�도와주는�중요한�정보이다.�또한,�이�지식은�언어,�분류�

체계,�자원�활용,�사회적�상호작용,�의식과�영성을�아우르는�복합문화에�

필수적이다.�토착지식이�보여주는�독특한�지식�교류의�방식은�세상의�

문화가�다양함을�보여주는�중요한�증거이며,�지역사회에�맞는�

지속가능한�발전의�기반이다.

성과 (Outcomes)

활동의�결과로�예상되는�긍정적인�결과로�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며,�

가시적이어야�한다.

연행자 정보수집 (Profiling a practitioner)

무형유산�연행자를�성별,�나이,�배경,�지식,�기술�및�능력의�관점에서�

설명하는�과정

무형유산 보호 (Safeguarding ICH)3

무형유산에�내재된�지식,�기술�및�가치가�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

지속적으로�전승되고,�행위나�표현이�지역사회�또는�집단의�맥락에��

연결되어�살아있는�연행이�되도록�돕는�것을�의미한다.� '보호

(Safeguarding)'가�꼭�무엇인가를�인위적으로�'보호(Protection)'�한다�

거나�어떤�것을�고유한�상태로�'보존(Preservation)'한다는�것을�의미�

하는�것은�아니다.�또한,�외부적�간섭�없이�무형유산이�자유롭게�연행�

될�수�있는�유리한�환경을�제공해야�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과�여건을�저해하지�않으면서�

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WCED,�1987)

3��Adapted�from�Lenzerin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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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침서의�목적�

이�지침서는�교사들과�교사�교육자들이�무형문화유산의�개념을�

이해하도록�돕고,�무형문화유산이�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의�

원칙에�연계되어야�하며,�교육과정에�통합되어야�하는�이유를�설명�

하려는�것이다.�무형문화유산을�ESD�원칙과�전략적으로�통합하여,�

지속가능한�발전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학습자가�어떤�방법으로�

습득하게�되는지를�설명하고자�한다.

이�지침서는�2003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범위�안에서�교사들이�

협약의�정신에�따라�아태지역�무형문화유산�요소와�ESD�원칙을�

실제�교수-학습에�통합시킬�수�있는�역량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이�지침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무형문화유산의�교수-학습이�

다양한�문화적�배경과�각�과목(수학,�과학,�음악,�사회과)에�창의적으로�

통합되고�있는�사례를�제시하고�있으며,�교안�준비와�평가�단계도�

제시하고�있다.

유네스코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4개�국가에서�시행된�시범�

사업의�결과를�바탕으로�이�지침서를�작성했다.�참여국가는�학교의�

교수-학습�현장에�무형문화유산의�요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교육의�원칙을�통합하여�맞춤형�지침서와�자료를�개발하였다.�이�

지침서에�제시된�사례는�상대적으로�더�중요하거나�우선순위를�

가지기�때문이�아니라,�단지�하나의�사례로�소개하려는�것일�뿐이다.

누구에게�도움이�될�것인가?

이�지침서는�초·중등학교의�교사들과�교원양성기관의�교육자들�그리고�

교육과정�개발�전문가들이�사용하도록�설계되었다.�무형문화유산�

교육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의�실천에�관심이�있는�교육자들은�

이�지침서에서�유용한�정보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이�지침서는�박물관,�문화학회,�문화유산�기관�같은�문화관련�

기관뿐�아니라,�무형문화유산�관련�NGO,�그리고�지역사회�지식과�

실천이�지속성과�생명력을�갖도록�하려는�협회�관계자들에게도�도움이�

될�것이다.

이�지침서는�이런�기관과�조직이�무형문화유산의�세대�간�전승을�위해�

학교와�협력할�수�있는�방법도�제시해준다.

교육과정�개정을�위한�정책변화를�지지하거나,�변형적�교수학습을�위한�

새로운�교육방법을�탐색하는�사람에게도�이�지침서에�제시된�혁신적�

접근법이�도움이�될�것이다.

지침서의�활용방법�

이�지침서는�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사용자가�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개념을�이해하고�나아가�교수-학습�현장에�

이�개념을�적용할�수�있도록�돕는다.�

·�핵심�개념과�주제의�이해

·�학습을�위한�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개념의�변화�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의�요소�및�원칙의�교육적�통합

·�가시성과�공유

·�교사들을�위한�참고자료�

1장,�2장에서는�핵심�개념과�주제를�보는�관점,�그리고�접근방법을�

명료화하며�포괄적인�개념틀을�제시한다.

3장에서는�이�지침서의�사용자가�무형문화유산의�요소와�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교육�원칙을�학교�교과목에�어떻게�통합할�수�있는지를�

보여준다.�통합을�위한�계획,�설계,�실행의�과정을�설명할�것이며,�

구체적으로는�이해당사자�참여시키기,�역량강화,�자료와�교육과정�확인,�

수업계획�작성이�포함되어�있다.

4장은�무형문화유산이�통합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사례를�

교사,�이해당사자,�그리고�대중들과�기록하고,�문서화하고,�공유하는�

것이�이해당사자들에게�중요함을�강조한다.

5장은�교사�교육자와�교사들을�위한�참고자료를�포함한다.�

·�교사훈련�모듈�예제�

·�무형문화유산과�관련된�기록�예제

·�교안�예제

사용자들은�이�지침서의�핵심�요소와�원칙을�존중하는�한편,�제시된�

교안과�과정을�자신의�상황에�맞게�활용하기를�바란다.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넬슨�만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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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Inlay Pattern, Viet Nam

 

 

1

도자기�만드는�법을�배우는�베트남의�어린아이.�

무형유산�보호에�있어서�세대�간�전승은�중요한�

요소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아버지는 자르도지(Zardozi, 자수)공입니다. 
하지만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나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절대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단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게 싫었거든요. 우스타드 
(Ustad, 장인)인 사이드씨가 우리를 찾아와 자르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고 우리 아빠도 이 일에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는 나를 앉혀놓고 직접 자수를 해보게 했어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예술’과 ‘우스타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파키스탄�바그반푸라(Baghbanpura)에�위치한�공립남자�고등학교의�한�학생

C H A P T E R  O N E

핵심개념의 이해

1.1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1.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1.4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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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정의

‘무형문화유산’이라�함은��

공동체·집단과�때로는�개인이�

자신의�문화유산의�일부로�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및�

이와�관련한�도구·물품·�

공예품�및�문화�공간을�말한다.�

세대�간�전승되는�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공동체�및��

집단이�환경에�대응하고�자연�

및�역사와�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재창조되고�이들이��

정체성�및�계속성을�갖도록��

함으로써�문화적�다양성과��

인류의�창조성에�대한�존중을�

증진한다.�이�협약의�목적상��

기존�인권에�관한�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상호존중�

및�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

요청과�양립하는�무형문화유산

만이�고려된다.�

노브루즈(Novruz)는�중앙�아시아의�광활한�지리적�지역에�걸쳐�새해와�봄의�시작을�기리는�행사로�매년�3월�21일에�이루어진다.��

노브루즈는�다양한�지역전통과�전설과�관련이�있다.�세대�간의�결속은�물론�사람들과의�평화를�증진시킨다.�노브루즈는�아제르바이잔,�

인도,�이란,�키르키즈스탄,�파키스탄,�터키,�우즈베키스탄에�의해�2009년�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등재되었다.

천연염색장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1 핵심개념의 이해

1.1�무형문화유산이란�무엇인가

2003년에�열린�유네스코�총회에서�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체결�

되었는데�이는�문화유산이�가시적인�장소,�기념비,�그리고�유물들의�

가치�그�이상이라는�것을�인정한�국제조약이다.�무형문화유산은�전통과�

살아있는�표현들을�포함하여�공연예술,�의식,�그리고�전통�공예품�제작에�

필요한�지식과�기술을�일컫는다.

무형문화유산은�그�독특성이�아니라�그것을�실제�삶에�적용하고��

있는�공동체와의�연관성�때문에�그�가치를�인정받는다.�더구나�무형�

문화유산의�중요성은�문화적�표현�자체가�아니라�한�세대에서�다음세대

로�전승되는�기술과�노하우�그리고�지식의�보고라는�점에�있다.�

지식의�전승은�한�국가의�주류인가�소수민인가,�산업화의�정도가��

높은가�낮은가와는�무관하며�모든�문화�공동체에서�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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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형문화유산 목록과 등재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은�문화의�다양성을�

입증하고�유산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증진�

시키는�무형유산�종목들로�구성되어�있다.�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공동체와�국가,�단체들이�유산의�지속성을�위해�

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여겨지는�종목들로�

구성되어�있다.�등재를�통해�적절한�보호�조치를�

취하기�위한�국제�협력과�지원이�동원될�수�있도록�

돕는다.�

모범사례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원칙과��

목적을�가장�잘�반영한�프로그램,�프로젝트��

그리고�활동들을�포함하고�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유네스코의�협약에�따라서�무형문화유산의�실례를�보여주고,�그�

중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기�위해�두�종류의�목록과�등재�체계가�

만들어졌다.�하지만�이러한�목록에�등재되어�있지�않은�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이�존재한다.�

무형문화유산의�보호를�위한�정부�간�위원회는�매년�개최된다.�당사국이�

제안한�후보�목록을�위원회가�심사하여�협약�등재�목록에�올릴�것인지를�

결정한다.

무형문화유산의�범주�

무형문화유산은�크게�5가지�범주로�나누어진다.�

·�무형문화유산의�전달�수단으로서의�언어를�포함한�구전�전통과�표현들�

·�공연예술

·�사회관습,�의식�및�제전�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전통공예기술�

이러한�범위에�대한�해석은�나라마다�다를�수�있다.�그래서�무형�

문화유산의�분류를�한�가지�장르나�범주로�규정짓는다는�것은�사실�

어려운�일이다.�왜냐하면,�문화적�관습은�다양한�방식으로�표현되기�

때문이다.�예를�들어,�샤머니즘적�의식은�기도자와�음악(구전전통과�

표현),�전통음악과�춤�(공연예술),�의식과�의례적인�관습�(사회적�관습,�

의식,�그리고�제전),�자연세계에�대한�예리한�의식과�지식�(자연과�

우주에�대한�지식과�관습)�그리고�구체적인�의복과�신성시되는�물품들�

(전통공예기술)로�구성되어�있다.

무형문화유산의�특징�

무형문화유산은�아래와�같은�5가지의�주요�특징을�가지고�있다.�

·   전통적이고, 동시대적이며 살아있다:

무형문화유산은�과거로부터�전승된�전통만을�표현하는�것이�아니라,�계속�

진화하며�살아있는�것이다.�그러므로,�그�초점은�문화적�표현과�지식과�

기술을�지속적으로�재창조하고�전승하는�것에�있다.

·   포괄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사회의�결속력을�높인다.�개인이�공동체와�사회의�

일원이라고�느끼도록�정체성과�책임감을�높여준다.�하나의�연행은�한�

가지�이상의�문화에�속해있다.�하나의�문화에�있는�표현이�다른�문화의�

사람들�-�예를�들어,�이웃�동네,�반대편에�위치한�도시,�또는�다른�지역에서�

이주하여�정착한�사람들�-의�표현과�유사할지도�모른다.�무형문화유산은�

근원지와�상관없이,�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전승되어왔고,�공동체가�

처한�환경에�대응하며�진화하였다.�무형문화유산은�그렇게�사람들에게�

정체성과�계속성을�의식하게�해준다.

·   대표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보유한�사람에게�의존한다.�그�사람의�전통적�지식,�기술,�

관습이�공동체로,�다음�세대로,�다른�공동체로�전달됨으로써�전승된다.

·   공동체 중심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그것을�창조하고,�유지하고,�전승하는�공동체,�그룹,�또는�

개인들이�유산이라고�인식할�때�비로소�유산이�될�수�있다.�다른�어느�

누구도�그�공동체의�표현과�관습을�자신들의�유산이라고�결정할�수는�없다.

·   인권을 존중한다:

무형문화유산과�관련된�관습이�국제인권을�준수한다면,�그�무형유산을�

연행하고�보호하도록�권장한다.�개인과�공동체의�생명�또는�건강을�

위협하거나,�상호존중을�저해하는�행동이나�기념의식은�무형문화유산�

협약이나�그�어떤�관련�프로그램에�의해서도�지지받지�못한다.

무형문화유산의�가치는�그것을�실행하는�공동체의�관습이나�생활양식에�

내재되어�있다.�교육은�이러한�가치를�과거에서�현재로�그리고�미래로�

전승시키는�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다.

1.2�지속가능한�발전이란�무엇인가

사회의�‘발전’이란�사람들의�기본적인�필요를�충족시키고�삶의�질을�

높이는데�기여하는�변화이다(WCED,�1987).�지속가능한�발전은�

사람들의�필요를�충족시키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이며�그것은�

지구의�유한한�자원을�고갈시키거나�미래세대의�필요를�위협하는�

방법이어서는�안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은�관습적인�발전이�종종�자연적이고�

문화적인�유산을�파괴하였으며,�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

가능성을�감소시켜왔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다.

인간은�지속가능한�발전을�방해하였지만,�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의�

희망이�된다는�점에서�지속가능한�발전에서�중요한�변수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은�사람들�사이에,�그리고�사람과�환경�사이에�

책임있는�관계를�발전시켜야만�달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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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1.3���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ESD)이란�
무엇인가

2002년�유엔�총회는�2005년부터�2014년까지�기간을�지속가능�

발전교육�10년으로�선언하며�교육이�미래의�발전을�지속가능케하는�

필수요소라고�강조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은�지속가능한�미래사회를�실현하기�위해�

현재를�변화시키는�것에�관심을�가진다.�이런�사회를�만들기�위해�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지속가능성에�맞추어�방향을�전환하고�있으며,�교육의�

내용과�방법을�다시�생각해보려한다.�ESD는�학습자가�지속가능성의�

문제를�예상하고,�비판적�사고를�하며,�문제를�직면하여�해결하도록�

준비시키는�교육이며,�이에�필요한�가치,�기술,�태도,�행동을�형성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에서�발견되는�주
제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의�목적은�학습자가�지속가능한�미래에�

책임감�있게�대응하는데�필요한�기술,�지식과�열정을�갖추게�하는�

것이다.�또한,�사회적,�환경적,�경제적�영역에서�마주하는�도전을�

학습자가�이해할�수�있게�하려는�것이다.

·   사회적 측면:

인권,�평화,�인간�안보,�성�평등,�건강,�거버넌스,�문화적�다양성,�문화적이고�

내재적인�유산,�지역의�지식과�기술�

·   환경적 측면:

생명의�다양성,�천연자원,�자연환경과�지구�기후

·   경제적 측면:

빈곤,�소득재분배,�고용과�생계�

이�세�영역은�상호�연결되어있고�동시에�상호�의존적이기에�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교육은�이런�도전�과제를�종합적으로�교육하고�학습시킨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이�추구하는�교육
적�원칙�

만약�학습자가�타인을�배려하는�마음과�책임감�있는�태도를�기르고�

지속가능한�삶의�양식을�지식에�기반하여�결정할�수�있는�역량을�

갖추기를�바란다면,�교육�시스템은�태도와�행동�그리고�삶의�양식에서�

변화를�이끌어오는�교육방법을�사용해야한다.�그러므로,�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교육은,

·   학제 간 통합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

학제�간�통합적인�관점으로�주제를�학습하고�현�주제에�새로운�지식과�

교육학적�방식을�포함�시키는�일을�수반한다.�지속가능한�발전을�하나의�

독립된�주제로�가르치는�것은�포함하지�않는다.�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

현재의�태도,�행동,�삶의�양식에�대해�질문하고�사회�문제를�비판적으로�

검토하는�일은�사람들로�하여금�문제의�원인을�보게�하여�그것을�

해결하려는�태도를�취하게�한다.�이러한�능력을�개발하면�지속가능한�

발전에�있는�딜레마와�도전을�다루는데�자신감을�갖게�된다.

·   가치 중심적이어야 한다:

가치는�기대와�행동을�결정한다.�모든�학습자와�개인�그리고�문화적�집단은�

그들의�가치와�원칙을�검토해야�하며�지속가능한�발전�안에서�그�가치와�

원칙들의�타당성을�평가해야�한다.�

1 핵심개념의 이해

나무심기,�아르멜라�학교의�그린�프로젝트,�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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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   다양해야 한다:

다각도에서�다양한�매체를�사용하여�학생들을�참여시키는�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한다.

·   참여적이어야 한다:

학습자는�지식�생산과�의사결정에�참여하고,�교육적인�제도를�형성하는데�

자신이�역할을�하고�있다고�여길�때�더�나은�성과를�보일�수�있다.�

·   지역적,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습득한�지식과�기술은�그들�자신과�밀접한�관련성이�있고�

일상에�적용가능한�것이어야�한다.�학습자�자신의�언어로�소통하면서,�

지역과�세계의�문제를�대면할�수�있어야�한다.

1.4���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
육은�어떤�관계를�가지는가�

무형문화유산은�오랜시간에�걸쳐�발전하면서�문화적으로�연관성이�

깊어진�지식과�기술,�가치의�저장소이다.�그러므로�무형문화유산은�

창의적이고�상호적이며�사회에�적용가능한�힘을�가진�것으로�볼�수�있다.�

이런�무형문화유산은�지속가능한�발전을�향해�나아가기�위한�공동의�

기반이�될�수�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지탱하는�무형문화유산은�다음의�성격을�가진다:

·�집합적이고�책임감�있으며�살아있는�관습들

·�세대�간�전승된�지식과�기술

·�적응성,�창의성,�혁신성

·�지속가능한�자연자원�사용

·�지역사회의�사회구조와�경제구조를�활용�

그림 1.�지속가능한�발전의�창조적�원천으로서의�문화

 
 

 
 문

화적 사고와 행동 방식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환경적 영역

책임감 있는

살만한

공정한

지속가능한
발전(SD)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은�학습자가�사회에�최선의�이익을�생각�

하고�행동하도록�격려하는�가치�중심적인�교육이다.�무형문화유산의�

가치관과�실천이�교육과�잘�융합된다면�이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교육을�보여주는�생동감있는�사례가�된다.

무형문화유산을�(학교의�기존�교과목�안에서�하나의�주제로)�학습하는�

것도�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에�기여한다.�자신이�속한�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에�대한�총체적인�접근을�통해�학습자는�자기�삶에�있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인�관점을�이해하게�되고,�그�사이에서�생기는�

시너지를�이해할�수�있게�된다.�나아가,�무형문화유산을�비판적이고�

전체적으로�접근할�때�학습자는�자신의�문화적�태도,�가치관,�행동이�

삶의�질을�전반적으로�향상�시키는지,�책임감�있고�공정한�것인지를�

성찰할�수�있게�된다.�

무형문화유산의�연행을�아래와�같이�사회적,�환경적�그리고�경제적인�

관점에서�바라보게�되면�학습자는�자신이�속한�사회가�지속가능한지를�

더�잘�이해하게�된다.

사회적 관점:

지역사회의�사회문화�제도를�학습하면�정부를�선택하는�투표와�합의�

구축,�논쟁�해결에서�현재�시스템이�어떤�역할을�하는지�학습자가�

이해하게�되고,�그�시스템이�어떻게�의사표현의�기회를�제공하는지도�

이해하게�된다.�동시에,�그러한�제도가�변화와�발전에서�수행하는�역할을�

더�잘�이해할�수�있게�된다.

환경적 관점:

지역사회의�자원이�어떻게�사용되는지�조사하고,�취약한�물리적�환경을�

평가해보면�학습자는�인간의�행동이�인류의�삶을�지속시켜줄�자원과�

생태계에�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이해할�수�있게�된다.

경제적 관점:

지역사회의�생산�및�무역�패턴을�조사하면�생산과�무역이�사회와�환경에�

어떤�영향을�주는지�학습자는�이해하게�된다.�개인과�사회차원의�소비�

상황을�평가해보면�학습자�자신이�미치는�영향력도�볼�수�있게�된다.

1 핵심개념의 이해

까쭈(Ca�trù)는�북베트남에서�전통�시에�가사를�붙여만든�노래이다.�까쭈는�세�명의�공연자가�진행한다.��
비브라토와�호흡기법으로�독특하고�화려한�목소리로�노래하면서,�동시에�나무상자를�때리거나�딱따기를��

연주하는�여성가수�1인,�세개의�현으로된�루트라는�현악기�연주자와�깊고�강한�북소리�연주자�2명으로�구성

된다.�어떤�공연에는�춤도�어우러진다.�까쭈의�형식은�예배,�오락,�왕실�의례,�경기�등�사회적�목적에�따라�서로�

다르다.�까쭈는�2009년�긴급한�보호를�필요로�하는�무형문화유산�목록에�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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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 fish pattern, Palau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교사 
들이 더 잘 인식하고, 더 많은 지식과 도구를 갖추게 하며 더 효
과적인 방법으로 그 지식을 전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첩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가 세계적 이슈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라는 목표가 이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방법론은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실행과제에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모든 학교와 교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젊은 세대의 생애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가 가정, 유치원, 중등, 고등교육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라잘리�타쉬마토브,�우즈베키스탄�예술문화원�민속창의성과�전통노래�교수�및�의장�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학습원칙 결합 

2.1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연계 학습주제 

2.2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형식적 수업과 통합하기 

문화와�환경과의�관계를�더�잘�이해하기�위한�현장학습에��

참여한�코로르(Koror)�초등학교�학생들

C H A P T E R  T W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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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2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학습원칙 결합

교실�현장에서�무형문화유산�요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

원칙을�결합하는�작업은�교사에게는�큰�도전이�될�수�있다.�따라서�첫�

걸음은�전통적인�관습,�지식,�기술,�가치관�중에서�식량안보,�건강과�생계�

위협,�환경과�사회적�분쟁처럼�반복되고�있는�문제에�대처하는데�도움이�

되었던�것을�찾아보는�것이다.�지역�사회가�어떻게�성공적으로�문화�

자원과�자산을�관리해왔는지,�소중한�관습과�기술과�지식의�계속성을�

어떻게�유지해왔는지를�공부하면�지속가능한�관습을�더�잘�이해하게�

된다.�이와�반대로�어떤�공동체가�자신의�지역자원을�관리하고�조정할�수�

없었는지를�공부하면�학생들은�지속가능하지�않은�관습이�무엇인지를�

알게된다.

지역의�무형문화유산에�대한�지식을�학교�교과목에�포함시키고�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원칙을�교육방법�(참여적�학습,�관련성�

등)에�통합함으로써,�학생들은�공동체의�관습을�지역사회의�환경,�물질,�

자원과�연결시킬�수�있게되고�보다�효과적으로�배울�수�있다.�이러한�

교육은�현실에�기반한�의미있는�교육이�되고,�학생들이�지속가능성과�

계속성,�공정성,�책임성의�문제를�성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그림 2.��ICH-ESD�통합으로�증진되는�교과목�수업효과

ESD ICH

교육과정

학문기반 교육

가치기반 교육 맥락기반 교육

무형문화유산은�교육과정에�문화�관련�내용을�제공하므로,�학습자는�

교실과�지역공동체의�지식과�기술이�서로�연계됨을�보게된다.�따라서�

학교와�공동체에서�배운�가치와�지식�사이에서�느낄�혼란을�감소시키고,�

어느�한�곳으로부터�소외될�위험을�감소시킨다.

학습자들이�아래와�같이�할�수�있을�때�교실수업과�교과서의�지식은�

적용가능한�것이�된다:

·   지역의�관습을�뒷받침하는�지식과�가치,�그리고�기술을�습득할�수�있을�때

·   모델이�되는�문화기반�시스템과�도구의�사용�방법을�배울�수�있을�때

·   지역사회의�자원이�생활에�어떻게�활용되는지를�배울�수�있을�때

·   지역사회의�관습에�담긴�과학적,�사회적,�상징적,�경제적�가치를�이해��

할�수�있을�때

기존의�교과목과�학교�활동에�무형문화유산�요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교육�원칙을�통합하면�학생들은�여러�과목의�지식과�기술을�배우는�

기회를�얻게된다.

표1.�ICH-ESD�통합�지침

교과영역
무형문화유산 종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요소

전승될 수 있는 “기술” 전승될 수 있는 “지식” 전승될 수 있는 “원칙”

인지영역

언어
·���말하기,�쓰기,�듣기,�스토리텔링,�노래하기,�지도,�
대화�기술

·���문화적�사투리,�노래,�관용구,�문학�등 ·���의사소통의�형식과�내용면에서�문화적�다양성�존중

수학
·���셈하기,�수열,�추측,�수량,�대응,�분류,�패턴�파악�기술

·���과정적�사고,�수평적�사고,�문제�해결�능력

·���문화권�특유의�수학�개념과�모델

·���문화권�특유의�계산,�측정,�기록�체계와�도구
·���전략적,�선제적,�비판적�사고의�필요성�이해

과학
·���탐구,�관찰,�분류,�분석,�평가�능력

·���생태계�상호의존성�추적�및�자연현상의�변화�평가�능력

·���구체적�맥락에�기반한�자연환경,�자연자원,�
동식물군에�대한�지식

·���생태계�존중과�책임있는�자연자원�사용

지리학

·���자연환경,�개발/개척�환경�매핑(mapping)�능력

·���인간과�환경�사이�상호의존관계�분석�및�정주지와�
생업�패턴의�변화�평가�능력

·���구체적�맥락에�기반한�기후조건,�물리적�환경,�
동식물군에�대한�지식

·���위치기반의�인문지리�지식�-�정주지,�생업,�생산�패턴�

·���관리되지�않고�지속가능성�없는�소비와�발전이��
초래한�결과�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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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무형문화유산 종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요소

전승될 수 있는 “기술” 전승될 수 있는 “지식” 전승될 수 있는 “원칙”

정서영역(감성)

시민교육
·���사회적�상호작용,�리더십,�책임성,�협업,�공유,�
인사관리(HR)

·���문화적으로�적합한�행동,�갈등�해결,�합의�도출,�
결정�과정에�대한�지식

·���지역사회의�신념체계에�의해�발전된�가치와��
윤리에�관한�지식

·�의식,�태도,�행동의�변화�촉진

·�책임의식,�공익적�행동�촉진

사회/역사

·�기록�분석�능력

·�역사적�행사,�기억에�관한�기록,�아카이빙,�전승�능력

·�상황적,�맥락적�분석�능력

·�지역의�사회적,�정치적,�경제적�체계와�구조에�대한�지식

·�사회적/역사적�역할,�관계,�네트워크에�대한�지식

·���역사와�사회,�사건의�시기와�순서를�형성하는�
사실적�지식

·���민족중심주의,�인종차별,�성불평등과�이것이�공동체와�
다른�국가에서�어떻게�표출되고�있는지에�대한�이해

·���태도의�변화가�일어나는�원인과�그�효과,�문화적�환경,�
변화의�개념에�대한�이해와�그것이�문명에�미치는�영향�
이해

심리영역

지역생활과학, 
수공예, 예술

·�수공예,�요리법,�건축�분야�직업�기술

·�감각-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도구와�기술에�대한�지식

·�자연자원과�재료,�그�잠재력에�대한�지식

·�미학에�대한�지식

·�문화적�상징체계에�대한�지식

·�집단�기억과�경험에�대한�존중

·�문화적�창조성�존중

물리학, 보건학

·�민첩성,�유연성,�균형과�같은�운동기능�증진

·�협동정신과�리더십에�대한�이해

·��신체에�대한�이해와�음식이�건강과�질병에�미치는�
영향�이해

·�건강한�음식을�선별하는�기술

·�건강한�습관

·�지역�스포츠,�게임,�신체활동에�대한�지식

·�연장자들로부터�전해�내려온�음식과�건강을�위한�행동

·���지역�특산물에�대한�영양학적,�의학적�지식

·�자기�존중과�자기수련에�대한�이해�증진

·�책임�있는�소비�촉진

·�지속가능한�농업�촉진

2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학습원칙 결합

2.1���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교육�연계�학습주제

중등학교�학생들에게는�주제적�접근을�통해�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그리고�형식적인�교과목이�연계되었음을�

이해시킬�수�있다.�공동체가�마주하고�있는�사회적,�경제적,�그리고�

환경적�문제는�무형문화유산의�구체적인�연행에�대해�비판적�학습�

(연구,�토론,�대화)을�하면서�탐색할�수�있다.�아래의�표는�그것을�

설명한다.

만약�학생들이�총체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성에�대해서�배우기를�원한�

다면,�무형문화유산�요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개념,�그리고�

학습�방법(참여적�학습�등)은�가능한�한�많은�교과목에�포함되어야한다.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몇�개의�교과목으로�

통합하려면�상당한�시간이�소요되지만,�몇�가지�장점도�있다.�학생들이�

다양한�관점에서�지역�사회의�지식과�관습을�배우고�검증할�수�있으며,�

이들이�서로�연계되어있다는�것을�이해하게�된다.

�

표2.�무형문화유산�연행에�대한�학습이�어떻게�교과학습을�강화시킬�수�있을까

사회학, 역사, 보건과학과 연계된 사회적 주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습

보건과�웰빙 식습관,�간호와�관련된�전통�연행과�지식,�그리고�사회환경적�배경�조사와�공유

성평등 무형문화유산을�사회적�주변화,�성평등의�관점에서�보고�사회적�패턴과�진화를�연구조사하고�이해

평화와�인간�안보,�갈등�해결 전통적�가족개념,�공동체�구조,�가치관에�대한�생각,�돌봄과�안전의�개념,�전통적�갈등조정�방법에�대한�연구조사와�공유

과학, 지리학과 연계된 환경적 주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습

생물다양성 식물을�활용한�약�제조,�전통적�유역관리,�해안관리체계에�관한�토착지식�연구조사

천연자원 문화�상품(음식,�전통약제,�의복,�가구,�건축재료�등)�제작을�위해�지역사회�자원이�어떻게�생산되고,�활용되고�관리되는지�조사연구

상업, 경제학과 연계된 경제적 주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습

소득분배 전통공예�생산라인과�교역,�또는�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고�지역사회�공동체에�이익을�주는�생계활동을�연구조사

지속가능한�삶 농·어업�공동체를�연구하여�그들의�식량조달�관습이�자급자족�경제에�어떻게�기여하는지�학습

빈곤�퇴치 공산품이�공동체에�유입되면�공동체�내에서�전통적�교역을�하던�사람들의�생계활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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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학습원칙 결합

2.2���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교육을�형식적�수업과�통합하기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개별적으로�가르치는�

것�보다는�기존�교육과정의�주제에�이러한�개념을�통합하는�작업이�

필수적이다.�교실�내에서�진행되는�형식적�수업에�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통합하는�방법에는�몇�가지가�있다.�

교실에서�하는�체험적이고�참여적인�수업활동,�무형문화유산�전문가�

초청�교실수업,�무형문화유산�연행�현장�방문관찰,�박물관�견학�등의�

방법이�있다.

무형문화유산을�관찰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현재의�

무형문화유산�연행의�여러�측면을�공동체와�학생의�태도,�행동과�

관련하여�(ESD�차원에서)�토론하는�것이�중요하며,�교육과정에서�배운�

특정�개념,�지식이나�기술에�무형문화유산을�관련시키는�것도�중요하다.�

삼각검증법

이�삼각검증법은�오른쪽�[그림�3]에�설명되어�있다.�이�도표는�교과목�

주제,�지역사회�무형문화유산�연행,�ESD�원칙이�수업에서�통합되는�

방법을�보여준다.�수업을�계획할�때에는�한�가지�요소에서�시작하겠지만,�

동시에�다른�두�요소를�충분히�고려하며�계획할�수�있다.

그림 3.�수업�계획의�삼각검증법

교과 주제

ICH 연행 ESD 원칙

교안을

통한 통합

수업�계획�시�세�가지�구성�요소가�있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형식적�교과목과�관련된�지식,�무형문화유산�연행,�ESD�원칙,�이�세�가지�

구성요소를�꼭�통합시키는�것이�중요하다.�이러한�통합적인�접근�방식은�

학습자가�이론적�지식을�상황에�적용하여�실행할�수�있게�해주고�동시에�

지역사회에,�국제사회에�어떤�이익이�되고�영향을�미치는지�혜택과�

영향을�이해할�수�있게�해준다.

통합은�다양하게�시작할�수�있는데,�교사는�우선�교과목의�주제를�하나�

선택한다�(예:�[그림�4]의�기하학).�그리고,�지역사회의�파트너�혹은�

문화전문가들과�협력하여�지역사회�내에�있는�적합한�무형문화유산(예:�

베짜기)을�찾는다.�그렇게�특정�주제(예:�직조�패턴에�있는�기하학)를�

적용할�수�있다.

그�다음,�교사는�ESD원칙�또는�개념(예:지역사회에서�베짜는�노동의�

지속가능성)을�결합하고,�ESD교육방법(예:참여적학습,�능동학습)에�

기반하여�수업을�하게된다.

또는,�지역의�전통지식과�기술을�전승하려는�열정을�가진�구성원이�

교안�설계를�시작할�수�있다�(예:�수확�기간에�공동체의�일원들이�부르는�

노래).�그러한�경우,�교사는�공동체가�협력하거나�문화전문가와�함께�

무형문화유산�연행에�대한�내용이�포함될�수�있는�적절한�교과목이나�

주제를�찾는다.�예를�들어,�자연�과학�수업에서는�농사�주기와�단계에�

대해�탐색해�볼�수�있다.�동시에�학생들은�자신들의�지역�식량생산을�

위한�농사의�중요성과�농사의�환경적�영향에�대해서�고찰해�볼�수�있다�

[그림5].

대안적으로,�교사�혹은�학교�전체가�월별로�지속가능성�주제를�정할�수�

있다�(예:�[그림�6]�해안지역�보호하기).�이�기간�동안�교사와�공동체는�

지역사회의�지식을�통합시키는�수업�디자인을�함께�할�수�있다.�예를�

들어,�하나의�수업에서는�전통적으로�해변을�어떻게�보호했는지�

전래동화�이야기를�듣고,�과학,�문학,�지리수업에서는�그�이야기에�담긴�

지식,�관습,�가치관에�대해�분석한다.

그림 4.�삼각검증법의�예:�기하학�수업

문양 속 기하학

ICH 연행:
직조

교과 주제:
기하학

ESD 원칙:
지속가능한 삶

그림 5.�삼각검증법의�예:�전통노래�탐구

농업과 추수 주기

ESD 원칙:
지속가능한 농업

교과 주제:
자연 과학

ICH 연행:
추수와 관련한
공동체 노동요

보호

그림 6.�삼각검증법의�예:�생태학에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주제�

토지 이용과 보호

교과 주제:
지리학

ESD 원칙:
해안지역 보호ICH 연행:

전래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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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수업이 더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므엉족의 민속노래를 
많이 불러주고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 준 진짜 예술가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베트남,�투�네�학교�7학년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형식교육에 통합하기:
준비, 설계, 그리고 실행

3.1    다양한 부문 간 협력 

3.2    무형문화유산 정보 자료수집과 연구

3.3    교사 역량강화

3.4    교육과정 구조화(mapping)

3.5    교안 개발 
이슬라마바드여자대학교�학생의�

서예(calligraphy)�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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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3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형식교육에 통합하기:  
준비, 설계, 그리고 실행 

이�지침서는�중등학교의�학습에�ICH-ESD를�통합하는�혁신적인��

접근법을�발굴하고�촉진하려는�목적으로�시행된�4건의�시범사업��

경험을�바탕으로�개발되었다.�이�시범사업은�팔라우,�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베트남에서�2013년과�2014년에�실시되었다.�이들��

국가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사회�문화적�다양성을�대표하기에��

선택되었다.

프로젝트�기간�동안�4개국의�다양한�분야의�팀들이�6-8학년의�교과

과정에�ICH-ESD를�통합하는�방법과�예시자료를�개발했다.�네�팀은�

공동의�목표를�두고�있었지만,�각각의�문화적�맥락,�자원,�우선순위에�

따라서�사업을�수행하였다.

맥락의�차이가�있었기에�다양한�접근법으로�교과과정에�ICH-ESD

를�통합하게�되었다.�접근방법을�검토한�후에�각�국의�교육부는�그것

을�지침서와�모듈로�집약하였으며,�그�지침서와�모듈은�국가별�후속

활동을�위한�틀로�활용될�것이다.

4개국의�시범사업�경험을�통해�총제적�접근을�강조하게�되었다.�여

기에서�총체적�접근이란�정책,�파트너십,�교육과정,�사회적�지지�및�

인적자원과�물적자원의�개발까지�모두�아우르는�접근방법을�말한

다.�이를�고려하여,�이�장에서는�형식적�교육에�ICH-ESD�를�통합하

기�위한�준비,�수업설계,�실행과정에서�중요한�몇�단계를�강조하고자�

한다.�각�단계들은�다음�그림에�설명되어�있다.

그림 7.�ICH-ESD를�교육에�통합시키는�단계

어린�학생에게�바구니�직조술을�가르쳐주는�마을�어르신

문헌연구 지식 센터

공공행사, 
언론, 세미나

정보원 인터뷰
(공동체 전문가)

정보공유
교육자, 학교, 

부모, 정책입안자

정보수집
ICH/교과목/ESD

교육과정 탐색
(진입점 설정)

가시성&공유

교안 개발

기타 자료

교육과정 변경

교육과정에 기여 특별활동

1  ICH-ESD 
내용 선정

2  연결고리
확인

3  교육목표 

설정

4  참여적 교수법, 
능동적 학습, 
공동체 참여 

5  학습활동과 
자료 개발

6  시범적용 및 개선

다부문 팀

공동체
구성원

교
육
기
관

문
화
기
관

교사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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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주요�단계는�하단에�자세히�설명되어�있다.�4개국에서�시행된�시범사업�

경험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각�단계는�틀을�보여주는�지침일�뿐이며,�

지역�상황에�따라�접근�방식은�변경될�수�있다.

3.1�다양한�부문�간�협력

교육적�변화를�끌어내는�데에는�시간과�노력이�필요하므로�장기적으로�

도와줄�수�있는�협력자를�구하는�것이�중요하다.�각�국가는�협력자를�

확인하고�초청하여�실무�위원회에�참여하게�함으로써�시범사업을�

시작했다.�이�위원회는�계획,�설계,�실행,�평가�및�후속�활동을�담당한다.

기관�협력자�

각�국가는�지역사회단위의�운영�체계와�시스템을�기반으로�제도적�협력�

체제를�구축했다.�협력자들은�다양한�부처의�고위직,�중견직�관리들과�

문화기관의�주제별�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다.

실무�위원회에�초청된�기관�협력자�:

·   교육 기관 : 교육부�관계자,�정책�결정자,�교육�과정�개발자�

·   교사 훈련 기관 : 훈련자�및�주제�관련�전문가�

·   학교 : 교장과�교사�

·   문화 기관 : 문화부,�문화유산부�또는�박물관�관리자�

·   전문 협회 : 무형문화유산�문제에�초점을�두는�시민�단체

·   학술 기관 : 주제별�전문가�(교사와�교장)

기관�협력자들의�기여는�다음과�같다:�

·   정부�관계자는�공식�교육과정�내용뿐만�아니라,�부처의�정책에�대한�정보를�

제공했다.�

·   정부�관리는�부처의�승인과�노력을�촉진시켰다.

·   교육�및�무형문화유산�관련�기관의�전문가들은�연구�수행을�지원하고,�

방법과�콘텐츠�개발을�도왔다.

·   교사는�수업을�설계하고�교안을�실행했다.

·   교육분야�협력자는�교육환경에�맞는�실제적인�정보를�제공하였고,�적시에�

교육과정을�검토하고�수정하도록�팀�구성원을�도왔다.

·   문화기관은�무형문화유산을�식별하는�방법을�조언하였고�(공동체의�정보를�

바탕으로�사전동의�확보�전�결정할�수�있는�부분�정리�포함),�무형문화유산에�

대한�정보의�질�향상에�기여했다.

·   협력자들은�정부의�담당부서와�학교장의�승인을�이끌어내는데�결정적인�

역할을�했으며�ICH-ESD�통합의�교육적�가치를�강조하는�한편,�학교가�이를�

실행하도록�촉진했다.

지역공동체�협력자

지역공동체�협력자는�지역의�무형문화유산�지식을�보유하고�있는�

사람뿐만�아니라�그�지역의�무형문화유산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

지역의�원로들,�지도자들�그리고�학부모들을�지칭한다.

이에�속하는�주요�이해관계자들은�다음과�같다:�

·   공동체,�NGO,�문화협회와�단체�전문가�및�촉진자

·   지역의�기술과�지식을�학생들에게�전승할�의향이�있는�지식�보유자,�원로,�

장인,�상인과�주민들

·   개인의�역량을�기여하기�원하는�학부모,�지역사회�지도자,�학교장과�교사들

지역공동체�협력자가�수행한�역할은�다음과�같다�:

·   지역사회�지도자와�주민은�자신들의�주변에�있는�무형문화유산을�인지하는�

데�도움을�주었다.

·   문화협회와�지역사회�역사학자는�무형문화유산에�대한�정보와�자원의�

편집에�도움을�주었다.

·   지역사회�지도자,�교사와�학부모는�현장�방문�기획을�돕고�현장�안내를�

지원했다.

·   지역사회�문화전문가들은�교사와�함께�자료를�설계하고�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문을�해주었다.

·   무형문화유산�실무자,�지역의�문화전문가들은�교실에서�발표자로,�

공동교사로,�또는�동영상�제작자로�조력자�역할을�하였다.

·   지역�공동체의�협력자들은�교사와�학생들이�자신의�문화적�맥락과�공동체의�

역사를�이해하도록�촉진하는�중요한�자원이�되었다.

·   이들은�지역사회�또는�공동체와�관련성이�높고�의미있는�무형문화유산�

연행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었고�교사들이�지역의�무형문화유산�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접근할�수�있는�경로를�확보해주었다.

·   다양한�사업단계에서�공동체가�해준�피드백은�형식적�수업에서�전파되는�

무형문화유산�정보의�정확성과�수용성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협력자�섭외와�참여�유지�

시범사업을�통해�얻은�교훈�중�하나는�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키는�

과정에�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것이다.�이�과정에는�다음이�포함�

된다.

·   지방과�전국차원에서,�그리고�공동체차원에서�자원과�전문성을�가지고�있는�

주요�이해당사자�발굴

·   사업을�실현할�의지와�능력을�갖추고�있는�협력자와�매개자를�선택

·   전국차원,�지방차원의�협력자들과�공동체�사이에�합의�구축

·   위원회나�팀에�이해당사자들을�실무협력자로�초대

·   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기여에�필요한�지지�획득

3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형식교육에�통합하기:�
준비,�설계,�그리고�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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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시범사업팀 현황 

사업팀(실무위원회)은 교육, 문화 및 공동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각 국가의 리더십 팀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통합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승인과 노력을 확보했다. 실행팀은 교육과정과 자료 개발, 교사교육을 포함한 프로젝트 실행을 담당하였고,  

지침서 및 수업계획안을 제작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은�다
음과�같은

�정부�차
원의�협력

자,�NGO
,�공동체

의�구성원
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협
력자는�정

보방송국
가문화유

산부였다
.�교육부

는�중요한
�

자문역할
을�했다.

·���파키스
탄�역사예

술건축재
단(THA

AP)의�조언과�
함께,�학

교-�

교사와�긴
밀한�관계

를�가지고
�있고�공

동체와�협
력�경험이

�있는�

NGO가�기
술적인�조

언을�제공
하였다.

·���공동체
를�대표하

여�문화유
산�지식�

보유자(우
스타드)들

이�참여

하였다.�
논의와�합

의를�통해
�다양한�

과목�교사
들을�학교

장이��

지명하였
다.

·���시범사
업은�11

개의�협력
�학교에�

초점을�맞
추었다.�이

�학교들은
�

공립�및�
사립학교

로�구성되
어있고�라

호르(펀잡
),�이슬라

마바드�

(이슬라마
바드�수도

권)와�페
샤와르(카

이바르�파
크툰크와

)에��

위치한다
.�

팔라우

리더십�팀
은�교육행

정�국장,
�교육과정

�및�교수
부�국장,

�교육과정
과��

학습자료
�개발팀장

,�연구평
가�팀장,

�학교운영
팀장,�그

리고�인사
�관리

팀장을�포
함하는�교

육부�리더
들로�구성

되었다.

팔라우�실
행팀은�교

육부의�교
육과정�및

�학습자료
�개발부장

(위원장)
,�

팔라우학�전문가(공동의장),�초등학교�교장,�환경부�팔라우�연구��

전문가(공
동�회장)

,�초등학
교�교장,

�벨라우�
국립�박물

관장,�공
동체�

및�문화부
�대표�2명

,�고등학
교�팔라우

학�교사,
�6학년�팔

라우학�교
사,��

그리고�2
명의�교육

부�사회학
�전문가들

을�포함하
고�있다.

우즈베키스탄�

리더십팀
은�공교육

부와�문화
체육부�소

속�공무원
(차관�및

�부서�팀
장),�

시범사업�참여�학교�이사장,�교원양성기관�대표들로�구성되었다.�

이들은�사
업�진행에

�필요한�
승인을�얻

거나�과학
�및�방법

론�위원회
의�

승인을�받
은�자료들

을�학교�교
육과정에

�포함하는
데�도움을

�주었다.

무형문화유산�전문가와�지식�보유자는�자료의�수집�과정을�도와�

주었고,�그
�책임을�맡

았다.�수업
자료의�개

발에도�참
여했다.�

교육전문
가들은�무

형문화유
산�전문가

와�관리자
,�그리고

�교사들과
�

긴밀하게
�협조하며

�수업자료
를�개발했

다.�이�수
업자료의

�사용자인
��

시범학교
의�교사들

은�사업실
행과정�전

반에�걸쳐
�피드백을

�제공했다
.

베트남

실무위원
회를�통해

�베트남�
팀은�"학

제�지침번
호�73/H

D-BGDĐ
T-

BVHTTD
L�학교�교

육에서�문
화유산을

�통합하기
"�항목에

�따라�시
범�

사업을�수
행하기�위

한�승인을
�얻을�수

�있었고�
교육훈련

부와�문화
체육�

관광부는
�협정을�

맺었다.�
베트남의

�사업팀은
�무형문화

유산�연구
에��

경험이�있
고�지역�

공동체들
과�일해�

본�경험이
�있는�베

트남�민족
학��

박물관의
�직원과�

교육훈련
부의�중등

교육부서
�직원,�그

리고�선발
된��

중등학교
의�과학교

사들로�구
성되었다

.

시범사업
이�진행되

는�동안�
유네스코

�현장�사
무소�직원

들은�기술
적인�

조언을�제
공했다.

협력자들의 협업 사례

팔라우 
팀은�팔라우�역사학자�협회원을�참여시켜�

교사들이�자료�개발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

했다.�협회원은�공동체�및�문화부와�긴밀히��

협조하면서�팔라우�공동체�내의�전통적�지식을�

공유하도록�했다.�교사들과�학생들이�무형문화�

유산에�대한�더�많은�정보를�얻도록�협회원의�

연락처와�지식�보유자�명단을�교사지침서에�

포함하기도�했다.

학습�내용을�풍부하게�하기�위하여�교사들이��

팔라우�역사학자�협회,�학교의�학부모-교사��

협회,�벨라우�가족학교�공동체�협회,�그리고�

팔라우의�문화,�예술,�공예�기술을�보유하고�

있는�공동체�구성원들을�초대하여�특강을��

마련하도록�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사업팀은�전통�보유자와�원로들이�

핵심�자원이라고�여겼다.�그들은�무형문화유산�

지식�보유자(우스타드)를�식별하고�그들의�

지식과�관습을�바탕으로�종합적인�자료집을�

제작했다.�이러한�자료집은�무형문화유산의�

표현에�대한�중요한�참고문헌이나�정보를�담고�

있어서�교사가�수업을�계획하고�개선하는데��

중요한�자료가�된다.�여기에�담긴�정보는��

다음과�같다.

·���구전�역사와�민요에�포함된�사회적�관습

·��파쉬툰(Pukhtun�또는�Pashtun)족의��

생활�전통

·�전통�놀이�

·���트럭�예술,�마자리(Mazari,�야자나무)�바구니��

제작,�악기,�구리제품�공방,�부족�자수,�금�자수,�

춘리(chunri)�홀치기�염색기술을�포함하는��

수공예�기술

·�서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각�이해당사자의�요구,�관심과�전문�지식을�사업�진행에�필요한�구체적�

행동과�연계시켜야한다.

·   각�이해당사자의�적절한�진입지점과�핵심역학,�그들의�역할과�기여를�

구체적으로�표현하기

·   전체�의제�개발�작업에�협력자들을�참여시키고�이�사업을�통해�자신들의�

의제를�추진하도록�도움

또�다른�중요한�교훈은�개인이나�기관�차원의�의제를�넘어�국내�또는�

국가간�정책협력�수준으로�협력자들의�기여를�끌어낼�수�있는�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개방적이고�참여적인�접근과�상호학습을�

통해,�협력자들은�직면하고�있는�도전과제와�문제해결�경험을�공유할�

수�있다.�이�과정은�협력자들이�더�큰�의제를�위해�기여하는�것의�가치를�

인식하도록�도왔다.

팀워크와�파트너십�구축을�위한�도전과제

팀워크와�파트너십�구축을�위하여�다음과제의�해결이�필요하다:

·   승인 또는 동의 획득

이�문제를�극복하기�위해�리더십�팀은�의사결정�권한이�있는�정부�기관�

대표의�참여를�고려해야한다.

·   적합한 협력자와 유능한 전문가 발굴 

어떤�사람을�팀�구성원으로�지명하기�전에�사업에�필요한�전문지식의�

소유자인지�알아보고,�잠재성이�있는�후보라면�사전에�대화를�하는�것이�

도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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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자의 적극적 참여

협력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게�하려면�그들의�요구,�관심,�전문지식을�

파악하고,�역할을�맡기�전,�역할에�대한�동의가�있어야�한다.�개인,�유관�

부처,�학교와�공동체의�의제를�조정하는�것도�중요하다.

· 교사와 학교장의 반대

촘촘히�짜여진�교육�일정을�감당할�수�있도록�유연성을�유지하는�방법을�

찾는�것이�중요하다.�그래야�교사들과�학교장들이�업무에�부담을�느끼지�

않고�효율적으로�참여할�수�있다.

·   공동체와의 연결  

파트너십을�맺기�전에�팀�구성원들이�현장에�나가서�(필요하면�NGO의�

도움을�받아)�네트워크�구축�활동을�하고,�공동체의�사고와�행동을�

이해하면서�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

3.2�무형문화유산�정보�자료수집과�연구

2003년�협약�제12조에�따르면,�당사국들은�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을�

작성하고�최신�정보로�업데이트할�의무가�있다.�이�정보가�유용하다면,�

이�목록은�무형문화유산의�확실한�기준으로�사용될�수�있다.�단,�이�

정보가�특정한�지역과�관련이�있고�관련�공동체가�사전에�정보를�

제공받고�공동체의�자유의지에�따라�동의한�목록인지�반드시�확인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무형문화유산에�대한�정보는�공동체에�관한�

문헌연구(기존의�출판물이나�문서를�공부)와�현장조사(인터뷰,�사진,�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 자유의지에 따른 사전 동의

2003년�협약에�따르면�문서화나�목록�작성을�포함한�무형문화유산�보호�조치는�관련�공동체에�

사전�정보를�제공하고�공동체의�자발적인�동의를�얻은�후�착수되어야�한다.�연구자와�교사들은��

공동체의�구성원들이�그들의�무형문화유산에�대한�정보가�수집되고�사용되는�방법에�대해��

제대로�이해하고�동의하였음을�확인해야한다.

연구교사들이�조개껍질에�무늬를�새겨�넣는�무형유산�기술을��

보유한�사람을�인터뷰하고�영상을�촬영하고�있다.�이�정보와��

영상은�연체동물의�역할과�특징을�다루는�생물학�수업에�사용된다.

비디오�및�녹음)를�통해�수집되었다.�무형문화유산�연구자로�박물관�

관계자�또는�직원,�역사가,�문화�전문가�및�지식�보유자가�참여하였다.�

국가사업팀은�사업의�준비단계�또는�수업계획�단계에서�무형문화유산�

연행과�연행자들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편집했다.�일부�국가사업팀은�

구체적인�주제를�파악하는�것으로�시작하였고,�그리고�나서�주제와�

관련있는�지역사회의�무형문화유산�정보를�탐색하였다.

또�다른�팀은�무형문화유산�연구�관련�정보와�교과목을�연결시켰다.�

연결에서�기준이�된�것은�수집된�자료와�정보의�유형이�교과�주제와�

일치되거나,�수업계획을�위해�교사들이�참고자료로�사용할�수�있는가�

였다.

아래의�[표3]은�무형문화유산에�관한�정보를�모으거나�특정한�유형의�

무형문화유산을�깊이�연구할�때에�고려해�볼�수�있는�몇가지�요소들을�

정리해�놓은�것이다.�지역사회의�맥락상�중요하다고�판단되면,�하단�표에�

제시된�요소를�활용하여�보완할�수�있다.

표3.�무형문화유산�정보를�수집할�때�고려해야할�사항들

무형문화유산 범주 정보출처 유용한 자료들 유용한 정보 

·�구전�전통과�표현물

·�공연�예술�

·�사회적�관습,�의례,�제전

·���자연과�우주에�관한�지식과�관습�
(농사,�어로,�항해�등)�

·�전통공예기술�

·�(그�외�다른�영역들)

장인,�지식�보유자
개인적�지식과�경험,�지식�전승을�돕는�자료들��
관습에�사용되는�자료들(악보,�기도집,�옷,�수공예품�등)�

·�지역사회�관련�정보

·�관련된�공동체와�사람들

·�연행과�연행자에�관한�정보

·�공동체에서�무형문화유산의�가치�

·�무형문화유산의�지속가능성

·�관련된�기술과�지식

·�관련�행사

·�관련�이야기�또는�역사�

·�기타�

지역의�문화�기관들

구전�정보,�사진,�신문�스크랩,�출판된�기사,�책지역의�역사학자들�또는�문화�전문가

공동체�구성원

문화�정보센터 안내장,�CD,�DVD

문화(유산)부�또는�관광부 국가/지역별�무형문화유산�목록��

대학 책,�연구논문,�비디오,�신문�발췌�

박물관
시청각자료(사진,�비디오,�녹음�등),��
실물자료(옷,�수공예품�등)

지역�또는�국가문헌정보센터 사진,�신문�스크랩

인터넷 블로그,�웹페이지,�기사,�학술논문,�지도�

(그�외의�다른�출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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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형식교육에�통합하기:�
준비,�설계,�그리고�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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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범위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무형문화유산�실무자들과�

전문가들도�무형문화유산을�수업�주제와�연결하는�것을�도와줄�수�있다.

교사들이�해당�지역�출신이�아니고�학생들의�문화와�언어에�익숙하지�

않은�경우,�지역사회의�무형문화유산�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협력자를�

찾는�노력이�더욱�중요하다.

정보의 부정확성 

수집된�무형문화유산�정보의�질과�정확성을�평가하는�다양한�방법을�

찾아보고,�단순화와�일반화를�피하는�것이�중요하다.

3.3�교사�역량강화�

교사는�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통합하는�

과정에서�중심역할을�한다.�4개국의�사업팀은�ICH-ESD�통합을�원활히�

하려면�교사의�역량강화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

대부분의�교사에게�무형문화유산�그�자체와�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사이의�관계는�생소한�개념이다.�대부분의�

시범사업팀은�효과적으로�수업계획을�설계하기�위해�교사들이�주변의�

무형문화유산에�대해�잘�알고�있어야�하며�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교육에�대해�깊이�있는�지식을�습득해야�한다고�강조했다.

교사들이�이러한�개념을�내면화하고�수업에�통합시키는�것을�돕기�위한�

훈련이�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수업에�통합시키는�

것은�문화적�내용과�지속가능성에�대해서�가르치는�것�그�이상이므로,�

새로운�교수�방법으로�바라봐야�한다.�전통적인�교수�방법은�ICH-

ESD통합에�부적절하므로,�교사들은�활동적인�교수-학습�방법과�교실-

공동체의�관계를�활용하는�방법에�대한�훈련을�받아야한다.�또한,�

학생들이�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성을�이해하고�학습하도록�촉진하는�

교육방법을�개발해야�한다.

무형문화유산에�대한�정보는�국가사업팀이�가장�잘�수집하고�분류하며�

공유한다.�공유된�정보는�교사가�교과목에�통합시킬�때에�자료로�사용할�

수�있다.�그러나�이�때에�무형문화유산이�연행되는�맥락이�반드시�

명확하게�설명되어야�한다.�그래야�그�정보�사용자가�자신의�맥락에�

어느정도�적합한지를�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구조화를�위한�도전과제

문헌연구의 과도한 의존 

국가�목록,�출판물이나�인터넷에서�이용�가능한�정보과�같은�2차정보에��

과도하게�의존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학생들이�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하거나�현재의�사회적,�경제적�그리고�환경적�상황을�파악할�

기회를�제공하지�못하기�때문이다.�연구자와�교사는�공동체를�방문하여�

무형문화유산의�연행,�연행자와�친숙해지기를�권장한다.�또한�연행의�

지속가능성에�영향을�주는�요소와�무형문화유산이�환경과�인간에게�

주는�영향�또한�연구의�일환으로써�검토되어야�한다.

해석과 이해의 다양성 

무형문화유산의�연행은�그것을�실연하는�공동체에�의해�규정된다.�

따라서,�연행의�방식은�공동체에�따라�다르게�진화될�수�있다.�

지역사회의�지식�보유자와�공동체의�구성원이�참여하고�관여할�수�있게�

해주는�것이�필요하다.�그리고�교육�시스템�내에서�무형문화유산의�

관련성과�의미를�지식�보유자와�공동체가�평가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교육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무형문화유산 지식의 부족 

‘어떤�무형문화유산을�조사할�것인가'�혹은�‘어떻게�연구할�것인가’에�

대해�준비하는�것은�전문가가�아닌�교육자에게는�매우�벅찬�작업일�

수�있다.�그러나�이러한�어려움�때문에�무형문화유산에�대한�연구를�

부차적인�분야로�여겨서는�안된다.�수업계획�단계나�준비단계에서�

무형문화유산�조사와�연구를�촉진하고�방향을�잡아주는�협력자를�

얻게되면�이러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다.�예를들어,�문화�관련�부서,�

정보센터,�박물관,�그리고�대학�대표들은�교육자들에게�무형문화유산에�

무형문화유산 구조화 사례

베트남 

베트남�사업팀은�
무형문화유산�구조

화를�위해�현장조
사�방법을�택했다

.�

이�방법은�교사들을
�훈련하여�주위에�

있는�무형문화유산
을�이해하고,�이를

�

인지하게�하고,�수
업내용에�그�지식

을�포함하게�하였
다.�또한,�민족학��

박물관에서�2일간
�워크숍을�실시하

여�교사들이�공동
체와�함께�협력�

하는�방법을�배웠
다.�워크숍�기간동

안�교사는�실행연
구의�기초를�배우

고�

정보를�수집하였다
.�무엇보다도�중요

한�것은�지식�보유
자와�네트워크를�

구축하게�되었다.�이
�보유자는�(직접�혹

은�영상을�통해)�수
업에�기여하였다.

팔라우 

팔라우�사업팀은�
무형문화유산�구조

화를�위해�문헌연
구�방법을�택했다

.��

팔라우학과�사회학
�전문가들은�출판

된�자료를�공유하
였고,�팔라우�문화

�

유산�수업과�관련
된�교육과정�기준

과�목적도�사업팀
�구성원들과�공유

�

하였다.

우즈베키스탄�교사�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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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형식교육에�통합하기:�
준비,�설계,�그리고�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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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량 강화의 사례  

베트남 

무형문화
유산을�수

업에�통합
하도록�훈

련하는�교
사역량강

화는�‘실
행

연구’와�‘
수업계획

의�개발’이
라는�2가

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연구
:�이�구성

요소는�교
사들이�자

신의�주변
에�있는�무

형문화유
산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있도록
�하여�후

에�자신들
의�수업에

�그�지식
을��

통합시킬
�수�있도록

�했다.�베
트남에서

는�교사가
�자신이�교

육하는�지
역�

출신이�아
니고�학생

들이�소속
된�공동체

의�관습과
�언어에�

익숙하지
��

않다는�문
제가�종종

�있다.�베
트남�민족

학�박물관
은�교사들

을�위한��

이틀간의
�현장�워

크숍을�개
최하여�교

사들이�지
역의�공동

체들과�함
께��

협력하는
�법을�배

우게�했다
.�워크숍에

서�교사들
은�실행연

구의�기초
와��

인터뷰�기술을�배웠고�공동체�내에서�연구를�수행하는�방향으로��

이루어졌
다.�또한

,�교사들
은�추후�

수업시간
에�활용할

�수�있도
록�지식��

보유자들
의�정보를

(직접�또
는�영상으

로)�수집
하였다.�

이러한�경
험은��

교사들이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을�더

�잘�이해
하게�해주

고�ICH-
ESD��

통합이�가
진�잠재력

을�이해할
�수�있게

�해주었다
.�사업�초

기,�대부분
의��

교사들은
�문헌연구

가�무형문
화유산에

�대한�충
분한�정보

를�가져다
주며�

이�정보를
�수업시간

에�활용할
�수�있다

고�믿었다
.�공동체

와�함께하
는��

경험을�통
해�교사들

은�공동체
의�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방
법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수업계획
의�개발:

�2차�워크
숍은�교사

들이�실행
연구�단계

에서�수집
한�

정보를�사용하여�수업계획과�활동을�개발하는�방법을�안내했다.�

교육훈련부는�베트남의�다른�지역에도�적용가능한�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개발하여�이러한�역량강화�과정을�진행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팔라우

팔라우�사
업팀은�사

업팀의�구
성원과�이

해당사자
들을�위해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워크

숍을�개최
했다.�워

크숍을�통
해�지식,

�아이디어
와�

기술을�나
누었다.�

워크숍에
서�이해당

사자들은
�더욱�긴

밀히�연결
되고�

관계도�돈
독해졌으

며�하나의
�팀으로서

�모두�함
께�자신들

�공동체의
��

무형문화
유산을�지

속가능하
게�하는�노

력을�추진
할�수�있었

다.

팔라우의
�무형문화

유산�국가
사업팀의

�구성원이
었던�교육

부�관계자
들도�

참관수업
을�진행하

고,�학교
에서�수업

계획을�시
범운영할

�때에는�
실무

훈련�방식
으로�피드

백을�주었
다.

파키스탄 

형식적�교
육�시스템

�상으로�2
7만�개가

�넘는�학교
와�150만

�명의�교사
를

보유하고
�있는�파

키스탄에
서�교사의

�인식제고
는�분명�

하나의�큰
�도전�

과제라고
�할�수�있

다.�이를�
달성시키

기�위해�구
상한�하나

의�방법은
�교사�

연수자들
을�훈련하

는�것이다
.�이�방법

은�시범사
업을�진행

하는�동안
��

작은�규모로�시범적으로�진행되었는데,�협력학교�교사들이�

교내�동료
교사들�사

이의�인식
�제고를�

위한�노력
을�하고�

동료지원
�

그룹을�형성하는�것이었다.�교육부는�이�방법이�전국적으로�확대�

되기를�원
하고�있다

.

시범사업
의�시작�단

계에서�파
키스탄�사

업팀은�선
발된�9개

�학교교사
를�

대상으로
�3일�워크

숍을�시행
하였다.�이

�워크숍은
�ICH-ES

D�기반�수
업�

계획�개발
에�초점을

�맞춘�것
이었다.�이

�훈련에서
�사용된�

수업�모듈
�중��

몇�가지는
�이�지침서

의�부록에
�실려�있다

.�다섯�가
지의�선별

된�무형문
화�

유산�주제
를�바탕으

로�교사들
은�7-10

학년의�수
업계획안

을�개발했
다.��

우스타드
(장인)는�

이�과정에
서�교사들

과�함께�일
하면서�교

사들이�무
형�

문화유산
�요소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업�내용
에�통합할

�수�있도
록��

도왔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사업팀은�이틀씩�두�차례의�워크숍을�진행했다.각�워크숍은��

무형문화유산의�여러�형태�-민속�노래와�전통�놀이-에�초점을��

맞추었다
.�워크숍

의�참여자
들은�선택

된�주제�
분야에�있

는�교사,
�참여�

하는�학교
의�관리,

�교원�능
력개발원

의�대표,
�그리고�

무형문화
유산��

보유자�및
�전문가들

이었다.�이
�훈련은�무

형문화유
산,�지속가

능한�발전

을�위한�
교육과�관

련된�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교수�방

법을�소개
하며,�

시범�모듈
을�검토하

고�발전시
키는�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사들�또
한�

민속�노래
와�전통�

놀이를�가
르치는�실

제적인�방
법에�대해

서�배웠다
.�

이�과정을
�통해�교

육�자료들
이�좀�더

�사용자�
친화적으

로�개선되
었고,�

교사와�학
생�모두에

게�흥미롭
게�바뀌었

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교사�훈련에�관해�고려해야�할�주제�

형식적�교육�내�ICH-ESD를�통합하기�위해�교사�훈련을�실시할�때,�

시범사업팀이�고려한�핵심�주제는�다음과�같다: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의�개념과�원칙의�이해�

·�주변의�관련있는�협력자�섭외�

·�주변의�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성�문제�파악�

·��무형문화유산�연행과�ESD�원칙을�교과목�내�통합�

·�참여중심,�학습자�중심의�교수-학습이�효과적인�이유

·����ICH-ESD�통합�수업계획의�개발과�적절한�교육방법�활용

·�자원의�개발�및�공유�

가능한 훈련방법

네�개의�시범사업에서�사용된�훈련법은�다양하고�각국의�교육적�맥락에�

맞추어�조정되었다.�사업팀들은�교사들을�훈련할�때�적용할�수�있는�몇가지�

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했다.

·�교사�훈련자�교육�

·�다양한�과목의�교사들과�워크숍�개최�

·��교사자격�취득과정�또는�교사연수�과정�내에�ICH-ESD�강의�제공�

·���교사훈련자료와�참고자료�개발,�무형문화유산,�ESD�핵심개념과�교수-학습�

적용�방법을�담은�교사용�매뉴얼�개발

·�문화관련�NGO와�파트너십�구축�훈련

·���무형문화유산�지식�보유자와�공동체의�구성원이�함께하는�현장�집중�워크숍�

개최

·�교사들�간의�상호�학습�및�상호�공유�

일반적으로,�국가사업팀은�교사의�훈련은�교육부의�책임이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사�역량�강화를�위한�도전과제�

교사들은�일반적으로�과도한�업무�부담을�가지고�있기�때문에�기존의�

접근법이나�방법에�변화를�주는�것에�관심이�없을�수도�있다.�이런�문제를�

극복하기�위해서는�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

수업�내용에�포함하면�교사들에게�이로울�것이며,�교사들이야말로�수업�

설계에서�중요한�협력자라는�확신을�심어주어야�한다.

3.4�교육과정�구조화(mapping)�

ICH-ESD는�기존의�교육과정�내�교과목을�통하여�전달되어야�한다.�

기존의�수업계획�형식을�사용할�수�있으면�교사의�업무가중이�생기지�

않고�정규�교육과정을�진행하는데�방해가�되지�않을�것이다.�

교육과정을�구조화한다는�것은�두�핵심개념을�교육과정에�녹아들게�하는�

기회를�찾는�것이며,�다양한�과목과�주제를�ICH-ESD에�어떻게�연결할�

것인가를�결정하는�과정이다.

시범사업�국가들은�교육과정�구조화�작업의�경우�교육부�관리,�교사,�

ICH-ESD�전문가들이�포함된�팀이�가장�잘�진행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런�팀은�ICH-ESD를�교과목�학습으로�통합하는�기회를�탐색할�때�

다양한�관점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다양한�구성원이�서로에게�현재의�

정책이나�개선사항,�자원,�그리고�역량에�대한�정보를�나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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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으로�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교육을�통합시키는�접근법�

사업팀들은�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교육과정에�

통합시키기�위한�다양한�진입점들을�모색했다.�예를�들면�교과목�통합,�

주제교과�통합,�지역사회�내용�할당�통합,�과외활동,�범교과�통합�등을�

포함한다.�가장�적절한�방법을�찾기�위해�교육시스템,�정책,�관습을�

고려해야만�했다.

표8.�ICH-ESD를�교육과정에�통합하기�위한�접근법

ICH-ESD 통합법

교과목 통합 

주제교과 
통합

지역사회 내용
할당 통합

과외활동

범교과
통합

전체학교
프로젝트 

교안을�준비하는�파키스탄�라호르�싱푸라(Singhpura)�여자고등학교의�교사들

Banks�and�McGee�Banks(2010)는�교육과정에�통합하는�3가지�

접근법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한다.�

변형적 접근방식:�기존�교육과정이�ICH-ESD�통합을�통해�변형된다.�

교과목의�내용은�그대로�유지하지만,�학생들은�문화와�맥락적�관점에서�

교과목�내용을�이해하고�또한�지속가능성과�관련된�현안들에�대해�

생각한다.�교사들은�교과목에서�구체적인�주제(물,�직업,�역사적�사건�

등)를�사용할�수�있다.�이것은�지역의�무형문화유산�관습과�지속가능성�

원칙을�연결하는�진입점�역할을�한다.�이�방법은�고학년들에게�더�적합할�

수�있다.

기여적 접근방식:�교사들은�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교육�요소들,�예를들어�전통놀이는�체육과�음악,�그리고�지속가능한�식량�

생산은�사회과목으로�분리하여�한�과목�내에서�하나의�주제로�가르칠�수�

있다.�또는�범교과�주제학습으로�(과학,�지리,�역사�수업의�한�부분으로�

전통놀이나�지속가능한�식량생산�등)무형문화유산�요소를�소개할�수�

있다.�교육과정�내에�지역사회에�대한�교수학습�비율이�정책적으로�

정해져�있다면�교사들은�이런�접근�방식으로�개별�무형문화유산의�

요소를�수업에�통합할�수�있다.�이�접근�방식은�모든�학년에게�적합하다.

부가적 접근방식: 공동�교육과정(현장견학이나�프로젝트�수행)이나�

과외�활동�(전체학교�프로젝트�또는�학교행사)으로�추가할�수�있다.�

이�접근법은�학생들이�교실�밖에서�무형문화유산과�ESD�원칙�사이의�

밀접한�관계를�살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관련�지역�공동체에서�

현장방문,�체험활동,�또는�프로젝트�중심�학습�등을�할�수�있다.�학교�

축제나�행사,�또는�연중�프로젝트의�형태로�적용할�수�있다.�이�접근�

방식은�모든�학년에게�적합하다.

교육과정�구조화를�위한�몇�가지�도전�과제

교사들은�무형문화유산이�담고�있는�지식을�시각화하여�교육과정에�

적용하는�데�어려움을�느낄지도�모른다.�따라서�지역사회의�지식�보유자,�

문화�전문가�등과�협력이�필요하다.�그래야만�ICH-ESD�표현물에�대한�

심도�깊은�이해가�가능하며�교사들이�더�많은�진입점을�찾을�수�있을�

것이다.

교사들은�교육과정을�변형하거나�조정하기를�원할�수�있다.�그러나�

교육과정�검토가�동시에�진행되지�않으면�어려운�일이다.�반면에�

내용의�통합은�수용되기�쉽고�점진적으로�진행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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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설계,�그리고�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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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교안�개발�

일단�교사�또는�교육자가�ICH-ESD�통합에�대한�접근법을�선택하면�

수업설계�과정이�시작된다.�교안�개발을�위해�다음과�같은�단계를�고려�

해야한다.

·�ICH-ESD�내용의�선별

·�교과목과�ICH-ESD�사이의�관계�검토�

·�학습�목표�수립�

·�흥미로운�교육방법�선택

·�학습활동과�교수-학습�자료�개발

·�개발된�교안의�적용,�평가�그리고�정교화

단계 1:�ICH-ESD�내용의�선별

이�과정에서는�가르칠�교과목과�학생들에게�흥미로운�ICH-ESD�영역에�

대한�자세한�정보가�필요하다.�교사,�문화전문가와�교육과정�전문가로�

구성된�팀이�협조하여�이�과정을�수행한다.

사업팀은�문서화된�자료를�공유하고,�정보교환을�위해�워크숍을�

개최하며�학교�또는�공동체에서�일어나는�현장�행사에�참석하여�ICH-

ESD에�대한�정보를�수집할�수�있다.�이번�시범�사업에�참여한�4개국�

교사들은�현장연구를�통해�무형문화유산을�체험하였고,�이�경험을�

바탕으로�교실수업과�무형문화유산을�연계하였다.

정보의�교환과�대화를�통해,�교사들은�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성의�

원칙·개념,�자신들이�가르치는�교과목의�내용,�기준,�그리고�목적을�

전달할�수�있었다.

사업팀은�문화적�관습에�관해�다음과�같은�비판적인�질문을�해�봄으로써�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에�대한�관점을�얻을�수�있다.

·�공정한가?�

·�책임감이�있는가?�

·�삶의�질을�향상시키는가?

·�후속�세대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예:�지속가능한가?)

교사들은�편파적인�성인식과�지역사회의�편견(예:�특정�종족,�계급,��

사회적�및�민족적�소수에�대한�편견)이�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교육�가치와는�모순된다는�점을�깨달아야만�한다.�이러한�

주제는�지속가능한�발전과는�양립할�수�없는�문제의�사례로�고학년�

학생들과�탐구해볼�수�있다.

교사들은�무형문화유산�보유자,�학부모들,�그리고�공동체�구성원에�

따라서�지식에�대한�해석이�다양해질�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그렇기에�해석의�다양성에�대한�여지를�남겨두는�것이�중요하다.�교사는�

또한�형식적�교육의�맥락에서�제시되는�무형문화유산을�원형으로�

받아들일�것이�아니라,�연행되는�다양한�형태�중의�한가지�해석이라는�

점을�분명히�해야한다.�

단계 2:�교과목과�ICH-ESD�사이의�관계�검토�

일단�교사들이�ICH-ESD�요소와�현안에�대해�익숙해지면�형식적인�

교과목의�내용에�이를�연결한다.�필요하다면,�교사는�지식�보유자�또는�

문화전문가들과�협력할�수�있다.

교사는�전통�지식과�관습을�현재�상황에�어떻게�적용하여�내용의�

관련성을�높일까도�고려해야한다.�관련성이�있는�부분에서는�교사들과�

지역�문화�전문가들이�현대�지식과�전통지식�사이의�시너지효과를�

강조해야�한다.�

일부�교과목의�주제는�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성�원칙에�연결하기�

쉽다.�예를�들어,�베트남의�생물학�수업에서는�연체동물을�주제로�

지역의�자개�수공예품을�설명하고,�연체동물의�특징에�대한�지식을�

전달한다.

교육과정 통합의 사례  

파키스탄
무형문화유산의�각�요소는�다양한�지식으로�구성되어�있다.�선별된��
무형문화유산�요소들의�의미와�형태,�그리고�관습을�충분히�이해하
기�위하여,�사업팀은�워크숍에�학교�교사와�우스타드(장인)를�초대
했다.�우스타드는�자신들의�기술을�자세히�시연했고�그�무형유산
의�심도�있는�지식을�보여주었다.�교육과정�내용에�익숙한�학교�교
사들은�수업에�사용될�수�있는�관습의�요소와�단계들을�짚어냈다.�
이런�협동과정을�통해�우스타드와�교사들은�다양한�지식이�실제�
수업이�되도록�할�수�있었다.�

팔라우 
팔라우�사업은�문화유산관련�교수학습�문서�

자료를�교육과정�기준에�맞게�조정하라는��

교육부의�요구를�활용했다.�팔라우학,�사회학��

교육과정�담당�교육부�관리자가�수업과�자료��

개선�과제에�배정되었다.�특히,�자료�개선의��

경우,�ICH-ESD�내용�강화가�핵심과제였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는�적어도�교육과정의�20%는�

지역사회의�내용으로�지정되어있다.

정책을�준수하면서�파키스탄�사업팀은�교육�

과정�내�정해진�기준과�학습성과에�ICH-ESD�

계획을�연계하였다.�보다�수월한�통합�방안으로�

파키스탄은�공동�교육과정�또는�과외활동으로�

‘문화�동아리’의�운영을�제안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전문가들이�학생과�교사들에게�무형문화�

유산의�개념에�대해�설명하고�설문을�통하여��

어떤�종목을�더�배우기를�희망하는지�물었다.�

학생들은�특히�민속�노래와�놀이에�흥미를�

보였다.�이러한�주제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

수업�계획을�정교하게�발전시키는�시작점으로�

활용하였다.�이�두�무형문화유산�요소와�연관된�

지식은�음악교육과�체육교육처럼�기존의��

교육과정�과목과�연결시킬�수�있었다.

베트남 
교사들과�박물관의�자료�전문가들이�수업�

계획과�자료조사를�할�수�있도록�훈련하는�집중�

훈련�워크숍을�열었다.�워크숍�중에�있었던��

공동체�현장�경험이�한�문학�교사에게�영감을�

주었다.�그�교사는�두�명의�공동체�지식�보유자를�

수업에�초청하여�이들이�학생들에게�므엉족��

민속음악을�가르치는�방식의�혁신적인�문학��

수업을�기획하였다.

교육과정 내 ICH-ESD 통합을 위한 각 국가별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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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미처리된�하수가�강을�오염시키고�연체�동물의�자연�서식지를�

파괴하여�개체수를�줄이며�무형문화유산(자개�수공예품의�생산)을�

위태롭게�만들�뿐�아니라,�지역의�생계를�위협하고�공동체의�발전에�

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는�것을�학생들이�이해할�수�있게�한다.

단계 3:�학습�목표�수립�

교안은�제시된�지식,�기술,�태도�그리고�가치를�중심으로�세워진�

학습목표에�맞게�구성되어야한다.�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

발전에�대한�학습�목표는�수업계획�안에�명확히�설명되어야�하며�

학생들이�오직�과목�학습에만�집중하지�않게�해야�한다.�예를�들어,�

파키스탄의�한�수업의�학습�목표는�‘물감의�화학적�구성�이해하기’와�

‘트럭�그림�그리기에�사용되는�물감의�종류�이해하기’,�‘독성�물감이�

물과�토양�오염에�미치는�영향과�트럭�매연이�공기�오염에�미치는�영향�

이해하기’이다.�관련�활동으로는�트럭�예술가가�환경�친화적인�무독성�

물감을�사용하는�프로젝트를�제시하였다.

물리�수업시간에�진동에�대하여�알아보기�위하여�베트남�전통�악기인�므엉족(Muong)의�공

(Gong,�징)을�활용하고�있는�학생들

단계 4:�흥미로운�교육방법�선택

사업팀은�아래와�같이�교실에서�사용할�수�있는�흥미로우면서도�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대해�검토해보았다.

> 능동적 학습 방법 

시범사업에�참여한�국가들의�경험에�따르면,�학습하는�과정에서�

학생들은�자신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고�느낄�때�학습�효과가�더�

높음을�확인했다.�능동학습�또는�'구성주의적'�학습은�문제해결식의�

참여적이고�체험적인�학습,�그리고�상호작용기반�학생중심�활동에�

학생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말한다.�관련�활동에는�연구�

프로젝트,�현장학습,�그리고�실험이�있다.�

연구�프로젝트는�학생이�공동체,�가족,�그리고�어르신들로부터�정보를�

수집하고�또한�지도�그리기,�사진�찍기,�지역의�축제나�사회관습에�

대해�인터뷰하기,�이야기,�전설,�그리고�설화와�수수께끼등을�

수집하도록�한다.�그러므로�학생은�필기하는�방법,�지도�그리기�

등에�대한�기본적인�능력을�갖추고�있어야만�한다.�또한�가능하다면�

언제든지�스스로�이미지,�책,�시청각�자료,�웹사이트�링크를�찾을�수�

있어야�한다.

현장학습은�학생들이�무형문화유산과�그�역사에�대한�맥락적�이해를�

넓힐�수�있도록�지역의�박물관�또는�문화�센터를�방문하는�것을�

포함한다.�또�이를�통해�어떻게�무형문화유산을�인지해야하는지,�

전시관의�작품들은�어떻게�봐야�할지도�배우게�된다.

현장학습의�또�다른�형태는�공동체를�방문하는�것이다.�예를�들어,�

공동체가�개최하는�행사나�축제,�문화공연을�준비하는�과정을�관찰하고,�

참여하고�있는�지역의�문화�산업체나�공예�장인을�방문하는�것이다.�

이러한�현장학습은�학생들이�그�지역의�무형문화유산를�경험할�수�있게�

해준다.�학생들이�이미�무형문화유산�관습에�익숙해져�있다�하더라도�

현장학습은�그들에게�다양한�관점(지속가능성의�관점)에서�해당�

무형문화유산를�바라보는�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

> 공동체의 수업 참여 

공동체의�참여는�학생들에게�자극이�된다.�그리고�지식�보유자,�공동체�

구성원,�또는�문화�전문가들과�함께�실연을�해보거나,�이야기를�나누거나�

안내를�받으며�둘러볼�수�있다.

춘리(chunri)�홀치기�염색기술에�대해�알아보고�있는�파키스탄�라호르�싱푸라(Singhpura)�

여자고등학교의�학생들

현장학습을�나선�팔라우의�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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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의 사례  

팔라우 
시범�수업을�체험활동으로�시작하면�학생들의�관심을�쉽게�끌어낼�수�있는�

반면,�강의로�시작하면�그렇지�못할�가능성이�높다.�팔라우�사업팀은��

다뤄지는�내용이�과거에만�머물러�있는�것이�아니라�현재에도�적용이��

된다는�점을�강조할�때�내용적�관련성을�높이고�학생들의�흥미를�높이는�

또�다른�방법이라는�것을�발견했다.�공동체�존중의�중요성에�대해서�배우는��

수업은�매일�학생들이�다니는�길에�적용되는�교통�규칙을�가지고�이루어�

졌다.�생각해볼�수�있는�시나리오들을�하나씩�검토하면서�학생들은�교통�

안전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었을�뿐만�아니라�도로규칙을�포함하는��

공동체의�규범을�존중하는�것이�팔라우의�문화적�가치의�일부라는�것을��

이해할�수�있게�되었다.

베트남 
두�명의�므엉족을�초대하여�그들의�민속�노래를�배우며�문학�수업을��

진행했다.�전통�보유자는�학생들에게�므엉족의�민속놀이를�하는�방법을��

알려주며�수업을�시작했다.�그�후�그들은�전통노래를�함께�부르며�노래의��

의미에�관해서�설명했다.�이후에�학생들은�므엉족의�문화와�관련한��

물품들을�수집하여�교실에서�그룹을�나누어�전시했다.�수업에서는��

실제�살아있는�유산으로서의�무형유산을�경험하기�위하여�악기�

(Gong,�징)와�시각자료(므엉족�의례와�수공예품�제작�과정�영상)를��

활용하여�학생들의�참여를�이끌었다.�투네�학교의�7학년생은�므엉족의��

민속�노래를�진짜�전통�보유자가�우리에게�불러주고�그�가사의�의미를��

설명해주었기�때문에�문학수업이�더�흥미로웠다고�말했다.�이�수업을��

통해�학생들은�지역�문학의�관습과�요소에�대해�배웠으며�소수�민족�및��

토착문화와�긍정적인�상호작용을�직접�경험할�수�있었다.

[표4]는�베트남�사업팀이�작성한�것으로�수업�내용,�무형문화유산��

요소�그리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원칙�사이의�연결고리를��

요약한�것이다.�수업계획을�개발하는데�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이��

표는�적합한�교수-학습�방법�및�활동을�시각화하는�작업에도�도움을��

줄�것이다.

표4.�수업�내용,�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과의�연결고리

수업 주제 무형문화유산 요소
무형문화유산을 고려한 수업 내용과  
학습활동 제안

교수법 지속가능성의 관점

연체동물(생물,�8학년) 자개�수공예품,�연체동물�양식 ·�연체동물에�대한�생물학적�이해

·���생존환경에�대한�이해�
(오염되지�않은�물�등)

·���연체동물/껍데기의�활용�
(장식,�보석류�등)

·���학습활동�:�지식�보유자와�전문가의��
지도�하에�자개�수공예품을�만들어보는
체험활동,�수질오염과�생존환경��
사이�관계에�대한�발표

·���교실�또는�수공예품을�제작하고��
있는�공방에서�수업�진행

·���전반적�사항에�대한�사전�조사�진행

·���기능�보유자들이�자신의�작업에��
대해�설명하고�학생들에게�체험�
기회�제공

·���위험요소에�대한�이해와��
생존환경의�보호�방법에�대한�인지

·���전통적�자개�수공예품의��
지속가능성이�위협받고�있는��
현실�이해

·���수질오염이�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미치는�영향력�인지

©
 R

ep
ub

lic
 S

ci
en

tifi
c 

M
et

ho
di

ca
l C

en
tre

 fo
r F

ol
k C

re
at

iv
ity

, C
ul

tu
re

 a
nd

 E
nl

ig
ht

en
m

en
t o

f t
he

 M
in

ist
ry

 o
f C

ul
tu

re
 a

nd
 S

po
rt

민속노래를�부르고�있는�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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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학습활동과�교수-학습�자료�개발

무형문화유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내용은�모든�수업에�

두루�사용될�수�있다.�학습활동을�개발할�때에�중요하게�지켜야할�것은��

상호작용�기반�활동이고,�수업목표에�맞으며,�시간을�지키고,�이론적�

지식과�실제적인�적용을�모두�다루는�것이다.�또한,�학습활동은�

무형문화유산�요소를�통합해야�할�뿐�아니라�학생들에게�지속가능성의�

문제를�계속해서�던져�주어야�한다.�예를�들어,�직조내용을�다루는�

기하학�수업에서는�학생들에게�직조와�관련하여�지역의�천연자원이�

받는�위협에�대해서�파악하도록�할�수�있다.�즉,�학생들은�직조에�

사용되는�식물이�자라는�지역에서�일어나는�산림�채벌이�그�식물의�

멸종을�초래하고�이는�무형문화유산(직조�기술)을�위협하고�지역의�직조�

관련�직업과�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을�발견할�수�있다.�

시범사업팀은�기존의�교실수업�자료와�다양한�종류의�자료를�함께�

사용하기를�권고한다.�예를�들어,�이야기,�이미지,�보유자들과의�대화,�

공연,�시청각�자료(영상과�음악)�그리고�슬라이드�쇼�등이다.�또한�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관련된�자원�자료를�수집하고,�정확성을�확인하며,�

인쇄물�또는�디지털�형식으로�자료를�공유하려면�학교,�문화기관�그리고�

정부�부처�등�다양한�협력자들의�노력과�참여가�필요하다.

시범사업의�일환으로,�교사와�지역의�문화기관들은�연행자,�공동체의�

원로들과�함께�지역의�무형문화유산�관습�및�표현물과�관련된�자료를�

조사했다.�일부�사업팀은�문화기관이나�정부�부처에서�준비한�무형문화�

유산�자료를�2차�자료로�사용하기도�했다.�

책과�출판물은�목록으로�만들어져�교사들을�위한�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훈련�모듈,�시청각�보충�자료,�협력자가�개발한�교안은�

온라인에서�다른�교사들과�공유하였다.�보충�자료들은�수업�시간에�

비디오의�형태로�개발되기도�했다.

단계 6:�개발�교안의�적용,�평가�그리고�정교화�

마지막�단계는�교안이�목표와�일치하는지를�결정하고�어떤�부분에서�

개선할�필요가�있을지�피드백을�얻는�절차이다.

평가는�내용과�교수-학습�방법�그리고�수업의�효과를�평가해야�한다.�

특히,�평가에서는�다음의�항목을�다루어야�한다.

·���교안의�실현�가능성�그리고�교육과정의�요구�충족�여부

·�무형문화유산�요소에�대한�정보의�정확성�

·�교과목과�ICH-ESD의�연관성

표5.�교안�평가의�예�

수업내용 무형문화유산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원칙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좋음 X X X

개선필요 X X

비고 수업�주제가�교육과정에�포함됨
무형문화유산�내용이�교과목과�
관련�있음

지속가능성�문제는�논의되지��
않음

학생들의�적극적인�참여�활동이�
포함됨

학생들이�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성의�관계를�발견�못함�

3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형식교육에�통합하기:�
준비,�설계,�그리고�실행

자료수집 및 개발 사례   

파키스탄 
파키스탄�시범사업에서�교육자들은�서예,�천�염색,�자수�그리고�민속�음악��

분야의�무형문화유산�지식�보유자들과�협력하여�사업을�진행했다.�지식��

보유자는�무형문화유산과�관련된�사물,�자료�그리고�도구에�관해�다양한�지식을��

제공하였다.�이를�손쉽게�사용할�수�있도록�파워포인트�슬라이드를�제작,�문서화�

하여�교안�제작�관련�워크숍에서�교사들에게�소개하였다.

팔라우
팔라우�무형문화유산�국가�사업팀은�중요한�문서자료를�찾아내는�일을�했다.��

교육과정이�요구하는�내용에�맞는�팸플릿과�도서,�그리고�참고자료를��

찾아내고�수집했다.�이러한�과정을�통해�관련자료�리스트가�작성되었고�한�권

의�자료집으로�묶어�14개의�공립�초등학교와�모든�사립학교에�배포되었다.

베트남 
베트남�사업팀은�현장학습�진행�후�다음�현장학습에서�보충해야�할�영상자료,�

사진자료,�녹음�계획을�세우기�위하여�교사와�지역사회�문화�관료들이�수집한��

자료를�바로�검토하였다.�민족학�박물관의�관계자와�협력하여�과학수업에��

사용될�수�있는�무형문화유산�비디오를�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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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유자가�수업의�준비와�전달에�어느�정도�참여했는가?

·���교수-학습�방법이�얼마나�적절한가?�

·���학생들이�무형문화유산�요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원칙에�대해�

제시된�정보와�연결점을�이해하고�있는가?

교안은�시범사업�사업국의�실무단과�선발된�교실의�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몇몇�사례에서는�전문가가�참석하여�피드백을�제공했다.�

일부�사업팀은�교안과�이에�수반되는�교수�학습�자료를�평가하고�

조정하기�위해�워크숍을�개최했다.�시범�수업�이후에�교사들과�지역�

문화�전문가들은�교안의�학습활동과�자료�(사진과�동영상)�부분을�

정교화했다.�필요한�보충�자료와�도구도�추가했다.

수업�디자인과�교안�준비�시�고려사항

특정한�무형문화유산이�연행되고�있는�장소로�견학이나�현장학습을�

계획할�때,�교사들은�학교와�현장의�거리를�고려해야만�하며�그�현장이�

안전하게�방문�가능한�곳인지�검토하는�것이�중요하다.�마찬가지로,�

연행자를�학교로�초대할�때,�교사는�반드시�이에�따른�비용과�시간을�

고려해야�한다.�교사들은�또한�체험활동에�필요한�자료,�도구�등을�

준비하고�확인하기�위하여�미리�계획해야�한다.�

실습을�하려면�자료와�도구�구입비용이�든다.�그렇기�때문에�학교는�

모금운동과�지역사회�접촉을�통해�현물�또는�재정지원을�얻을�수�있다.

자르도지(Zardozi,�전통�금자수)를�체험하고�있는�파키스탄�라호르�바그반푸라(Baghbanpura)�

공립�남자고등학교의�한�학생

모둠�과제를�수행하고�있는�팔라우�학생들

교안 개발, 적용 그리고 정교화

파키스탄 
교안을�개발하는�과정의�하나로,��

교사와�전통�보유자들을�위한��

워크숍을�개최했다.�이�워크숍은��

주제의�연결고리,�통합된�무형문화�

유산�요소의�연관성과�정보의��

정확성이�학생과�공동체가�수용�

할만한�정도인지�함께�논의하는��

장이�되었다.

팔라우
팔라우학은�무형문화유산에�대해��

언급하고�있는�교과�중�한�과목�

이다.�팔라우학의�전문가들은�이��

과목에서�무형문화유산과�관련��

있는�주제-팔라우의�관습,�농기구,��

어업�관습,�전통�나무�조각-를��

찾아냈다.�교안을�개발하는�교사�

들은�ICH-ESD�원칙과�교육과정��

기준,�목적에�따라�수업을�준비했다.

교안은�다른�교사들에게�받은�피드

백을�바탕으로�다듬어졌다.�전문가

들은�교실을�방문하여�시범�수업을�

참관하고�활용된�교수�방법의�질을�

개선하기�위해�피드백을�주었다.�

베트남 
과학�수업�교안을�1차로�검토한��

후에,�교사는�지식�보유자를�교실로�

초대하는�것은�시간상�효율적이지�

않다고�결론을�내렸다.�왜냐하면,��

수업시간에�무형문화유산과�관련�

된�내용을�배우는�시간은�단�10분�

이었기�때문이다.�대신,�교사는��

시청각자료를�이용하여�지식��

보유자와�무형문화유산�연행에��

대해서�보여주었다.

3 �무형문화유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을�형식교육에�통합하기:�
준비,�설계,�그리고�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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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ther “lanka”, Uzbekistan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우리 학교에서 시범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  
노래, 특별한 음식을 나누고 배우고 싶어하는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일상생활과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야스민�카우저(Yasmin�Kauser),�교사,�싱푸라(Singhpura)�공립�여자고등학교

가시성과 공유

4.1    정보의 공유 

4.2    지식 센터

4.3    세미나, 공공 행사, 그리고 언론 홍보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의�전통노래�

공연을�보러온�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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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sibility and Sharing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4 가시성과 공유  

교사들과�시범사업팀�구성원은�자료,�수업계획,�경험을�공유하여�ICH-

ESD�통합이�교육현장에서�더욱�확산되게�하였다.�성공적인�통합이�

이루어지게�되면,�교수-학습활동이�풍성해지고,�공동체�구성원에게�

긍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는�점을�이해당사자들이�확신하게�된다.

4.1�정보의�공유�

무형문화유산�연행과�연행자로부터�수집된�정보는�잘�정리하여�사람들�

(교사,�교육자,�교장,�부모,�정책입안자와�일반�대중)과�쉽게�공유할�수�

있어야�한다.�이�정보를�보고�사람들은�향후의�업무�협력자를�선택하고�

무형문화유산�연행과�연행자를�파악할�수�있다.�정보공유는�학교안에서,�

한�지역�안에�있는�학교�간,�지역사회�전체�또는�국가�전체적으로�이뤄질�

수�있다.

교내�또는�주변학교와�정보를�공유하려면�회의나�워크숍,�수업�참관�

그리고�문화행사를�이용할�수�있다.�이외에도�지방�교육청이�정보와�자료�

공유를�도와줄�수�있다.

또는�데이터베이스를�통해�공유될�수�있다.�관련성�높은�정보�

데이터베이스를�보유하려면�지속적�업데이트가�필요하다.�그러므로�

적절한�재원이�배치되어야�한다.�학교가�수집한�정보는�(예를�들어�다른�

문화기관이�구축해둔)�기존�데이터베이스에�통합하는�것이�유용하고�

비용적�측면에서도�효율적이다.

웹사이트도�정보�공유의�수단이�될�수�있다.�교사들은�웹사이트를�통해�

교안을�공유할�수�있고�다른�동료�교사들의�수업을�동영상으로�볼�수�

있으며,�교수학습�자료와�참고자료를�공유할�수�있다.

4.2�지식�센터�
�

지식�센터는�정보와�자원을�공유하는�또�다른�수단이�될�수�있을�뿐만�

아니라,�훈련과�활동을�제공하는�장소가�될�수도�있다.�지식�센터는�다수의�

지역�학교와�지역�전체에�기여할�수도�있다.�특히�제한된�자원을�보유한�

지역사회에�서비스를�제공할�때�비용효과가�높은�방법이다.�이러한�

센터는�학교,�공립�도서관,�또는�공공건물�내�기증공간에�위치할�수도�

있다.�

지식�센터는�다음과�같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공동체�주변의�학교와�인적자원을�연결�

·���무형문화유산�기록과�관련�자료�정보�공유방법에�관해�협력자�대상�교육

·���실무자,�학교,�NGO,�전문가�또는�기관으로부터�무형문화유산�연행과�관련한�

기존�자료�수집�

·�학교와�학생들이�사용할�수�있는�정보와�자료�제작�

·���지식�보유자가�교실수업에�직접�참여하지�못할�경우,�협력자들과�함께�

시청각자료를�개발하여�수업예시를�보여줌

시범사업�결과를�지방정부�교육문화부와�공유하고�있는�파키스탄�국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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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과 공유를 보여주는 사례    

베트남 
교육부는�무형문화유산을�수업에�통합시키는�방법과�교안�예시,�교수-�

학습�자료에�관한�국가�차원의�지침서를�출판하고�이�자료들을�웹사이트�

에서도�이용가능하게�했다.�교안과�자료는�모든�교사와�학교가�언제든지�

사용할�수�있다.�이러한�교안과�자료가�영감이�되어�문화가�다양한�지역에

서는�지역특색을�살린�버전을�개발하게�되었다.

3개의�시범�수업�결과가�유튜브와�교육부�웹사이트에�올라와�있다.�

·���7학년�생물학�시범�수업�

https://youtu.be/jW9mCkZA6JU�

·���7학년�물리학�시범�수업�

https://youtu.be/dq0m6Tmmh3A�

·���8학년�화학�시범�수업�

https://youtu.be/bXBqdTyhgrc�

팔라우
팔라우�무형문화유산�국가사업팀은�2014년�8월�연례�교육�회의에서�

ICH-ESD�교안을�공개했다.�공립�및�사립학교의�교사들이�교안을�활용�

하는�법을�배우기�위해�이�회의에�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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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시성과 공유  

4.3�세미나,�공공�행사,�그리고�언론�홍보

교육자,�정책입안자,�학부모,�그리고�일반�대중에게�ICH-ESD�통합을�

홍보하는�것은�중요하다.�다양한�플랫폼이�가시성을�높이기�위해�사용될�

수�있다.

·���가족,�지식�보유자�그리고�공동체를�포함하는�문화�관련�전시나�학교기반�

무형문화유산�축제�개최

·���형식적�교육과�ICH-ESD�통합�개념이�낯선�교사와�교육자들을�위한�

세미나와�워크숍�개최

·���언론과�정책입안자를�공동체나�학교에서�학생들이�진행하는�무형문화유산�

활동에�초대

·���언론과�교육�잡지에�기사를�기고하여�무형문화유산에�대한�인식을�

지속가능한�발전으로�연관시키는�사고의�전환을�촉진

가시성과�공유에서�만나는�도전과제

정보를�공유하고�관리하는�책임자가�없으면�데이터와�자원은�업데이트

되지�못하고�사라지게�된다.�기관�내에�정보수집과�관리자가�자주�바뀌는��

경우도�마찬가지이다.�정보와�자원을�조직하고�이를�다른�사람들이��

활용할�수�있게�하는�구심점을�지정할�필요가�있다.�학교와�문화관련��

기관들이�정보와�활동을�조직화하고�관리하는�지식센터로�지정되어야��

한다.�덧붙여�지식�센터를�관리하는�직원이�있어야�하며�정보관리에��

관한�훈련을�꼭�받아야�한다.

데이터�처리와�정보�보관을�위한�컴퓨터,�교수-학습을�위한�DVD�

플레이어�같은�멀티미디어�기자재들을�갖추는�것은�비용적�부담이�

될�수�있다.�따라서,�가능하면�학교들은�이런�자재나�시설을�공유해야�

한다.�공유가�불가능하고,�이런�기자재와�시설도�부재한�학교의�경우는�

연행현장�방문과�같은�다른�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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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학교41(School�#41)의�전통노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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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dye pattern, Pakistan

5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저는 정말 시범사업팀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ICH-ESD 교안은  
잘 짜여졌고 교육과정 목표와 기준에도 잘 맞게 구성되었어요. 
교안은 외부 강사진에 대한 자료와 함께 현장학습 과정을 설명
하며,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 
하고, 평가 도구도 제시해주고 있어 수업 진행이 더 수월했습니다.”

스코티�리추셔(Scotty�Rechucher),�교사,�멜레케오크(Melekeok)�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5.1    교사 훈련 모듈 예제

5.2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기록 사례

5.3    교안 예제 

교사훈련�워크숍에서�개발한�자료들을�

제시하고�있는�베트남의�교사

C H A P T E R  F I V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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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5.1�교사�훈련�모듈�예제
�

파키스탄의�시범사업팀은�카이바르�파크툰크와� (Khyber�

Pukhtunkhwa(KP))�주�학교�교사�훈련을�위한�자료를�시리즈로�

제작하였다.�이는�유네스코의�이슬라마바드�구상(Islamabad�

Initiative)인�‘문화유산�교육을�통한�평화와�사회결속�증진’이라는�

이름으로�이루어졌다.�협력�학교들은�문화적�특색이�뚜렷이�서로�다른�두�

지역에�있는�학교였다.

KP훈련에는�여섯�가지�교사훈련�모듈이�있다.

·���기본�원칙에�집중하는�모듈�(입문:�왜�무형문화유산이�학습에�통합되어야�

하는지)�

·���수업시간에�사용될�필수�정보를�교사들에게�제공하기�위한�네�가지의�

선별된�모듈:�사회�관습,�파크툰크와의�살아있는�전통,�전통�놀이,�그리고�

수공예품�

·���주제�중심�프로젝트�(나의�집과�나의�공동체,�나의�조상들과�나의�정체성,�

우리의�상황,�나의�문화와�자긍심)

각�모듈의�보충자료로�조력자를�위한�제안과�참고자료가�있다.

위�자료와�관련하여,�8개의�교사훈련�모듈이�시범사업의�일환으로�

개발되었다.

·   모듈 1-A:�무형문화유산의�이해�

·   모듈 1-B:�무형문화유산과�교육의�통합�이유�

·   모듈 2:�교육현장을�위한�자르도지(Zardozi)�자수

·   모듈 3:�푼잡의�민속�음악과�악기�

·   모듈 4:�교육현장을�위한�서예�

·   모듈 5:�교육현장을�위한�춘리(Chunri)�홀치기�염색

·   모듈 6:�키사�고이(Qissa�Goi)�스토리텔링�

·   모듈 7:�주제�중심�프로젝트��

몇�가지�모듈의�구성과�목적을�아래의�예시로�제시한다.

모듈 1-A: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개요:�이�모듈은�핵심개념에�대한�기본적인�정보와�무형문화유산,�지속�

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공동체,�보호,�모범적인�무형문화유산�연행에�

대한�기록,�지속가능성과�지속가능한�발전과�같은�용어에�대한�설명을�

제시한다.

목적:�이�모듈을�끝낸�후에�참가자들은�유네스코�협약과�핵심개념을�더�

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또한,�관련�교육�활동을�기획하는�법에�대해서�

아이디어를�얻게�될�것이다.�모듈을�완료한�피교육자들은�아래와�같이�할�

수�있을�것이다.

·���문화와�유산을�이해할�수�있다.�

·���유산의�종류를�이해할�수�있다(유형�및�무형).

·���무형문화유산에�대한�올바른�이해를�할�수�있다.�

·���무형문화유산에�대한�유네스코�협약의�핵심�조항을�파악할�수�있다.

·���중요한�용어를�자신의�상황과�언어와�관련시킬�수�있다.�

·���ESD�개념을�더�잘�이해한다.

·���무형문화유산�개념을�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과�연관시킬�수�있다.�

·���무형문화유산의�다양한�영역을�구별할�수�있고�지속가능성과의�연관성을�

이해할�수�있다.�

·���관련된�공동체,�단체,�그리고�개인에�대해�더욱�잘�이해할�수�있다.�

·���훌륭한�무형문화유산�연행에�대한�기록과�보호라는�개념을�더�잘�이해할�수�

있다.�

모듈 1-B: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통합 이유 

개요:�이�모듈은�교사들이�교육에�무형문화유산을�통합해야�하는�

이유와�함께�이것이�어떻게�지속가능한�사회에�기여하는지�설명하기�

위해�기본적인�정보를�제시한다.�ESD를�통합한�다양한�개념,�통합적�

교육방법,�통합하는�방식,�그리고�전통과�현대�지식시스템의�결합에�관해�

설명한�후,�그룹활동으로�모듈을�마무리한다.�

목표:�이�모듈을�마치면,�참가자들은�무형문화유산을�교육에�통합하면서�

얻을�수�있는�장점을�더�잘�이해할�수�있다.�또한,�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교육�활동을�계획하는�방법에�대해서�알게�된다.�

보충�자료�및�유인물:�

·���정보방송국가문화유산부,�유네스코�이슬라마바드�사무소와�협력하여��

THAAP�-�CAS가�제작한�ESD와�무형문화유산�통합에�관한�국가�지침서

·���무형문화유산에�대한�유네스코�2003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형문화유산�용어정리집�(유네스코�네덜란드�국가위원회,�2002)�

모듈 6: 민속 문화와 구전 전통 (키사 고이(Qissa Goi) 스토리텔링) 

개요:�이�모듈은�민속�문화의�역사와�핵심적인�부분,�특히�스토리텔링에�

대한�정보를�제시한다.�본�과정은�학생�자신의�민속�문화를�살아있는�

유산으로�인식하고�특히�그�민속�문화가�주는�인간의�긍정적인�가치,�

예를�들어�인내심,�생존�기술,�자연에�대한�존중,�문화적�다양성과�

차이점에�대해서�이해하는데�목적이�있다.

목적:�이�모듈을�마치고�나면,�참여자들은�푼잡�지방의�민속�문화와�구전

전통을�더�잘�이해하게�되고,�민속�문화와�통합된�교육�활동을�기획하고�

전달하는�법에�대해서�알게�될�것이다.

특히,�이�모듈을�마치면�참여자들은

·���민속�이야기의�요소와�지역적�맥락을�이해할�수�있게�된다.�

·���푼잡의�스토리텔링을�학교�교과목에�통합시킬�수�있게�된다.

모듈 7: 주제 중심 프로젝트 

개요:�이�모듈은�주제�중심�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제시한다.�

프로젝트는�4개의�하위분야�(나의�집과�나의�공동체,�나의�조상들과�

나의�정체성,�우리의�상황,�나의�문화와�자긍심)로�나누어진다.�이�모듈은�

교사들에게�정보수집,�정보�기록,�교내�무형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

개발,�각각의�프로젝트�기간에�대한�정보를�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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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모듈을�마치고�나면,�참여자들은�프로젝트의�개념을�파악하고�

잘�설명할�수�있게�될�것이다.�또한,�프로젝트의�목적을�바탕으로�교육�

활동을�계획하는�법을�알게�될�것이다.�

·���공공체,�단체,�개인의�개념을�이해하고,�그들의�무형문화유산에�대해서도�더�

잘�이해할�수�있게�된다.

·���정보를�기록하는�기술,�분석하고�발표하여�사용하는�기술뿐�아니라�

학생들과�함께�정보를�수집하는�법에�대해서�이해할�수�있게�된다.�

5.2�무형문화유산과�관련한�기록�사례�

이�영역은�무형문화유산에�대한�정보와�자원이�어떻게�수집되고�

기록되는지�그�사례를�제시한다.�이�사례들은�학생들에게도�참고�자료가�

되겠지만,�표,�슬라이드쇼,�서사를�활용하여�무형문화유산을�분류하고�

제시하는�간단한�방법을�설명하므로�교사의�역량강화에도�도움이�된다.

보유자와�자원�조직의�파악

팔라우�교사들에게�제공된�지침서�내�지역�협회�정보는�역사가�협회의�

명단과�그들의�연락처까지�포함하고�있다.�교사들이�수업을�위한�

정보를�확인하고�싶을�때,�수업에�외부�강사를�초대하고�싶을�때,�견학을�

계획하고�싶을�때�이�명단에�기재된�인적�자원들에게�연락하도록�

장려하고�있다.�

조개껍질에�무늬를�새겨�넣기�전�세부�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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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보유자 협회들    

벨라우�가족학교�공동체�협회�(BFSCA)는�비영리기관으로�학부모-교사��

협회의�회장,�학생들과�그�가족,�공동체�구성원으로�조직되어�있다.��

협회의�목적은�학생들이�학교에서�스포츠,�회의,�공동체와의�만남,�건강

모임�등과�같은�활동을�통해�성공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돕는�것

이다.�현재(2015년)�BFSCA�회장은�조니�킨타로(Johnny�Kintaro)이며�

학교�교장을�통해�연락�가능하며�초빙�강사와�그�외의�지원에�대한�정보

를�받을�수�있다.

학부모-교사�협회는�학부모와�교사들�그리고�학생의�학습개선에�

관심�있는�구성원들이�모인�단체이다.�협회�회원들은�매�분기�말마다��

모임을�갖고�다양한�이슈와�학생들의�학교생활�성과에�대해서�논의한다.

사진:�팔라우�바이�견학

역사가 협회(Society of Historians)

이름 및 직위 지역 전화번호 

Diraii�Yosko�Ngiratumerang
회원

Aimeliik�-�Ngerbuns xxx-xxxx

Diachesuroi�Thodosia�F.�Blailes
회장

Angaur�-�Edeiaur xxx-xxxx

Ochob�Rachel�Becheserrak
부회장�

Koror�-�Ernguul xxx-xxxx

Ucherutchei�Wataru�Elbelau
회원

Ngeremlengui�-�Imeungs xxx-xxxx

Rechiuang�Demei�Otobed
회원

Ngatpang�-�Ngerdubech xxx-xxxx

Floriano�Felix
회원

Ngaraard�-�Kerradel xxx-xxxx

Ngirkebai�Aichi�Kumangai
회원�

Ngardmau�-�Ongedechuul xxx-xxxx

Obakrakelau�Ngiraked�Bandary
회원

Kayangel�-�Ngedebuul xxx-xxxx

Lechadrairikl�Renguul�Kloulechad
회원

Ngarchelong�-�Rteluul xxx-xxxx

공석 Ngiwal�-�Kiueluul xxx-xxxx

Renguul�Peter�Elechuus
회원 

Melekeok�-�Ngetelngal xxx-xxxx

Rechedebechei�Ananias�Bultedaob
회원

Ngchesar�-�Oldias xxx-xxxx

Rebechall�Takeo�Ngirmekur
회원

Airai�-�Belias xxx-xxxx

Smau�Amalei�Ngirngesang
회원

Peleliu�-�Odesangel xxx-xxxx

공석 Sonsorol�-�Dongosaro xxx-xxxx

Domiciano�Andrew
회원

Hatohobei�-�Hocheriki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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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놀이의�파악과�기록�

우즈벡 민속놀이 기록에 대한 교사들을 위한 제언 (우즈베키스탄 민속 

놀이 교사 지침서에서 발췌) 

목록�작성

학생들이�알고�있는�민속놀이의�종류를�파악하고�교실�게시판에�목록을�

작성한다.�학생들은�서로�토론하며�받은�유인물의�빈칸을�작성하는�

활동도�할�수�있다.�최종�작성된�목록은�다음�활동을�이어갈�기초가�된다.

놀이�분류

놀이는�다음�표에�제시된�바와�같이�분류될�수�있다.�

우즈벡�민속�놀이�분류�기준과�목록�

기준 목록

시기
1년�내내

계절별�

놀이�참여자

소년�

소녀

청소년

성인

소년�및�소녀

가족�

장소

야외

수중

실내�

도구�사용
도구�사용

도구�미사용�

내용과�놀이�목적

활동적�움직임

활동적�움직임�없음

주제가�있는�놀이

유희적�놀이�

단어�놀이

지리적�위치 지역,�도시,�구역,�마을,�마할라(mahalla)

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놀이가�진행되는�장소에�대한�논의�

학생들은�민속놀이가�진행되는�지리적�장소에�대해�논의하고�연구할�수�

있다.��또한,�놀이의�지역적�다양성을�파악할�수�있다.�

전통적으로�놀이에�참여한�자에�대한�논의�

학생들은�놀이가�소년들이,�소녀들이,�소년과�소녀가�같이,�또는�성인이��

하는�것인지에�대해�알아볼�수�있다.�학생들은�이�분류가�얼마나�절대적�

인지,�만약�이�분류에�포함되지�않은�참여자가�놀이에�참여할�때�어떤�

일이�생기는지를�논의해�볼�수�있다.

놀이의�역사에�대한�정보�수집�

학생들은�지식�보유자로부터�놀이의�역사에�대한�정보를�수집할�수�있다.�

질문의�예는�다음과�같다.�

·���이�놀이의�역사와�기원은�무엇인가?�

·���관련된�이야기나�전설이�있는가?�

·���이�놀이가�언제�시작되었는가?�

·���이�놀이가�다른�관습이나�행사와는�어떤�관계가�있는가?

·���놀이의�연행과�전승에�대한�문서나�원고,�자료가�있는가?�

놀이의�규칙�배우기�

학생들은�지식�보유자로부터�민속놀이가�오늘날�어떻게�행해지는지�

배울�수�있다.�어떤�도구가�필요한지,�놀이의�목적과�규칙은�무엇인지�

알게된다.�지식�보유자가�학생들과�함께�놀이해볼�수�있다면�가장�

이상적이다.

민속놀이의�데이터베이스�구축

학생들은�놀이에�대해서�수집된�정보를�모아�데이터베이스를�만들고�

관리하는�일을�도울�수�있다.�

데이터베이스는�다음과�같은�요소를�포함한다.�

·���놀이의�명칭�

·���복제나�혼선을�피하기�위한�놀이마다�붙여진�고유�번호나�코드�

·���놀이�설명과�변형된�형태�

·���사진,�시청각�자료�

·���논의와�설문지를�통해�수집된�정보(역사,�장소,�놀이�참가자�등)�

민속놀이에�대해�수집된�정보는�학교�웹사이트에�게재될�수�있다.�

이렇게하면�우즈벡�민속놀이에�대한�인식을�높이고,�민속놀이를�

보호하려는�학생들의�관심과�노력을�되살릴�수�있다.

전통�공예의�기록�

라호르와 이슬라마바드를 위한 모듈 2: 자르도지(Zardozi) 소개 (파키스탄) 

다음의�슬라이드는�자르도지(Zardozi)�자수에�대한�정보이다.�슬라이드�

쇼�형식으로�편집되어�제시되었다.

지작주(州)�전통�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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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교안�예제�

이�교안은�다양한�무형문화유산이�학교�교과목에�어떻게�통합될�수�

있는지를�보여준다.�또한�교사들이�수업의�질을�높이고�학습�성과를�

높이기�위해�활용할�수�있는�혁신적이고�창조적인�교육적�접근법을�

보여준다.�더�나아가,�학생들이�교과서�지식을�문화�관습과�친숙한�

맥락으로�관련지을�수�있을�때�그�지식이�의미를�가질�수�있음을�이�

수업은�보여준다.

시범사업에�참여하는�각�팀은�각자의�필요조건을�바탕으로�고유한�

교안을�개발했다.�그래서�수업의�형식이�다양하다.�

전통�푼잡�음악

8학년 화학 수업과 민속 음악 및 리듬의 통합(라호르, 파키스탄)

과목:�화학

수업주제:�타파스(Tappas)로�보는�주기율표

학년:�8학년

학생 수:�28명

과목 교사:�수니타�칸(Ms.�Sunita�Khan)

무형문화유산 요소:�민속�음악과�리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원칙:�집합적�기억과�경험에�대한�존중

수업시간:�45분

목적

주기율표에�리듬과�민속�음악을�통합함으로서�주기율표를�즐겁게�배울�

수�있게�한다.�전통�민속음악을�학생들에게�소개한다.�학생들이�학습에�

적극적으로�참여하게�한다.�

방법

·���주기율표의�원소를�기억하는�것을�돕기�위해�전통음악과�5박자(2+3)의�

리듬�패턴을�활용한다.

·���주기율표를�그려가면서�각�요소의�특징을�설명하고,�8개�요소의�특징이�

반복된다고�설명한다.�이후�이것을�음악의�반복과�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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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13�유네스코,�파키스탄�시범수업�교안자료�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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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반을�세�그룹으로�나눈다.�전통�민속�음악을�활용하여�각�그룹은�

다음과�같이�노래�가사를�만든다.�

·���주기율표의�원소�

·���주기율표의�원소를�발견한�과학자들의�이름

·���화학원소의�특성�

2.���각�그룹은�아래와�같은�민속�노래의�음정에�맞추어�자신들이�지은�

가사를�노래한다.�

·���타파(Tappa)

·���칼라�도리아(Kala�Doria)

·���카피�시인�불레�샤의�시(Sufi�Kafi�of�Bulhey�Shah�-�Bulha�Ki�Jana�Mein�

Kaun)로�만든�음악

숙제

가족�중�어른들에게�수수께끼,�속담을�알아�온다.�어른들과�원래의�노래�

가사에�대해서�이야기해보고�그�가사가�현대의�삶과�관련이�있는지�

알아본다.

므엉족 전통음악과 7학년 물리 수업의 통합(베트남)*

과목:�물리

수업주제:�음원

학년:�7학년

*���본�예시에�제시된�공(Gong,�징)과�오이(ôi,�피리)는�베트남�전통악기로�국문(공,�오이)으로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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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1.�목적

1.1.�지식

·���음원의�일반적인�특징을�이해한다.

·���공통적인�음원을�파악한다.

·���균형과�진동�개념을�공부한다.

·���잘�알려진�므엉족�음악의�악기와�그�특징을�발견한다.

·���고음과�저음의�개념을�소개한다.�

1.2.�기술�

·���음원의�특징은�진동이라는�것을�관찰한다.

·���물리적�현상의�과학적�성격을�설명하고�일상생활에서의�적용되는�점을�

배운다.�

1.3.�태도

·���학생들이�성실하고�열심히�참여하도록�격려한다.

·���므엉족의�문화유산에�관심을�갖도록�한다.

·���문화유산을�보호해야하는�필요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

·���물리적�현상에�호기심을�갖게�한다.

2.�준비 

2.1.�교사�

·���책과�인터넷에서�므엉족�전통음악�악기에�대한�자료를�수집한다.

·���지역의�예술가에게�오이와�공과�같은�므엉족�전통악기를�구해�연구한다.

·���공�연주와�므엉족이�오이를�만드는�과정을�기록한다.

·���물리학자들에게�악기�연주와�관련한�물리적�현상에�대해�자문을�구한다.

·���학생들을�위한�활동을�계획하고�평가도구를�개발한다.�

2.2.�학생�

수업�전에�11장�10과�'음원'�부분을�읽는다.�

3.�교사 활동 

3.1.�수업�시작

3.2.�교과서의�2과를�학생들에게�제시�

이번�수업시간에�우리는�음향에�대해서�배울�것입니다.�음향은�소리의�

과학입니다.�음향을�이해하면�흥미로운�소리를�내고�원하지�않는�소음은�

내지�않도록�할�수�있습니다.

이번�단원에서는�다음과�같은�주제를�다룰�것입니다:�

·���음원의�특징은�무엇인가?�

·���저음과�고음의�차이점은�무엇인가?�

·���부드러운�음과�거친�음의�차이점은�무엇인가?�

·���어떤�조건에서�소리가�잘�전달되는가?�

·���어떤�조건에서�소리가�소음으로�여겨지는가?�소음은�최소화될�수�있는가?�

3.3.�수업�

우리는�소리로�둘러싸인�세계에서�살고�있습니다.�우리는�다른�이들의�

목소리,�노래,�음악을�들을�수�있고�새들이�지저귀는�소리,�물이�

첨벙거리는�소리,�경적�울리는�소리,�망치질�그리고�복잡한�도로의�

자동차�소리를�들을�수�있습니다.��

소리는�어떻게�만들어질까요?�소리는�어떤�특징을�가지고�있나요?�이번�

수업에서는�이�질문에�대한�답을�찾아보기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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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음원을 알아보기

소리를�내는�물체는�음원이다.

활동 1(5분) 음원 알아보기 

방법: 내용을�관찰하고�학습

C1:�화면을�보세요.�

교사는 각각 다른 악기 사진을 보여 준다. 

공, 호른, 드럼, 2현 바이올린, 플롯

·�들리는�소리�알아맞추�

·�일상에서�듣는�소리를�표현하기

·�음원이란�무엇인가?�

·�소리를�내는�물체가�음원

음원의�공통적인�특징은�무엇인가?�2번째�부분에서�배울�예정�

공,�호른,�북�소리�등�

교사의�목소리,�새,�자동차�경적�등

소리를�내는�물체는�음원으로�정의된다.

2
음원의 공통 특징은 무엇인가? 

2.1 실험

a. 고무줄 실험

C2:�소리를�낼�때,�고무줄이�떨린다.�

활동 2 (25분): 음원의 공통특징에 대해서 배우기 

a.�실험�1(6분)

·�교사는�실험을�진행�단계를�제시한다.�

·�교사는�학생이�잡은�고무줄을�당긴다.

·�교사는�균형�자세를�보여준다(고무줄�이용).�

·�교사는�학생들이�실험해보도록�한다�

·�학생들은�실험의�결과를�다른�친구들에게�말해본다.�

므엉족의�전통음악�악기는�오이,�2현�바이올린,�공,�그리고�북을�포함한다.��
공과�오이는�므엉족�문화의�특징으로�볼�수�있다.�

우리는�고무줄을�가지고�실험을�해보았다.�고무줄이�떨리면서�소리를�만들어�낸다.�
공도�소리를�낼�때�진동할까?�다음�실험에서�알아볼�것이다.

학생들은�교실�앞에서�고무줄을�늘린다.�

학생들은�다음과�같은�3가지�단계를�통해�실험을�한다:�

1.�한�학생은�고무줄을�늘린다.

2.�다른�학생은�고무줄을�잡아당긴다.�

3.���두�학생은�그들이�보고�듣는�것을�관찰하고,��
묘사한다.�고무줄이�떨리면서�소리를�낸다.

b. 공을 이용한 실험 

C3:�소리를�낼�때�공의�표면은�떨린다.

b.�징을�이용한�실험�(10분)�

방법:�팀�활동�

C4:�학생들이�징을�친다.

어떤�물체가�소리를�내는가?�

공의�표면이�진동하는가?�

우리는�그것을�어떻게�아는가?�

교사�지도사항:�공채를�사용하여�공을�친다.�그리고�만져본다.�

무엇이�느껴지는가?�

·�만져봤을�때,�떨림이�느껴진다.�시각화하기�위해,�고리버들로�만든�공을�이용한다.

·�막대를�사용하여�공을�치고,�막대를�악기의�표면에�살짝�대어본다.

공�표면은�소리를�낸다.�

학생들은�공을�두드리고�만져본다.�

공�표면은�진동한다.�

지식 교사활동 학생활동

b. 공을 이용한 실험 

C4:��소리를�낼�때�공의�표면은�
�떨린다.

공이�소리를�낼�때,�떨리는가?�

공이�떨릴�때�무슨�일이�생기는가?�

·�소리를�만들�때,�공의�특징은�어떤�것이�있는가?�

우리는�므엉족의�공이�언제부터�사용되었는지�정확하게는�모른다.�
하지만�동선(Dong�Son)�청동기에�(약�3500년�전)�공을�연주하는�사람들의�그림을��
응옥루(Ngoc�Lu)�청동북�표면에�그려져�있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므엉족의�땅과�국가�건설>�이라는�서사시에서�공은�많은�부분에서�언급된다.��
청동�북과�더불어,�므엉족의�공은�3000년�전에�등장했음을�의미한다.�므엉족�
사람들은�당시�음악의�평가에�따라�음악에서�조화를�창조했다.�우리는�므엉족의�
후손이며�이를�자랑스럽게�여길�수�있다.

우리는�공으로�실험을�했고�소리를�낼�때�공의�표면이�떨림을�알아냈다.��
오이는�어떠한가?�소리를�낼�때,�오이의�어느�부분이�떨리는가?�

1.���한�학생이�공을�두드려본다.�다른�학생은�공을��
가져와�서로�맞대어본다.�

2.���전체�팀은�소리를�들어보고�관찰한다.��
공이�떨릴�때,�즉�소리를�낼�때,�공�표면도�떨린다.�

c. 오이를 이용한 실험 

C5:��소리가�만들어질�때,�오이�안의��
공기관이�진동한다.

c.�오이를�이용한�실험(7분)�

교사는�한�학생에게�오이를�연주해보게�한다.�

어떤�부분이�소리를�만들어내는가?�

공기관이�진동하는가?�어떻게�확인할�수�있는가?�

·�교사는�학생들에게�오이의�구멍에�깃털을�대고�연주해보도록�한다

닭�깃털이�떨릴�때�어떤�일이�발생하는가?�

·���교사는�학생들에게�소리를�내는�오이의�구멍에�붙인�접착테이프를��
떼어내게�하고�다시�연주해보도록�한다.�

오이를�처음�연주했을�때와�비교할�수�있는가?�

이번에는�왜�다른지�알고�있는가?�

교사 설명: 

·���오이�입구를�불�때,�테이프는�떨린다.��
왜냐하면�공기관이�진동하면서�소리를�내기�때문이다.�

·���오이�입구를�불�때,�테이프는�공기관의�한�부분을�멈추게�한다.��
이것은�공기관과�테이프를�떨리게�하고�소리를�만들어낸다.�

·���테이프가�오이�구멍에�붙어있지�않을�때,�공기관은�멈추지�않는다.��
그래서�오이�입구에서�진동이�생기지�않으며,�그�어떤�소리도�나지�않는다.�

·���전통적으로,�므엉족은�오이의�구멍을�덮기�위해�테이프�대신�바나나잎을�사용했다.�
그러나�바나나�잎은�자주�교체해야�한다.�그래서�오이�구멍을�덮기�위해�
오늘의�실험처럼�테이프를�사용하는�것이다.

한�학생이�오이를�연주한다.�

오이의�공기관이�소리를�만들어낸다.�

학생들은�논의하여�아이디어를�낸다.

학생들은�지침에�따라�닭�깃털을�관찰한다.�

오이�안의�공기관이�진동한다.�

학생들은�소리를�내는�구멍의�반을�덮는�접착테이프��
없이�피리를�연주한다.�오이는�소리를�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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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오이를 이용한 실험 

C5:��소리가�만들어질�때,�오이안의��
공기관이�진동한다.

교사의 마무리:

·��이�실험에서�소리가�발생할�때,�고무줄,�공의�표면,�오이안의�공기관이�진동한다.

그렇다면,�소리를�만들어내는�물체의�공통적인�특징은�무엇인가?�

·�소리를�만들어�낼�때,�물체는�진동한다.�

교사는 므엉 비(Muong Bi)에서 나오는 오이 전설을 이야기해 준다: 

·���옛날�4명의�아이가�있는�가족이�있었다.�마지막으로�태어난�아이는�말을�하지��
못했다.�아버지가�세상을�뜨자�가장�어린아이는�아버지를�위해�어떻게�슬픔을��
표현해야�할지�몰랐다.�그래서�대나무관에�4명의�형제를�상징하는�4개의�구멍을��
뚫었다.�그는�대나무관의�구멍을�불면서�아버지의�죽음을�애도했다.�그�이후로��
므엉족은�오이를�가지게�되었다.

·���오이는�단순해�보이지만�모든�사람들이�만들�수�있는�것은�아니다.�오이를�만드는��
예술가가�되려면�오랜�경험이�필요하고�깊은�지식이�있어야만�한다.�
우리는�다음�영상을�통해서�이에�대해�배워볼�것이다.

교사는 오이 제작 영상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영상을�본다.�

3
적용

·���교사는�학교�교과서에�있는�C6�문제를�학생들이�해결하게�한다.��

종이와�바나나�잎이�소리를�만들도록�할�수�있는가?�

·���만약�학생들이�할�수�없으면,�교사는�종이와�잎사귀를�말아�구멍을�낸다.�

종이나�잎사귀를�말아�피리는�만드는�것�외에�이를�이용하여�소리를�만드는�다른��
방법을�할�수�있는가?�

·���교사는�학생들이�바나나잎을�찢고�흔들어�보게�한다.�

학생들은�종이와�바나나�잎으로�실험을�한다.

학생들은�바나나�잎으로�고깔�모양을�만들어�연주해본다.

바나나�잎을�찢어서�진동시켜본다.

우리는�이미�공을�활용하여�실험했다.�어떤�때에�공이�연주되는지�알고�있는가?�

·���므엉족에게�있어서,�공은�즐겁고�활기찬�소리를�만들�뿐�아니라�힘과��
신성함의�상징이기도�하다.�공은�하늘이�울리게�하여�악령을�쫓아낸다.��
그러므로�공은�므엉족의�삶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공은�다양하게�사용된다.�

·���과거에는,�모든�므엉족�가정이�집에�공을�가지고�있었다.�공은�전통�악기였을�뿐��
아니라�부와�사회적�지위를�상징하는�소중한�물건이었다.�

·���영상을�보도록�하자(3번째 동영상: 공).�

삭�부아(Sắc�Bùa)�공연,�농사�개시�

4.�복습

4.1.�이�수업에서�우리는�다음을�이해해야�한다.�

·���소리를�만들어내는�물체를�음원이라고�한다.�

·���진동은�소리를�만든다.�

4.2.�학생들은�공을�연주해본다.�

·���학생들은�각각�다른�공의�멜로디를�들었다.�이제�음을(펜�퐁�펜(pênh póng 
pênh),�펜�퐁�캄(pềnh póng khầm)�등)�연주해보도록�한다.

·���교사들은�이�내용을�다음�수업�내용(소리의�높낮이)에�연결한다.�그리고�

학생들에게�과제를�준다.

왜�공은�다른�소리를�내는가?

큰�공은�낮은�소리를,�작은�공은�높은�소리를�낸다.�왜�그럴까?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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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 티 투 투이 박사(Dr. Trần Thị Thu Thủy),�교육부장,�베트남�민족학�박물관�

·���보 티 마이 푸옹(Dr. Võ Thị Mai Phương),�베트남�문화연구부서의�부회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응웬 티 밴(Nguyễn Thị Vân),�교육부,�베트남�민족학�박물관�

·���호앙 둑(Hoàng Đức),�영상편집자,�시청각�부서,�베트남�민족학�박물관�

·���추 광 쿠옹(Chu Quang Cường),�카메라맨,�베트남�민족학�박물관�

·���추 타이 방(Chu Thái Bằng),�카메라맨,�베트남�민족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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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전통 노래를 활용한 음악 교육(우즈베키스탄)

과목:�음악과�문화�

학년:�6학년

주제:�카요카�케딩,�말리요(Qayoqqa�ketding,�Mahliyo)�노래*

시간:�1시간

활동:�구두�설명,�짧은�강의,�소그룹�활동�

목적:���학생들이�독립적으로�카요카�케딩,�말리요를�부르게�가르친다.�

목표

학생들이�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를�이해하고�기억하게�한다.�

수업을�통해�기대되는�결과

1.��학생들은�카요카�케딩,�말리요를�배우고�기억한다.�

2.�학생들은�노래�기교를�익힌다.

3.�학생들은�무형문화유산의�일부인�전통�노래를�배운다.�

4.�학생들은�황도대력(zodiac�calendar)에�대해서�익힌다

참고자료

·�우즈벡�민속�놀이�학생�교과서�(챕터�2,�p.�16,�18)

·�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가사�

*��이후�국문(카요카�케딩,�말리요)으로만�표기한다.

강의 계획 

설명 활동 방법 기간 

1단계
소개

이전�수업의�주요�개념을�되짚어�본다. 소그룹�활동 2분

2단계
주제 설명

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가사를��
알려준다.

강의 10분

3단계
실제 활동

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를�부르고��
악보를�읽어본다.�

그룹�활동 25분

4단계 
개별 활동/숙제 

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를�
학교수업을�마친�후�친구들�또는�
가족들과�함께�불러본다.��

5분

키워드 

·�Ola�govmish�-�얼룩소

·�Sadag’a�-�선물을�주다�

카요카 케딩, 말리요 노래의 의미 

카요카�케딩,�말리요에�등장하는�주요인물은�말리요라는�이름의�

여자아이이다.�주요�이야기는�이�여자아이와�그녀의�할머니에�관한�

이야기이다.�마을�생활에서,�축산업은�중요했고�소는�모든�가축�중에서�

가장�많은�수익을�남기는�가축이었다.�여자아이들은�사춘기에�접어들�

때�쯤�소젖�짜는�일을�배운다.�엄마와�할머니들은�그들에게�빵을�만들고,�

소젖을�짜고�식사를�만드는�법을�가르치는�책임이있다.

말리요가�그녀의�첫�황도대�해를�축하하며�(12세)�소젖을�짤�때�즈음,�

그녀의�할머니는�그�마을�사람들�누구나�그렇듯이�큰�목소리로�그녀를�

불렀다.�할머니의�유머�있는�독백을�보면�“Muchaling�to'ldi,�to'y�

beray”가�언급되는데�이는�사춘기에�도달한�여자아이가�어머니나�

할머니의�허락도�없이�아직도�아이처럼�행동하는�모습을�놀릴�때�

사용한다.�

비고:�이�노래에서�묘사된�황도대력의�관습은�산세가�심한�수르한�

다리야(Surkhandarya)�지역의�보이순(Boysun)구에�사는�사람�

들에�의해�행해진�것이다.�그러나�노래의�가사와�의미는�다른�지역�

에서도�이해할�수�있다.�

공연은�다음과�같이�세�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 1부:�말리요를�부르고�찾는�장면�

· 2부:�놀고,�노래를�부르며,�춤을�추는�소년과�소녀들�

· 3부:���가장�중요한�행사는�황도대력에�적합한�의식과�관습을�통해서�표현�

된다.�

“카요카 케딩, 말리요” 노래가사

Buvi:

Uf..., bu qizi tushmagur qayoqqa ketdi-ya?!

Qaynar buloqdan suv oqar. 

Qizi bor uyga nur yog‘ar. 

Qayoqqa ketding, Mahliyo. 

Ola govmishni kim sog‘ar. Mahliyo - yu u !!!

Mahliyo:

Ha a a !!!

Buvi:

Nur yoqqan uyda to‘y beray.

Sadag‘asiga qo‘y beray.

Qayoqqa ketding, Mahliyo.

Muchaling to‘ldi, to‘y beray. Mahliyo - yu u !!! 

Mahliyo:

Ha a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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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 질문

습득된 지식

·���카요카 케딩, 말리요 노래가사

·���황도대력의�개념과�관련�의식의��
대한�인식�

·���지역사회의�가치에�대한�인식

해볼 수 있는 질문

1.���카요카 케딩, 말리요는�몇�행시인가?

2.���카요카 케딩, 말리요�노래를�외워서��
불러볼�수�있는가?�

3.���생일을�축하하는�것과�관련된�어떤��
관습을�알고�있는가?

강화된 역량 

카요카 케딩, 말리요 노래를�혼자��
부를�수�있다.�

과제

카요카 케딩, 말리요�노래를�혼자��
불러본다.�

숙제 

1.�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불러보기

2.�만약에�부모님들이�부르던�민속�노래가�있다면�가사와�음을�알아오기

3.�가족들의�황도대력�알아보기�

“카요카�케딩,�말리요”�노래�악보

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역사수업과 전통 서예의 통합 (라호르, 파키스탄) 

수업주제: 델리의�술탄�아트�기술

학년: 8학년�

교사: 무하마드�와심�샤히드(Mr.�Muhammad�Wasim�Shahid)�

과목: 역사

무형문화유산 요소: 서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원칙: 집단기억과�경험에�대한�존중�

수업시간: 45분�

목표

·���지역의�무형문화유산에�대한�인식을�독려하고�전승환경을�위협하는�

요소들이�무엇인지�학생들이�인식하게�한다.�

·���문화�유산과�관련된�예술과�공예의�발전에�대해�학생들이�이해하도록�한다.

·���델리의�술탄의�음악과�문화,�서예�기술에�대해�학생들이�인식하도록�한다.�

·���이슬람�문화유산에�대해�학생들이�이해하도록�한다.

필수교재 

·���도면지�

·���녹음재생기�

·���휴대전화�메모리�카드�

방법

학생들의�사전지식�평가로�시작하고,�학생들이�나눈�지식에�감사한�후에,�

수업을�진행하고�과제를�제시한다.

활동 

1.���시청각�자료를�사용하여�학생들이�서예의�개념과�이슬람�서예의�다양한�

종류에�대해�알게�한다.�

2.���학생들이�자신들의�문화유산을�보호하는�것이�중요함을�인식하고�보호�

방법에�대해서�인식하게�한다.

3.��델리에서�이슬람�시대의�예술,�음악,�건축의�발전을�위해�힘쓰는�전문가�

-�예술가,�음악가,�서예가�등-�에�대해�학생들이�알게�한다.

4.�우스타드(Ustad,�장인)를�초청하여�서예�시연을�보인다.�

수업시간 과제 

칼람(qalam,�펜)과�잉크를�사용하여�쿠픽(Kufic)�알파벳을�연습�

노트에�써본다.

과제 

학생들은�오래된�신문과�잡지에서�서체�표본을�찾아보고�스크랩해서�

수업시간에�가져온다.�샘플�또는�스크랩에서�서예체의�다양한�스타일을�

파악해본다.

현장견학 

라호르�박물관을�방문하여�고대�서예와�원고�표본을�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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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자개 수공예와 생물 수업의 통합

과목: 생물

학년: 7학년

주제: 연체동물의�일반적인�특징과�역할�

1.�목표

1.1.�지식

·���연체동물의�다양성을�분석한다.

·���연체동물의�몇�가지�공통적인�특성을�제시한다.�

·���연체동물의�경제�및�예술적�가치를�분석한다.�

·���연체동물�양식과�연체동물에�의존하는�전통적인�자개�마을에�관해�토론한다.�

1.2.�기술�

·���도면/사진을�관찰하고�분석하는�기술

·���정보를�분석하고,�비교하며,�일반화하는�기술�

·���팀워크를�통해�실용적인�문제를�해결하고�발표하는�기술��

1.3.�태도�

·���학생들은�교과목의�학습을�즐긴다.�

·���학생들은�문화유산과�연체동물�양식과�관련된�직종,�그리고�진주�자개�

수공예�산업을�보호하기�위해�연체동물�보호의�필요성을�깨닫는다.�

·���학생들은�수공예품을�만들기�위하여�천연�재료를�사용하는�법을�배운다.�

2.�준비

2.1.�교사�

·���연체동물그림과�이와�관련된�전통�공예에�관한�그림,�사진,�영화�

·���컴퓨터,�프로젝터,�파워포인트�발표�

·���디지털�오버헤드�프로젝터�

·���책과�인터넷을�통한�자료와�정보의�수집

·���수업을�위한�데이터,�도구�및�사진을�수집하기�위해�현장조사를�시행�

·���수업을�위해�공예�마을에�관한�짧은�비디오�제작�

·���학생들이�자개�작업을�위해�필요한�재료를�수집�

2.2.�학생

·���수업�전에�미리�수업내용을�읽는다.�83페이지의�표를�공책에�그려본다.�

·���연체동물의�역할과�관련한�전통�수공예품에�관한�그림/사진�등을�포함하고�

있는�문서를�수집한다.

·���가족과�마을�내의�자개�제품�및�관련된�이야기를�수집한다.�

·���공예품과�공예�마을�사진에�대해�글을�쓰거나,�그림을�그려보고�사진도�

찍어본다.

3.�수업 내용(다음의�표를�참조)�

·���이전�수업내용�복습:�연체동물의�이름과�특징을�이야기해본다�(3분)

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지식 교사 활동 학생 활동

활동 1: 연체동물문의 일반적 특징 이해하기(7분)

1. 일반적 특성

1.1.�연체동물의�다양성

·�다양한�종의�수�

·�크기

·�서식지

·�행동

1.2.���연체동물의�일반적인�특성�

·�부드러운�몸체

·�분절되지�않음�

·�탄산칼슘�껍질�

·�껍질�구멍의�발달

·�완전한�소화관

·���연체동물�종의�모습이�담긴�큰�사진을�걸어둔다.�학생들에게�교과서의�정보와�함께��
사진을�관찰하게�한다.�연체동물의�크기와�서식지,�그리고�행동에�관해서�이야기�
하게�한다.�

·���그들이�관찰한�내용을�발표하게�한다.�

·���의견을�제시하고�발표를�평가한다.�핵심�지식을�제시한다.�

·���프로젝터에�그림�21을�보여준다.�학생들에게�교과서�내�연습문제를�풀게�한다.�

·���학생들에게�보충설명하고�핵심지식을�제시한다.

연체동물은 많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기와 서식지 그리고 행동 
범위가 다양하다.

��·���사진을�관찰하고,�교과서를�읽고��
답을�구하기�위해�그룹�토론을�한다.�

��·���그룹의�대표가�답을�주면�다른�학생들은��
듣고�의견을�말하거나�정보를�더한다.�

·���답을�찾기�위해�그룹토론을�한다.

·�기록한다.

활동 2: 연체동물문의 활용 이해하기(7분)

2. 역할

2.1.�장점�

·�수중�환경을�깨끗하게�한다.�

·���인간을�포함�육지와�수중�동물
들의�먹이가�된다.�

·���껍질은�보석과�장식을�만들기��
위한�재료로�사용될�수�있다.�

·���연체동물�양식과�수공예품�생산
은�고용,�생계�및�소득의�중요한�
원천이며�발전에�기여한다.

2.2.�단점�

·���일부�작물에�해를�끼친다.�

·���세균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

·���물속에�있는�목재�구조물을��
상하게�한다�(보트의�선체�등).

·���각�그룹의�대표에게�이미�작성된�보고서를�발표하게�한다.�

·���학생들이�서로�피드백을�주도록�장려한다.�

·���의견을�제공하고�학생들�발표를�평가한다.�학생들에게�핵심지식을�제시한다.�

·���학생들에게�교과서�내�표를�완성하게�한다.�

·���학생들에게�표의�답을�말해보라고�한다.�

·���의견과�핵심�지식을�제시한다.�

연체동물은 전통 수공예에 중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이 재료들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제 3부로 이동 

·���그룹�1과�그룹�2는�연체동물의�역할에��
대해�발표한다.�

·���그룹�3과�그룹�4는�연체동물과�관련된��
전통공예품에�대해�발표한다.�

·���각�그룹의�대표는�발표를�하고�다른��
학생들은�들으며�의견과�정보를�말한다.�

·���필기를�한다.�

·�표�답에�대한�의견과�정보를�준다.�

·���각�학생은�표에�대한�자신의�답을�수정한다.�

·���기록한다.�

활동 3: 연체동물 껍질을 사용한 전통 공예품 체험(18분)

·���지식�확장

연체동물은 자개, 보석, 장식 같은 전통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과 식자재로서도 중요하다. 

·���자개�마을에�대한�비디오를�보여준다.�

·���학급을�8-10명으로�나누고�지침을�제공한다.�

·���그룹�1-2:�연체동물의�껍질에�무늬를�새기는�과정�중�한�부분을�해본다.�

·���그룹�3:�조개껍질을�장식한다.

·���그룹�4:�조개껍질로�장식품이나�장난감을�만들어본다.�

·���그룹들에게�자신의�작품을�전시할�수�있는�시간과�공간을�제공한다.�

·���전반적인�평가와�핵심�지식을�제시한다.�

연체동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수중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연체동물을 착취한다면 개체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 뉴에(Nhuệ) 강물은 
매우 오염되어 조개가 거의 살 수 없게 되었다. 츄옹고(Chuôn Ngo) 마을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조개보다 질이 좋거나 아름답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조개를 사야하는 
실정이다). 

·���해변가에서�굴과�조개�껍질을�가지고�노는�아이들에�대한�짧은�동영상을�보여준다.�

·���동영상을�보고�정보를�기억한다.

·���활동에�참여한다.�

·���각�그룹의�대표는�그룹이�만든�작품에�대해�
발표하고�전시한다.�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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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습 및 평가 

·�수업�끝에�교과서�메모를�읽는다.�

·�교과서에�있는�모든�질문에�대답해�본다.�

감사의 글�

수업계획�준비�

·���응웬�호앙�퀴엔(Nguyễn Hoàng Quyên),�생물학�교사,�레꾸이돈(Lê 
Quý Đôn)�중등학교,�꺼우저이(Cầu Giấy)�지방,�하노이,�베트남

자문

·���트란�티�투�투이(Trần Thị Thu Thủy),�교육부장,�베트남�민족학�박물관�

·���레�퉁�람(Lê Tùng Lâm),�교육자,�교육부,�베트남�민족학�박물관�

·�부�푸옹�응아(Vũ Phương Nga),�연구원,�국제부,�베트남�민족학�박물관�

도로 규칙 수업을 통한 지역 사회 내의 존중의 개념 이해(팔라우) 

학년: 6학년�

제목: 팔라우�연구

학교: 조지�B�해리스(George�B.�Harris)�초등학교

교사: 존슨�조슈아(Johnson�Joshua)

교육과정 학습 기준: 학생들은�문화유산과�자신들의�공동체의�전통에�

대해�충분한�기초�교육이�되어있다.�이것을�기초로�생활과�연결하여�

인성을�키우며�학업성과를�달성한다.�

수업목표

·���학생들은�공동체를�존중하는�팔라우�문화의�중요성을�배울�것이다.�

·���과제:�학생들은�도로�규칙을�지키는�하나의�방법을�제시한다.�

·���학생들은�팔라우�문화에서�왜�도로�규칙을�준수하는�것이�공동체에서�높은�

가치인지�짧은�에세이를�쓰고�발표할�것이다.

수업자료 

·���Rechuodel�1권�pp.57-60

·���Osisechakler�a�Rengalek�er�Belau�er�a�Irechar

·���체육수업에�사용되는�주황색�원뿔�(도로�표시하기�위해�사용)

·���각�그룹마다�대형�골판지�상자�3개씩�

·���마커,�마스킹�및�접착테이프,�풀,�가위,�종이�

어휘�

존중,�통행권,�도로�규칙의�관찰,�운전자와�도로의�활동에�주의를�기울임,�

차에�올바르게�승차하기,�차�안에서�소음을�최소한으로�유지하기

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강의 계획

A. 소개 

(예:�논의된�활동,�수업에�대한�기대,�항목,�이전�수업�내용�복습,�새로운�주제�소개)

시간 10분

·���학생들에게�이번�주의�수업이�공동체를�존중하는�것이라는�것을�알려준다.�그리고�도로,�고속도로,�길이�공동체�구성원이�활동하는데�가장�중요한�부분이라는�것을�알려준다.

·���학생들에게�목표를�읽어주거나�학생들이�읽을�수�있도록�차트로�작성하여�게시한다.�

·���학생들에게�Osisechakler�a�Rengalek�일부분을�읽어주고�배경지식을�설명해준다�(팔라우의�전통�교육시스템�pp.4-6).

B. 본론

(예:�수업의�실제�발표를�위한�단계별�과정,�'수업을�어떻게�제시할�것인가?',�'수업에�어떤�종류의�활동이�포함될�것인가?'와�같은�질문을�안내한다)

교사 과제 학생 과제  

제 1일 제 1일

도로 규칙 브레인스토밍

시간: 10분

1.���학생들이�자신들이�알고�있는�보행자와�자동차를�위한�도로�규칙을�브레인스토밍하게��
한다.

시간: 10분 

2.�시나리오와�과정을�학생들에게�보여주고�활동을�위해�필요한�시간도�제시한다.�

시간: 10분 

3. 마무리:�학생들이�활동을�위한�역할과�책임을�나누어�맡게�한다.�

1.���학생들은�보행자와�운전자를�위한�도로규칙이�무엇인지�자신이�알고있는�바를�브레인�
스토밍�해본다.

2.�학생들은�시나리오를�읽고�활동에�대해�질문한다.

3.�학생들은�그룹�내에서�역할과�책임을�나누어�맡아본다.�

제 2일 제 2일

복습 및 공연 리허설 

시간: 15분 

1.���학생들에게�Omengull�pp.6-7에�있는�Osisechakler�a�Rengalek�er�Belau�er�a�
Irechar를�읽게�한다.��
학생들이�이해하고�있는�것이�무언지�글로�쓰게�하고,�그룹활동을�하기�전에��
학생들의�글을�검토한다.�

시간: 15분 

2.���학생들이�그룹�활동을�통해�자신의�시나리오를�논의하고�어떻게�수행해야�할��
것인지�연습한다.�

1.���학생들은�차례로�한�단락씩�읽는다.�읽은�글로부터�어떤�것을�이해했는지�한�문장�또는�
두�문장�정도로�빨리�써본�후,�교사에게�제출한다.

2.�학생들은�자신들에게�주어진�시나리오를�논의하고�수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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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과제 학생 과제  

제 2일 제 2일

시간: 15분 

3.��마무리:�학생들이�쓴�글을�무작위로�골라서�학생들에게�읽어준다.�학생들이�작성한�글이�
자신들이�읽은�글에�대한�이해를�적당하게�반영하는�것으로�판단되면�엄지손가락을��
올려서�신호를�보내게�한다.�

4.���학생들에게�큰�골판지�상자를�찾게�하고�자신들의�자동차로�사용하게�한다.��
(각�그룹은�상자가�3개씩�필요)

3.��학생들은�선생님이�읽어주는�것에�귀를�기울이고�그�글이�자신들이�읽은�글을�잘��
표현하고�있는지�평가한다.�

4.�각�그룹은�큰�골판지�상자를�3개씩�챙긴다.�

제3일 제3일

제 1일과 제 2일 내용복습 및 자동차 만들기

시간: 10분 

1.��학생들에게�3분�정도�조용히�앉아�지난�이틀동안�무엇을�했는지�검토하게�한다.��
자원한�학생�한�명에게�사람,�재산과�그리고�공동체를�존중하는�것이�왜�중요한지��
질문한다.�대답은�기록하고�나중에�차트에�기재한다.

시간: 30분

2.���학생들이�그룹�활동을�통해�골판지�상자를�이용하여�자동차를�만들어보게�한다.��
마커와�테이프,�풀�그리고�재료들을�학생들에게�제공한다.�

시간: 5분

3.��마무리:�학생들이�만들기를�끝내고�교실을�깨끗이�청소하여�사용한�도구와��
사용하지�않은�재료를�반납하도록�한다.��

1.���학생들은�조용히�지난�이틀간�자신들이�한�일을�돌아본다.�그리고�사람들과�재산,��
공동체를�왜�보호하는�것이�중요한지에�대해�의견을�나누어본다.

2.�학생들은�그룹�활동을�통해�자동차를�디자인하고�제작해�본다.

3.���학생들은�자동차�만들기를�마치고�교실을�청소하며�떠나기�전에�사용하지�않은�재료를�
반납한다.��

제 4일 제 4일

상황극 

시간: 10분 

1.���상황극이�있을�장소에�학생들이�도로를�만드는�것을�도와준다.��
(참고:�장소는�교실일�수도�있고�체육관이나�학교�운동장일�수도�있다.)�

시간: 20분

2.���그룹�중�자원하여�상황극을�해보도록�한다(5분).�참여하지�않는�사람은�상황극을��
관찰하고�엄지손가락을�위나�아래로�향하게�하여�상황극을�평가하도록�한다.�
학생들이�나중을�위해�상황극을�녹화하는�것을�돕는다.�

시간: 15분

3.��마무리:�각�그룹이�상황극을�말로�요약해보고�느낌을�이야기하게�해본다.�관찰자들도��
똑같이�해볼�수�있게�한다.�칠판과�차트에�모든�반응을�적는다.�학생들에게�이를�공책에�
적게�한다.

1.�학생들은�선생님의�도움을�받아�상황극을�위해�도로를�만든다.�

2.�자원한�그룹이�자신의�시나리오를�상황극으로�꾸며본다.�

3.���학생들은�상황극이�진행되는동안�자신이�관찰자로서�그리고�상황극�수행자로�어떤��
느낌을�받았는지�요약해본다.�학생들은�자신의�반응을�공책에�적는다.

교사 과제 학생 과제  

제�5일 제 5일

평가

시간: 15분 

1.���학생들이�상황극에�관해�이야기를�나누도록�유도한다.�상황극으로부터�무엇을�배웠는지�
질문한다.�그리고�도로�교칙을�존중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보여주는�상황극으로부터�
그들이�배운�교훈은�무엇인지�질문한다.�

시간: 20분

2.�학생들이�다음의�2개의�질문에�대답을�적어보게�한다.�

·�상황극으로부터�무엇을�배웠습니까?

·�특히�어떤�부분이�도로�규칙을�따르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나요?�

1.���학생들은�상황극에�대해�논의하고�자신들이�무엇을�배웠으며�특히�왜�도로�규칙을�지키는�
것이�중요한지에�대해�이야기한다.�

2.�학생들은�2가지�질문에�대한�답으로�짧은�두�문단의�글을�써본다.�

C. 결론�(수업시간에�다루어진�핵심�요약)�

시간: 5분�

각각�다른�시나리오가�시연되는�동안�관찰한�것과�느낀�것을�설명할�수�있게�함으로써��
학생들은�도로�규칙을�따르지�않았을�때�발생할�수�있는�많은�문제를(사고나�고장)��
시각화할�수�있다.�학생들이�도로�규칙을�존중함으로써�도로에서�다치지�않는�법을��
설명할�수�있게�한다.

D. 평가�(평가의�종류:�비공식적�관찰,�공식적�상황극�평가�등)

비공식�평가:�그룹에서�개별적으로�학생들의�참여도를�관찰�

형식적�평가:�일상생활의�읽기나�반영에�대한�짧은�기록�

종합적�평가:�다음과�같이�짧은�문단으로�점수�부여

1.�문법:�완전한�문장(4점)

2.�어휘:�느낌과�관찰을�묘사하기�위해�적절한�단어�사용(4점)

3.�구성:�올바른�순서로�생각�나열(4점)

4.�구두점�및�맞춤법:�정확함(4점)�

E. 교사 참고사항 

(예:�수업효과�개선을�위해�수업성과�혹은�실패한�전략을�표시)

도로 무법자 시나리오 

목표

각�그룹의�학생들이�역할을�맡아�시나리오에서�상황극을�진행한다.�

그리고�만약�그�누구도�도로�규칙을�지키지�않는�상황에서�운전하는�것은�

과연�어떨까�하는�것을�보여준다.�

중점사항

그�누구도�도로의�규칙을�지키지�않는�상황에서�운전을�하는�것은�

과연�어떨까?�같이�타고�있는�사람은�어떻게�느낄까?�보행자는�어떻게�

느낄�것인가?�다른�운전자는�어떻게�느낄까?�이런�기분이�도로�교통을�

존중하는�것과�어떻게�연결될까?�

시나리오

그룹1:�엄마가�아이들을�학교에�운전하여�데려다준다.�

그룹2:�여성들이�버스를�타고�시장에�간다.

그룹3:�여행객�단체가�밴을�타고�관광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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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제 

학생들을�두�개�또는�세�개의�그룹으로�나눈다.�

·���각�그룹의�학생들은�역할과�책임을�부여받는다�(누가�운전자,�동승자,�그리고�

도로�규칙을�위반하는�사람이�될�것인가).

·�각자가�해야�할�역할을�예행연습해보고�상황극�중에�이야기해본다.�

·�상황극이�진행되는�동안�학생들이�관찰하고�느끼는�것들을�반영한다.

·���수업시간에�도로�규칙을�존중하는�것이�왜�중요한지에�대해서�논의한다.

소품

다양한�크기의�상자는�자동차로�사용될�수�있다.�체육�시간에�사용되는�

주황색�원뿔은�도로를�표시하는�용도로�사용된다.�각�그룹은�적어도�

2개의�상자가�필요할�것이고�하나는�승객을�태운�자동차로,�다른�하나는�

다른�도로�이용자(도로�규칙을�따르지�않는�사람)의�역할을�하게�된다.�

학생들은�1차시�수업�시간�내에�자동차와�소품을�만든다.�

활동

학생들에게�상황극을�할�수�있도록�10분씩�할당한다(3그룹�*�10분�

=�30분).�그리고�15분�동안�학생들이�무엇을�관찰했는지에�대해�

수업시간에�이야기해�볼�수�있는�기회를�준다.�차트나�칠판에�모든�

반응을�기록한다.

8학년 교과목을 통한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 이해하기 (파키스탄)

과목:�수학,�과학,�환경학,�역사

배경:�스왓�계곡(Swat�Valley)에는�세�부족이�한�마을에�산다.�이들은�

다른�부족이�수로를�농지와�과수원으로�바꾸어놓아�농지가�침수되고�

파괴되었다는�이유로�서로�싸우고�있다.�이�문제는�의회(jirga)로�

회부되었다.

사회과학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세�부족의�리더들에게�농지�파괴의�원인은�빗물로�인한�범람�때문이지�

고의적�방해�때문이�아님을�설명하면서�갈등을�해결한다.�

과학과 수학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1.�각�부족이�소유한�농지의�면적을�계산한다.�

2.�이번�일로�영향을�받은�부족들에게서�발생한�경제적�손실을�계산한다.�

사회학과 환경과학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1.�언덕이�많은�농경지의�수로의�길이를�측정하는�방법은�무엇인가?�

2.�빗물이용(Rainwater�Harvesting)이란�무엇인가?

3.��콜리스탄(Cholistan)같은�사막�지역에서�토바(Toba)�시스템은�어떻게�

작동하는가?�

4.�G.T�Road에�있는�전통적�빗물�저장방식은�무엇인가?

역사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1.�부족�간의�불화의�의미는�무엇인가?�

2.�이런�부족�간의�불화를�해결하기�위해�과거에�사용된�방법은�무엇인가?�

3.�그�방법들은�현재의�인권법�및�사회적�가치와�조화를�이루는가?�

5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결론

이�지침서에�설명된�시범사업은�공동체�뿐�아니라�교육과�문화�

행위자를�함께�끌어�모아�젊은�세대를�위한�교육에�지속가능성�원칙과�

무형문화유산�요소를�통합하는�것에�대한�가치를�탐색하고�제시했다.��

이�사업으로�문화부문�관계자를�넘어�교사들까지�2003년�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의�목적달성에�힘을�실어주었다.

지침서에�제시된�여러�가지�사례에서�볼�수�있듯이,�학생들은�지역의�

문화적·자연적�유산에�자연스럽게�노출되고,�이�둘의�관계를�유지하는�

것이�중요함을�인식하였으며�동시에�정규�교육과정을�학습할�수�있었다.

시범사업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교육(ESD)을�실천하는�새로운�방법도�

제시했다.�ESD는�지난�10년�동안�지지를�받았고�지속가능한�발전의�

원칙을�학교�수업에�통합함으로써�지속가능성의�문제를�의식할�수�있는�

시민�세대의�양성에�공헌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믿을�수�없을�정도로�다채로운�지역이며,�

무형문화유산의�표현,�지식,�기술이�풍부한�지역이다.�이�지침서에�

소개된�사례들은�이미�중요하다고�인정받은�무형문화유산을�더�

강조하기�위해�선택된�것이�아니다.�모든�공동체가�자신들만의�

무형문화유산을�가지고�있고,�이것이�적극적으로�연행되고�있으며�

학교�수업에�통합할�수�있는�귀중한�지식이라는�것을�보여주고자�하는�

것이다.

이�지침서는�ICH-ESD�통합을�획일적으로�접근하려는�것도�아니다.�

시범사업�참여국에서�수집한�사례들이�지역사회의�중요한�무형문화유산�

표현을�강조하는�수업을�계획할�때�아태지역�교사들에게�영감을�주기를�

희망한다.�또한,�이러한�수업이�학생들을�적극적인�학습자로�참여하게�

만들고,�지속가능한�사회�만들기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학생들이�

습득하게�되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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