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 활동중심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활동지침

체험․ 활동중심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체험·활동중심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구성원이 대한민국질서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한국 문화와 법질서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연수를 통하여 다문화구성원의 권리의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이 주로 강의식교육으로 이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의 전반적인 형태를 체험형․참여형․매체활용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교육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제도적 측면으로서 법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포함하되 다
문화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과 현실적응을 위해 필요한 법교육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체험․ 활동중심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소개

연수대상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이
외의 대상에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법질서의 이해 및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유용한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신국가, 가족상황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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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법문화교육프로그램 방법의 유형은 게임방법, 역할극, 시청각 자료 이용교수법, 토론,
토의학습, 서식작성법 등을 내용별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 활용성을 높이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식 교육만이 아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생활과 직결되는 사례·체험중심의 법문
제를 다룸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과 참여자의 체험과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
설명중심, 수동적 청취중심의 교육은 최소화하고 체험, 실습, 시연, 활동 중심의
역할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수개요

과정

차시

프 로 그 램 명

내 용
모둠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친밀관계형성과

1차시

Welcome to 김천골!

신체율동을 통한 하나되기 및 연수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실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

연수에 참여한 가족을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2차시

우리 가족 소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출신과 지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친숙하게 한다.

본

촛불의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
3차시

한마음 촛불 문화제

하는 시간을 갖게 하며 배우자나 가족에게 보
내는 영상 메세지 전달 시간을 갖게 한다.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가정에서도 꼭 지켜야하는

1차시

가정헌법 만들기

법 국

가정을 만든다.
헌법상 기본질서와 헌법조항에 해당 실제사례를

가
2차시

교

법 중의 법, 헌법

찾아 헌법상 권리를 학습하고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탐색한다.

생
육 활

최고규칙을 만들어 서로 준수하게 하여 화목한

헌법에 담겨진 질서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차시

헌법 속에 담겨진 기본권

개인의 여러 가지 기본권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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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차시

프 로 그 램 명

내 용
편집된 영화 감상과 관련된 기본권 내용을 이해

4차시

영화와 법 이야기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이해

국
가
생

하고 드라마 속 법률문제를 소개하며 그 해결

5차시

다문화 법령 알기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내 유입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적취득을 위해

활
6차시

한눈에 보는 국적 취득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주민의 성·본 창설과
개명에 대해 알아본다.
결혼을 함으로써 생기는 법률문제와 혼인생활을

7차시

혼인과 가정생활법

잘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지식, 결혼 후
간이귀화, 권리의무, 재산적 권리를 익힌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문제에

8차시

사례로 보는 상속문제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언서를 직접
작성해보게 한다.
폭력에 대한 개념을 퀴즈를 통해 이해하고 가정

9차시

법

우리가정 지키기

폭력대처 10계명을 만들어 실천하게 한다.
교통질서를 위한 표지판 익히기와 교통안전교육과

개
인
생

폭력의 심각성 인식과 폭력대처 방안을 학습하고

10차시

교통 문제 해결사

실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
및 교통사고처리 관련법에 대해 알아본다.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할 기초

교 활
11차시

기초 생활 질서 익히기

질서를 익힘으로써 소홀하기 쉬운 기본이 되는
법생활 의식을 기른다.
취업과정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이해

육

12차시

생활 속 근로생활

하고 근로활동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익힌다.
소비자 피해 시 구제절차와 요령 및 현명한 소비

13차시

생활 속 소비생활

생활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보이스피싱 등 현실성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실제 모의선거를 통해 선거를 체험해보고 외국

14차시

모의 선거

인의 지자체 선거권부여에 대해 학습하고 선거
공약이나 당선 혹은 낙선 사례 등을 작성해 본다.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시연해봄으로써 법률지식을

참 15차시
여

다문화 가족 모의 법정

성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대중가요에 법, 헌법관련 용어를 넣어 노래 부르는

활
동 16차시

향상시키고 법적 분쟁예방과 합리적 해결의 중요

재미있게 배우는 법률 용어 노래방 대결을 하면서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소개한 뒤,

17차시

도전! 다문화 법 골든벨

게임을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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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국
가
문
화

차시

프 로 그 램 명

내 용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요기념일을 탐색하고,

1차시

국경일과 태극기 달기

태극기의 유래 및 게양방법에 대해 익힌 뒤,
외국의 국경일, 기념일과 비교해본다.
출신국가의 주요명절, 풍습, 예절, 음식문화에

2차시

명절로 배우는 다문화

대해 익히고 체험하고 비교하며, 출신국가 의상을
통한 예절교육을 체험해본다.
윷놀이나 연 만들기를 하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전

3차시

놀이로 배우는 문화

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통
문
화

세계 민속놀이를 우리 민속놀이와 비교한 뒤, 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물놀이 연주법을 배우고
4차시

사물놀이와 국악체험

흥겨운 국악을 체험함으로써 민족문화를 이해
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한국어를 여러 가지

5차시

게임으로 배우는 한국어

게임을 통해 배움으로써 한국어에 친숙하고 익숙

다

해지도록 한다.

문

일상생활에서 부부, 가족 간 활용 가능한 요가

화

6차시

요가 사랑 부부 사랑

교

동작을 소개하고 체험하고 마사지 방법을 소개
하고 직접 체험하게 한다.

육
최신댄스와 뮤직을 통한 댄스스포츠에 대해 익히며
7차시

함께하는 댄스 스포츠 축제 직접 댄스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외국의 댄스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
부부나 부모-자녀 간에 몰랐던 부분이나 기호와

가

8차시

부부 이해 훈련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법을 익힘으로써

족

서로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

문

역할놀이를 통해 가족에서의 오해를 푸는 역할

화

9차시

다문화 가족 역할극

극을 시연하게 하고 자신의 편지를 쓰고 읽는
시간을 통해 가족 사랑을 느끼게 한다.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하여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10차시

가족 화합 한마당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며 이웃과 친숙하게 어우
러지게 한다.
세계의 다양한 자녀교육법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11차시

자녀교육과 이해

자녀학습 방법의 공유와 자녀와의 대화법을 알아
보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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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활용방안

다문화가족 대상 기본교육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구성되고, 법교육프로그램은 총
1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교육은 총 11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다문화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대상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연수상황에 따라 기본교육과 함께 법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을 그대로 선별
하거나 재구성하여 연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수 시 유의점

연수 전 강사는 강사지도 및 참고자료를 확인한 후 연수에 임해야 합니다. 법교육
과정은 연수자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대상수준에 맞는 연수진행으로 흥미로우면서도
법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각
차시마다 참고와 지도 내용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과정은
연수자들에게 좀 더 익숙하고 부담 없이 연수를 받아 문화적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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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프로그램의 구성방식

체험․활동중심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연수강사들이 연수 현장이나 여러 교육기관
에서 법문화 연수를 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이는 각 차시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설명/ 활동목표/ 활동개요/ 유의사항], [진행절차: 도입-전개
1, 2, 3, 4, 5..-마무리], [강사용 지도 및 참고자료], [연수생 활동자료]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활동목표/ 활동개요/ 유의사항]은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구성원에게
필요로 하는 점과 강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활동준비,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절차]과정은 강사가 프로그램의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활동의 흐름을 이해
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이 진행되는 실제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강사용 지도 및 참고자료]는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보조 자료와
강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활동자료의 일부로 쓰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활동자료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일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흥미유발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비디오, PPT, 컴퓨터 등을 통
해 프로그램 전반을 알려줄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활용을
돕습니다. 최대한 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여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이트나 주소 등을 제시하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연수생 활동자료]는 다문화구성원이 프로그램 활동에서 활용하는 활동지로 만든
것입니다. 연수 진행 강사는 다문화구성원별로 활동지를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이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체험활동한 것을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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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기본과정 프로그램

제1차시 Welcome to 김천골!
제2차시 우리 가족 소개
제3차시 한마음 촛불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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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

Welcome to 김천골!

전국 각지에서 연수에 참가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처음 연수원에 도착하면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갖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빠르게 친해지게 되면 앞으로의 연수프로그램이 좀 더
활발하고 즐겁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
기를 형성해 봅니다.

1.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친목을 도모한다.
2. 다양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래포를 형성한다.
3.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위한 분위
기를 조성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 (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신문지, 안대, 빼빼로, 과자(사탕), 접시, 풍선, 노래방기기, 비스켓, 엿, 초코
파이 등
■ 강

사 : 레크리에이션 강사 또는 연수원 관계자

1. 모둠 편성 시 결혼 이주민의 출신국이나 지역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2. 모든 행사 활동 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사전에 충분한 모둠별 시간을 할당하여 래포가 형성된 이후 모둠 간 다양한 활동이 활
발하게 전개되도록 한다.
4. 모든 활동에 다문화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유도책으로 모
둠별 게임 점수를 합산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5. 본 강의의 진행은 전문적인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맡도록 하여, 흥미와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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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다양한 게임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 활동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형성 및 는 분위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또한 연수생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봄으로써 자신들이 한 약속이
갖는 의미와 준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모둠 구성 및 이름, 율동(구호) 정하기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6명 1모둠으로 총 5개 모둠으로 구성토록 한다.
(모둠 편성 시 결혼 이주민의 출신국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한다.)
 모둠별로 이름을 정하고, 율동과 구호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한다.
(예 : 노라조, 모둠원들이 슈퍼맨 흉내를 내며 ‘슈퍼맨의 힘으로 노라조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친다.)
 각 모둠장으로부터 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둠별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족 구성원 및 모둠 간 게임 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상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모둠 간 게임 성적을 종합하여 최우수 모둠에게는 시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가족 구성원 간 상호 관계 형성 프로그램 활동
 우선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소개하고 진행 요령을 설명한다.
 게임은 ‘지구는 초만원, 아내(남편)의 손 찾기, 빼빼로 게임, 입으로 사탕(과자) 전달하기,
미스/미스터 엉덩이’ 등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사전에 게임 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사전 시범을 보여준 후 곧바로 모둠별로
진행하도록 한다.
 다양한 게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모둠 간 상호 관계 형성 프로그램 활동
 우선 모둠 구성원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소개하고 진행 요령을 설명한다.
 게임은 ‘실내 철인 경기, 개미떼 풍선 터뜨리기, 도전 50곡’ 등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모둠
구성원들은 모둠을 대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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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게임 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사전 시범을 보여준 후 곧바로 모둠별로
진행하도록 한다.
 모둠 간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상호 관계 형성과
단합심을 강화시키도록 유도한다.
 모둠 간 게임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최우수 모둠에게는 시상하고 격려한다.

연수 규칙 만들기
 연수원 측 관계자를 통해 연수생들에게 필요한 운영 규칙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건물 위치나 약도 등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연수생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유도한다.
 연수 규칙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고 규칙을 어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 결정한다.
 상호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한 사람이 정리하여 연수생 운영 규칙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각각의 숙소 입구에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연수 규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본다.
 연수 규칙 만들기를 통해 약속이 갖는 의미와 집단생활에서 준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오늘은 김천이라는 생소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색한 만남을 다양한 게임과 프로
그램 참여를 통해 좀 더 편하고 연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었고, 이 참여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연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정해진 연수 규칙을 충실히 따라줄 것을 부탁하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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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구성원 및 모둠 간 게임 진행 매뉴얼
가족 구성원 간 게임
○ 지구는 초만원
- 가족별로 신문지를 준비하고 게임에 임한다.
- 신문지를 작게 접어가면서 그 위에 함께 서 있는다.
(규칙 : 신문지 위에 5초 동안 멈춰있어야 한다.)
- 계속 진행해서 떨어지면 탈락하고 최종 승자 간의 결승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 아내(남편)의 손 찾기
- 아내(남편)의 얼굴을 안대로 가린다.
- 반대편에는 6명의 아내(남편)가 손을 내밀어 기다린다.
- 안대를 하고 있는 아내(남편)가 자신의 남편(아내)을 손을 만져가며 알아맞히는 게임이다.
○ 빼빼로 게임
- 부부 간의 게임으로 빼빼로를 입에 물고 시작한다.
- 시작 종소리와 함께 물고 있는 빼빼로를 계속 먹어가도록 한다.
- 다 먹어서는 안 되고 남겨진 빼빼로의 길이를 재어서 가장 짧게 남겨진 팀이 승리한다.
○ 입으로 사탕(과자) 전달하기
- 부부 간 게임으로 입에서 입으로 사탕(과자)를 전달하는 게임이다.
- 정해진 시간 동안 부부 간에 입으로 사탕(과자)을 정확하게 많이 전달하는 팀이 승리한다.
○ 미스/미스터 엉덩이
- 부부 간 게임으로 서로 엉덩이와 등을 맞대고 시작한다.
- 시작 종소리와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발밑에 있는 동전을 많이 줍는 팀이 승리
한다.
모둠 간 게임
○ 실내 철인 경기
- 모둠 간 게임으로 모둠원 전체가 출발점에 서 있는다.
- 시작 종소리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한다.
(①코끼리 코 잡고 5바퀴돌기 → ②풍선 불어 터뜨리기 → ③이마 위에 비스켓 놓고 손
안대고 먹기 → ④물종이 이마에 붙이고 불어서 3개 먼저 떼기 → ⑤쟁반 위의 밀가루
속 엿을 손 안대고 먹기 → ⑥초코파이 먹고 휘파람 불기)
- 가장 빨리 출발점에 도착하는 모둠 팀이 승리한다.
○ 개미떼 풍선 터트리기
- 모둠별로 전체가 발목에 풍선을 묶고 시작한다.
- 시작 종소리와 함께 상대팀의 풍선을 터트리며 최후에 가장 많이 남는 팀이 속한 모둠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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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50곡
- 노래방 애창가요 50곡을 선정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판에 부착한다.
- 모둠별로 번호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직접 따라 불러 성공하면 승리한다.(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 1절까지의 노래를 불러서 음정과 박자, 가사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성공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실내에서 활동 가능한 게임 목록
○ 돼지 씨름
- 원 안에서 손을 ‘열중쉬어’ 자세로 잡고 앉은 채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원 밖으로 밀어
내는 게임
○ 코끼리 씨름
- 두 손을 바닥으로 늘어뜨려 엉덩이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임
○ 딱지 뒤집기
- 우선 양면 색이 다른 종이를 준비한다.
- 두 팀을 구성한다. → 두 팀의 종이 색을 정한다. → 원 안에 색의 수가 같도록 색종이
깔아 놓는다. → 리더가 '시작!' 하면 각 팀은 자기 팀의 색이 많아지도록 색종이를 뒤집
는다.
- 종이가 찢어지기 쉬우므로 약간 두꺼운 종이로 준비하고 크기는 3.5인치 디스켙 정도의
크기면 충분하다.
○ 미스 미스터 경연대회
-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하여 패션쇼를 개최한다.
- 인터뷰와 장기 자랑과 함께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 텔레파시
- 조를 나눈 후 조장을 선출한다.
- 각 조장에게 종이를 8등분하여 접게 한다.
- 조원들은 동그랗게 무릎을 맞대고 앉아 등분한 종이에 조장이 말하는 것(1-생선, 2-벌레,
3-산, 4-독립운동가, 5-존경하는 사람, 6-가장 흔한 이름, 7-꽃, 8-동물)을 3가지씩 적
는다.
- 1분 동안 자신의 조에서 적은 이름을 외운 후 리더가 이름 한가지씩을 부르면 자기 조에서
적은 것이 있으면 "오! 예!"하며 소리친다.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긴다.
○ 슛! 골인
- 리더가 주는 예시문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이다.
- 맨 마지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로 승부를 판단한다.
[예시문] 송도동 78번지에 사는 진떡배씨는 밥을 많이 먹기로 유명했고, 용흥동 34번지에
사는 나떡순씨는 잠을 많이 자는 것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이 두 사람은 우연히
송도솔밭을 산책하다가 눈이 맞았는데 이것이 운명의 만남으로 이어져 1995년 5월 4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부부는 밥과 잠만 좋아하고 사랑은 없었다.
어느덧 20년이 흘러 이들 부부는 체중이 늘었는데 남편은 112Kg, 허리 59인치이고 부인
은 78Kg, 허리 43인치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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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나르기
-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그 위에 고무줄을 얹고 손을 대지 않고 고무줄을 나르는 게임
○ 불러라
- '노래 불러라'를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한다.
- 노래하면서 표정연기(불러라, 울어라, 웃어라, 돌아라, 돈내라, 맞아라, 양말 벗어라...)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심사한다.
○ 송아지 노래 부르기
- 크게 부르기 → 음을 빼서 리듬 있게 손을 위, 아래로 흔들며 → 가사 바꿔(머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팔도 흔들어 배꼽도 엉덩이도 온몸을 흔들어) → 영어로 부르기(카우 베이비
카우 베이비 칼라 카우 베이비 마덜 카우도 칼라 카우 마덜 샘샘샘) → 2절 부르기(송아지
망아지 얼룩 강아지 엄마 고양이도 얼룩 쥐 개구리 닮았네)
○ 황소싸움
- 두 명이 각각 양쪽 끝에 밧줄(고무)을 허리에 묶고 일정 지점의 물건을 빨리 집는 게임
○ 동물들의 합창-일정한 노래를 동물 소리로 직접 따라 불러보는 게임
(예) 고양이 소리, 강아지소리, 소 울음소리, 오리소리, 닭소리 등
○ 신문에서 찾아라-신문에서 자신의 이름, 단어, 문장을 직접 찾아보는 게임
○ 실내 올림픽 10종 경기
- 준비 : 나무젓가락, 풍선, 종이, 실, 탁구공, 종이접시, 은박접시, 공, 종이컵, 귤, 줄자, 시계 등
- 진행 : 이 게임은 실내에서 올림픽 분위기가 느껴지게 한다.
① 창던지기 : 나무젓가락이나 빨대를 던진다. 이 때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제자리에서
던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려오면서 던지는 선에서 던지는 것이다.(던지는 폼이
멋지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
② 투포환 : 풍선을 불어서 투포환 경기 방식을 흉내낸다.
③ 해머던지기 : 16절 종이를 꾸겨서 뭉치를 만들고 실을 매단다.
④ 원반던지기 : 종이접시나 은박지접시를 던진다.
⑤ 경보 : 실내에 트랙을 그려 놓고 무릎으로 기어서 2바퀴 돌기
⑥ 수영 : 종이컵을 입김으로 빨아들여 입에 붙인 상태에서 반환점을 기어서 돌아오기(종
이컵이 입에서 떨어지면 실격)
⑦ 마라톤 : 선수들을 집합시킨 후 신발 크기를 재서 큰 사이즈가 1등 판정
⑧ 유도 :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선 다음 발뒤꿈치 중앙에 조그만 물건을 놓고 리더의 "
하나, 둘, 셋!" 소리에 먼저 집기(서로가 엉덩이를 밀기 때문에 앞으로 튕기어 나간다.
⑨ 요트 : 머리 위에 종이 1장을 올려놓고 반환점을 돌아오기
⑩ 복싱 :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주먹쥔 왼쪽 손등 위에 귤을 올려놓고 상대방의 귤을 빼앗
으면 된다.
○ 그림으로 물건 맞추기
- 준비물로 도화지와 매직펜이 필요하다.
- 방법 : 팀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한 사람을 선발한다. → 화가는 리더에게 물건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받는다. → '시작!' 신호와 함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자기 팀원
에게 보여 주어 물건의 이름을 맞추게 한다. → 제한 시간 내에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긴다.
- 화가는 말을 하거나 손짓, 몸짓을 할 수 없으며 그림이나 문장(격언이나 속담)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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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 구구단-구구단의 답을 일정한 변수를 주어 답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게임
5단 구구단에 "+2"

5×1=7, 5×2=12, ……

7단 구구단에 "-3"

짝수 구구단의 답에는 "나누기 2"

8단 구구단의 답에 "곱하기 2"

3단 구구단에 답은 7단으로

3×1=7, 3×2=14, 3×3=21

3. 도전 50곡 노래 목록
번호

제목

가수

번호

제목

가수

1

애인 있어요

이은미

26

이젠 남이야

V.O.S(김경록)

2

지(Gee)

소녀시대

27

다행이다

이적

3

8282

다비치

28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아이드걸즈

4

슈퍼맨

노라조

29

친구의 고백

2AM

5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30

들리나요

소녀시대(태연)

6

외톨이

아웃사이더

31

쏘리 쏘리

슈퍼쥬니어

7

체념

빅마마

32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8

I' Don't Care

2NE1

33

토요일 밤에

손담비

9

눈물이 뚝뚝

케이윌

34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10

사고 쳤어요

다비치

35

Nobody

원더걸스

11

황진이

박상철

36

만약에

조항조

12

붉은 노을

빅뱅

37

내 사랑 울보

SG워너비

13

무조건

박상철

38

사랑비

김태우

14

파이어(Fire)

2NE1

39

Again & Again

2PM

15

심장이 없어

에이트

40

여성시대

씨야+다비치

16

티어즈(Tears)

소찬휘

41

고해

임재범

17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42

사랑해

SG워너비

18

네버엔딩스토리

부활

43

보고 싶다

김범수

19

가시

버즈

44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

20

우연히

우연이

45

핫 이슈

포미닛

21

사랑..그놈

바비킴

46

결혼해 줄래

이승기

22

비와 당신

럼블피쉬

47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23

바래

FT 아일랜드

48

큰일이다

V.O.S

24

하루하루

빅뱅

49

사랑 Two

윤도현

25

당돌한 여자

서주경

50

소주 한 잔

임창정

출처: 2009년 한국인의 노래방 애창곡(음악 콘텐츠 기업 금영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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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생 운영 규칙 작성 예시
○ 수업 측면
- 수업 시간 5분전까지 교실에 입실하도록 한다.
-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모두 꺼놓도록 한다.
- 강사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한다.
○ 생활 측면
- 매일 아침에 만나면 웃으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한다.
- 명찰은 가슴에 패용하며 서로 이름을 불러주도록 한다.
○ 숙소사용 측면
- 연수원 기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 오후 10시 이후에는 다른 방 숙소에 가급적 가지 않고 외부 출입을 금한다.
- 숙소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식당사용 측면
- 먹을 양만 담아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 사용한 물 컵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종이컵은 재활용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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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운영 규칙
연수생들이 지킬 수 있는 연수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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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 우리가족 소개
가족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다른 가족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며 사랑으로 따뜻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가족소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합니다.

1. 동물화 가족소개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이미지를 서로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2. 가족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각 가족 구성
원들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에 대해 재확인하도록 한다.
3. 소원의 나무 활동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족구성원들의 유대감을 증진시
키고 다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크레파스, 활동지, 고무줄, 펀치, A4 두꺼운 용지 및 색지, 볼펜, 트리 형식의
중간크기용 나무, 손바닥 크기의 색지, 나무재질의 노끈, 반짝이풀
■ 강

사 : 다문화가족 강사 또는 게슐탈트 심리강사

1. 가족소개가 다소 어색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의 화합을 조성하도록 강사가 잘 피드백
주도록 한다.
2. 정서적 안정감 및 래포 형성을 통해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3. 상대방을 자극하는 질문이나 불편한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가족 구성원 중 한, 두 명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다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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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란 나와 가장 가깝고도 때론 가장 먼 존재일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의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동물화 가족소개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이미지를 서로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2. 가족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각 가족 구성
원들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에 대해 재확인하도록 한다.
3. 소원의 나무 활동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족구성원들의 유대감을 증진시
키고 다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동물화 가족소개
 가족단위로 색지와 크레파스, 반짝이 풀 등을 제공하여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이미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각각의 가족이 가지는 특징들을 서로 논의하여 구성원에 맞는 동물모양의 탈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또한 탈 모양을 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상황을 스케치북에 그려보도록 한다.
☞ Tip
그림그리기 혹은 탈 만들기를 어려워 할 경우에는 찰흙으로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다음으로는 각 가족구성원들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별칭을 지어보도록 한다.
(예시-막내 귀염둥이 _______, 우리집의 씩씩이 _______, 우리집의 깔끔이 ________ 등)
 다 정하였으면 가족들이 다 나와 만든 탈을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며 왜 이
동물을 골랐고 가족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별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더불어 한 글자로 된 가족명 혹은 구호를 정하도록 한다.
예) 짱, 락, 흥, 상, 훅~~ 등등
 다른 가족 모두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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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의 나무
 가족이 함께 바라는 소원들을 정하도록 해준다.
 가족들이 다 정했으면 나와서 우리 가정의 소원들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났으면 ‘소원의 나무’ 형상에 자신들의 소원을 걸도록 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가족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도록 한다.
 가족이란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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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원의 나무

소원의 나무는 존 레논의 아내 요코 오노가 자신의 미술관 앞에 소원의 나무를 만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소망을 비세요~ 종이 위에 그 소망을 적고 종이를 접어 소망 나무 가지에 다세요~ 친구
들에게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속 소망을 비세요. 나뭇가지가 소망으로 뒤덮일
때까지...-Yoko Ono”

자료출처 : 소원의 나무 검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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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구성원의 역할 예시
우리 집의 청소 박사 막내
우리 집의 기둥 아빠
우리 가족의 푸근이 엄마
우리 가족의 애교쟁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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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의 나무 내용

우리 가족 모두가 ⚇⚉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건강하시고
엄마는 사랑 많이 받고 베푸시며
우리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모두모두가 마음의 부자가♡♡되어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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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 한마음 촛불 문화제
전반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은 활동적인 반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문화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내용에는
자신의 반성과 미래 설계 그리고 가족에게 바라는 점과 함께 노력하는 마음 등을 담아냄
으로써 내적 마음을 정리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연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2.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3. 공동체생활에 잘 적응하고 주위와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 다문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북한 이탈 주민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야외무대

■ 준 비 물 : 촛불, 종이, 음악, 카세트
■ 강

사 : 연수원 담당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 2인

1. 촛불 문화제 시간에는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갖도록 유의한다.
2. 촛불 문화제 내용에는 자신 반성, 가족에게 바라는 점, 미래 설계와 다짐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3. 촛불 문화 의식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들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직접
우송해 주는 것도 고려한다.
4. 가족 영상 및 친구 영상, 메시지 등을 구성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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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미래를 설계함과 동시에 가족
에게 바라는 점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마음 등을 담아냄으로써 자아 형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경건한 시간임을 언급하며 진행과정을 설명해준다.

촛불의식 설명과 진행
 촛불의식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발견과 화합을 다지도록 진행한다.
 진행자의 멘트에 맞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천천히
움직이면서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적인 반성과 가족에게 바라는 점을 말해 보도록 한다.

촛불의식 소감문 적기
 촛불의식을 마치면서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소감을 적는다.
 모둠에 한 명씩 발표하게 하여 동감의 시간을 갖게 한다.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와 편지쓰기
 다문화관련 전문가나 참가 가족 중에서 영상 메시지를 사전 작성하여 방영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구성한다.)
 다문화가족이나 출신국 부모 혹은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한 편지는 익명으로 함에 넣은 후 소개하여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영상 메시지를 직접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해보도록 한다.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느낌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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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지역, 인종,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이
되는 한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서로 존중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도
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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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 문화제 의식 진행

분위기 조성
-천천히 조용히 원을 그리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음악 담당자 : 촛불 의식 대열이 제대로 형성될 때까지 음악을 준다.>
<배경음악 담당자 : 대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배경 음악을 서서히 줄인다.>
○ 좌석배열
* 강단을 중심으로 한 " ㄷ "자형 - 가장 바람직.
의자일 경우

* 장소의 중앙을 중심으로 한 일렬 원 - 바람직.
* 인원이 장소에 비해 많을 경우 - 여러 겹 " ㄷ "자형, 여러 겹 " 원 "형.
* 인원이 장소에 꽉 찰 경우 - 무대를 향한 자유대형.

바닥에 앉아서

* 장소의 중앙을 중심으로 한 원형으로 - 바람직.

진행하는 경우

* 인원이 많을 경우-원을 겹으로

○ 진행순서 소개
-지금부터 잠시 후 진행될 촛불의식의 진행순서와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내의 완전한 소등이 있겠고, △△초가 등장하면 △△초로부터 아름다운 불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씨를 전달받게 되면 준비한 나레이션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상의 시간이 끝난 후 소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에 관한 다짐을 하고 모두 끝나게 되면 촛불을 끄고 촛불의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분위기 조성
-사람은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참모습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쁜 생활과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마음 속 일기를 써 내려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노래
(등대지기, 기다리는 마음)를 한곡 부르며 그동안 교육과 체험을 통해 흥분된 마음을 차
분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 - 노 --- 래 - )
-초를 두 손으로 들고 자세를 바로해 주기 바랍니다. ----- 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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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
-지금부터 O년 OO연수교육 촛불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초 입장
-△△초 입장이 있겠습니다.
* △△초의 의미에 대한 나레이션
-지금 (잠시 후) 우리들 앞엔 자신의 몸을 살라 주위를 환하게 밝혀줄 한 자루의 촛불이
입장할 것입니다. 이 촛불은 그저 단순한 의미의 불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순수
하게 간직했던 사랑과 진실과 희생의 불꽃입니다. 한줄기 불꽃은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 왔습니다. 이 불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다문화가족들의 가슴속에도
전달되어 졌으며, 이 불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과 우리를 비춰줄 희망의 빛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입장을 했습니다.

불꽃 전달식
-정해진 O분을 통하여 불꽃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O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로부터 자신의 촛불을 붙여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우측 사람에게 자신의 초에 사랑과 진실과 희생의 마음을 실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모두 끝나신 분은 자신의 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에 대
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촛불 전달 )
* 나레이션
-지금 우린 자신의 손을 통해 옆에 있는 OO의 가슴을 통해 하나의 불꽃을 전달해주었습
니다. 우리는 오래전 우리가 가슴속에 품었던 꿈과 희망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새로운 모습
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기다림

)

* 나레이션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바쁘게, 습관적으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봅
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시간
-우리들 앞에 타오르는 사랑과 진실과 희생의 불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닌 삶의 의미를
명상을 통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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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을 위한 나레이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이는 윤동주님의 시 구절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타들어가는 여린 불꽃하나가 있습니다. 불꽃은 자신을
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혀줍니다. 자신을 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의 삶도
나만의 이기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 가족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과 사랑의 결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부모님과 그동안 우리를 돌보아준 사람들, 나에게 친절하게 해
주었던 친구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용서를 하고 내가 타인에게 아픈 상처를 준적은 없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용서와 감사와
진실의 마음이 불꽃을 통해 전해져 갑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마
음을 앞으로 다가올 넓은 세상을 향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나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 나보다는 함께 일하는(공부하는) 동료(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남의 탓을 하며 자신의 잘못도 남에 대한 원망을 하는, 자신에게조차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은 아닐까요. 현재는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 무엇
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소중한 열매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열려 오기
때문입니다.
" 나는 이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
" 나는 이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갈 것인가? "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듯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
으로 남을 것인가? "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나의 의미 있는 인생과 주변을 생각할 것을 다
짐해 봅니다.

소감 발표
-우리는 그동안 정리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우리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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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정해 드리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서 있는 경우 : 한걸음 앞으로 나와)자신의 이
야기를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짐의 시간
-여기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번 흘러 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현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는 새로운 각오를 위해 다짐의 노래
"선구자"(아침이슬, 사랑으로,...)를 힘차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송정 푸른솔은~"

가슴속에 소망을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중 자신의 생애를 바쳐 꼭 이루고자하는 소망이
있다면 자신의 촛불을 통해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중요한 일을 위해,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꼭 이루고야 할
여러분의 소망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자기 혼자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전 가족이 다 같이 초를 통해 기원함으로써 반드시 이뤄질 보석의 빛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소망의 다짐이 모두 끝난 분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불을 조용히 꺼 주시기 바랍니다.
* 나레이션
-소망은 우리의 두 손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인내의 세월을 통해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이 빛을 발할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로
맞을 것입니다. 그때 우린 그대를 힘차게 안아줄 것입니다.
(

얼굴, 등대지기, 혹은 배운 잔잔한 노래 )

~~~ 함께 노래한다~~~

폐회선언
(불이 다 꺼짐 확인 후)
-이상으로 OO연수교육 촛불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
해 우리 모두가 나눔의 악수를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출발
을 하자는 다짐의 말과 따뜻한 격려, 감사의 말도 꼭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를 통하여 삶의 자신감을 얻고 세상을 넓은 마음으로 포옹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
로에게 포옹도 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음악 담당자 :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나눔의 악수와 포옹이 시작되면 배경 음악을
넣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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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초등학생은 부모 중심으로 쉬운 말로 한다.
* 중, 고생은 친구와 나 중심으로 수준 있는 말로 한다.
* 다문화 가족은 나와 가족중심으로 쉬운 말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은 나와 가족 중심으로 진행한다.
* 약식은 5분-10분, 정식은 20분-30분(마무리까지)정도로 진행한다.
[사례소개]
김 갈리나-카자흐스탄, 여성 결혼이민자 사례소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학교에서 상담 교사생활을 하
다가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9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의 꿈과

행복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나의 가슴에는 행
복과 설레임 속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눈물 많은 나였기에 그동안 어렵게 생활
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나의 생활이 생각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도착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어려
웠던 시절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의 생활을 한국에서 다시 시작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많은 친척, 이웃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
부터 올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홍성에 내려와 직업을 구하려니 마땅한 곳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혼자 서울로 상경하여 직장을 구하려다 사기꾼을 만나 2천만 원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시골 시댁에 혼자 있으면서 서울 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시댁 식구들과의
어색함속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고향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곳에 왔던가
혼자 방문 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내려오자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희들 모습
보기가 마음이 아팠는지 따로나가 잘 살라고 분가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행복을
찾으며 아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임신하면서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밤에 잠자다 일어나 헛소리를 잘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찾아 옷장에 실수를 하였습니다.....대장수술을 하고 신경외과 등을 거쳤는데 고쳐지지 않아
CT촬영을 한 결과 머리에 큰 혹이 발견되어 빨리 수술하라고 하여....(중간생략). 대학병원
으로 옮겨서 머리를 깎고 MRI촬영결과 신경성 종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상상하기 조차 싫어졌습니다. 남편이 수술대에 올라 수술실로 들어
가면 못 볼 것 같은 예감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 주세요. 아이, 남편,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수술시간은 4시간 예정으로 수술은 시작되었으나 4시간이 경과 되어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
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 가슴 조이고 있는데 수술실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수술시간조차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터
지고 말았습니다. 수술 전 남편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말은 시부모님이 계신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둘은 결혼 했지만 이제 수술 들어가 어찌될지 모
르니 만약 잘못되면 사랑하는 갈리나를 카자흐스탄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 카자흐스탄으로 보내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
졌습니다. 나의 배속에는 생명이 숨 쉬고 있는데 이 또한 어찌할까(그 당시 임신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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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수술은 연장되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
니다”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남편은
14일간 중환자실에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대ㆍ소변을 받아내며 발작증세로 인해 온몸을 끈
으로 묶어 꼼짝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환자보다 더 아팠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에 참을 수가 없어 긁어 부스럼으로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임신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나의 몸이 가렵고 상처가 나도 병원에서 있
었습니다. 중환자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만 잠깐 면회, 그것도 식구들 찾아온 손님들 면회 하
려면 나 또한 남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살아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
구실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카자흐스탄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행
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다시 회복실로 옮겨져 남편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숨 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임신중독이 되어 나 또한 피부과
치료를 받으며 남편 보호해주랴 너무나도 고통이 심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상태가 좋아져
걷기까지 하여 36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고통을
같이 나누었기에 지금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무도 잘해주십니다. 그 때 병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알게 됐습니다. 신랑은 고생 끝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참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4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
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하지만 나는 아까 말했듯이 임신중독증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더욱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옹알이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아이 돌 때 동화책을 60권을 구입했습니다. 남편 몰래 돈을 쓰고
혼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자고 큰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동화책을
2장 밖에 못 읽었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읽고 들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엄마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창피해 할까 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직장생활 잘하고 그때
임신해서 걱정했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유치원 졸업반입니다. 이제 우리가정은 어려움
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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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법교육과정 프로그램
제1차시 가정헌법 만들기
제2차시 법 중의 법, 헌법
제3차시 헌법 속에 담겨진 기본권
제4차시 영화와 법 이야기
제5차시 다문화 법령 알기
제6차시 한눈에 보는 국적 취득
제7차시 혼인과 가정생활법
제8차시 사례로 보는 상속 문제
제9차시 우리 가정 지키기
제10차시 교통 문제 해결사
제11차시 기초 생활 질서 익히기
제12차시 생활 속 근로활동
제13차시 생활 속 소비생활
제14차시 모의선거
제15차시 다문화가족 모의 법정
제16차시 재미있게 배우는 법률 용어
제17차시 도전! 다문화 법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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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 가정헌법 만들기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은 서로 다른 문화, 환경으로 인한 문화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간 의사소통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
하는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나
원칙 등을 만들어 실천하게 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1. 가족이 가정헌법을 만들면서 가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질서를 생각하게 한다.
2. 가족 간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다.
3.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지키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캔트지, 매직, 액자, 빔프로젝트, 카드
■ 강

사 : 헌법 전공 교수 또는 법교육 강사

1. 가족 모두가 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나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천하기 용이하게 작성하며 욕설이나 비방하는 표현은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꼭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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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우선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사유가 생겨
고칠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헌법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헌법을 만드는 방법과 담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고 함께 생각하게 한다.

헌법의 의의와 개정절차
 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각자가 생각하는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각자가 생각하는 헌법에 대해 생각한 바를 정리하여 쓰게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본다)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헌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며 한 가정
내에서의 헌법구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가정헌법에 담을 내용은 가족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약속임을 알려주며 내용구성을
생각하게 한다)
 한번 만들어진 헌법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며 가정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가정헌법 만들기
(가정헌법을 만들 때 쓰고 그릴 필기도구와 종이를 각 가족별로 넉넉하게 배부한다.)
 미리 다른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가정헌법의 실제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읽어
주어 각 가정헌법을 만드는 법을 생각하도록 한다.
 예시한 가정헌법을 보고 가족의 가정헌법에 담을 내용들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한다.
우선 큰 틀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조항으로 구성하게 한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어서 가족이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각 가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욕설이나 비방하는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한다. 가족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내용으로 하여 가정 내 질서를
세우도록 내용구성을 하게 한다. 서로가 의논하여 여러분 가족에게 꼭 필요한 헌법을
만들어보게 한다.
 각 가정이 서로 의논하여 가정헌법을 만들 시간을 준다(20분). 서로 만든 가정헌법을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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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헌법 액자 만들기와 시상
 각 가정들이 만든 가정헌법을 정성껏 예쁘게 장식하거나 사진이 있는 가정은 사진을
부착하고 인장이나 도장, 사인 등을 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연수원 측에서 승인하는
문구를 넣어 가정헌법을 완성하고 미리 배포된 액자에 넣어 최종적으로 완성된 헌법을
만든다.
 잘 만들어진 가정헌법에 대해 시상하는 시간을 갖고 각 가정이 만든 헌법을 연수기간
동안 전시하여 보게 한다.

가정헌법 개정하기
 각 가정이 서로 만든 가정헌법을 발표하여 서로 비교해본다.
 만들어진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에 대해 다시 의논하여 가족 구성원 각자는
가정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게 한다.
 제출된 헌법개정안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가정헌법을 만든다.

 공동체생활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헌법의 의의와 개정절차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성내용 대해 알아본 것을 확인한다. 이를 기초로 가족에게 문화의 차이와
사고방식, 언어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 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가족 모두가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약속이나 원칙을 적은 가정헌법을
만든 것을 언급하고, 이를 통하여 가족이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여 만들어진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는 계기로 만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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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개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Constitutional Law, Verfassungsrecht, droit Constitutionell)
이란 용어는 원래 국가의 조직․구조․체제․제도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그것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규범으로서 의의를 갖게 된 것이다. 1789년 프랑스 인
권선언 제16조에서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의 권력분립을 선언한 것은

헌법을 규범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한 것이었다.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 헌법의 법원
① 법원이란 법의 연원 또는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문헌법이란 성문의 헌법
전을 말한다.
② 대륙법계국가의 대부분은 성문헌법을 헌법의 법원으로 가지고 있다. 성문 헌법은 조문의
형식으로 구성된 헌법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헌법이다.
③ 이에 대해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헌법의 법원은 불문헌법이다. 불문 헌법은 독립된 헌법
전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띤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와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가진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
서로 된 헌법을 가지지 않는 헌법 형태이다. 불문헌법을 가진 국가로는 영국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있다.

3. 헌법의 제정
[관련 헌법조항]
제1조[국호․정체․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정이란
헌법의 제정(Constitution-Making, Verfassungsgebung)이란 헌법제정권력이 헌법을 창설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 국가의 기본적 법규범을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정립하는 행위이다.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는 국가가 새로 성립되거나 기존의 헌법을 폐지하고 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헌법을 정립하는 때이다.
건국헌법 이전의 역사와 건국헌법(헌정 60년)의 자료를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http://www.ccourt.go.kr/home/history/open/opening02.jsp)에서
알려주고 현행 헌법과 헌법의 개정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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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의 개정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개정(Verfassungsrevision, Amendment, Révision)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기존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전 중의 어떤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규범은 현실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의 변천으로 헌법규범과 현실사이에는 간
격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구별개념
헌법의 변동

처음 제정된 헌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

헌법의 파괴

헌법전 소멸, 헌법제정권력의 교체 (혁명)

헌법의 폐제

헌법전 소멸, 정권담당자만 교체 (쿠데타)

헌법의 침해

헌법조문은 그대로, 헌법조문에 반하는 조치를 취함

헌법의 정지

헌법의 특정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5. 헌법개정의 역사

제1공화국(건국헌법 :1948년 8.15 ~ 1960. 6.14, 이승만 1,2,3대 대통령)
○ 제정 헌법(1948. 7. 12)
-대통령, 부통령의 간접 선거(국회), 국회 단원제 채택
-최초의 헌법
○ 1차 개정(1952. 7. 4,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대통령 선거 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함(부산 정치 파동)
-문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 2차 개정(1954.11.29, 4사5입 개헌,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평등권 무시)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문제점 : 의결정족수 미달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1석 부족),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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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1960. 6.15 ~ 1961. 5.16, 윤보선 4대 대통령, 장면 총리)
○ 3차 개정(1960.6.15,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정부형태 변경 (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 (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 4차 개정(1960.11.29,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 허용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헌법부칙만 개정, 특별재판소 설치
제3공화국(1962.12.26 ~1972.10.16, 박정희 5, 6, 7대 대통령)
○ 5차 개정(1962.12.26, 5.16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꿈
-대통령의 3선 금지
-단원제 국회,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
-극단적인 정당 국가를 지향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임
○ 6차 개정(1969.10.21,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
-대통령의 재임은 3기까지 가능 (3선 금지 조항 철폐,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 허용
제4공화국(1972. 10.17~1980.10.26 , 박정희 8,9대 대통령, 최규하 10대 대통령)
○ 7차 개정(1972.12.27, 유신헌법)
-대통령권한 대폭 강화
(신대통령제-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독재정치. 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선발권 장악)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임기는 6년,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능
-기본권 축소(예 : 구속적부심사제 폐지)
-헌법 개정의 이원화
제5공화국(1980. 10.27~1987.10.28, 전두환 11,12대 대통령)
○ 8차 개정(1980.10.27,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 전환)
-행복추구권, 환경권 신설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 간접선거로 선출
-헌법 개정 절차의 일원화
-단임제 개헌
제6공화국(1987년 10.29 ~ 현재, 노태우 13대 대통령
15대 대통령, 노무현 16대 대통령, 이명박 17대 대통령)
○ 9차 개정(1987.10.29, 대통령 직선제)
-여야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정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권한 약화
-국회의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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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14대 대통령, 김대중

6. 헌법의 개정절차

[관련 헌법조항]
제128조[개정제안권] ①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개정안 공고기간]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http://www.assembly.go.kr/)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20일 이상

재적의원

공고

2/3이상 찬성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대통령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① 제안 :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제89조 제3호), 국회는 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
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제128조).
② 공고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29조).
③ 국회의 의결 :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처럼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그 표결은 기명투표로써 하며 공개한다.
④ 국민투표 :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제130조 제2항,
3항). 이것은 국민이 최종적인 헌법개정권자임을 선언한 것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⑤ 공포 :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제1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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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가족의 가정헌법 만들기 예시 자료

[예시1]

[예시2]
우아네 가정헌법

갑돌, 갑순이네 가정헌법

1.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아침인사를 한다.

1조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대화한다.

2. 아침은 꼭 먹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2조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하며 격려한다.

3. 숙제와 준비물은 스스로 잘 챙긴다.

3조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4. 일주일에 책을 2권 이상 읽는다.

4조 공부는 집중하여 매일 꾸준히 한다.

5.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한다.

5조 건강은 재산이다 잘 먹고 운동한다.

6. 컴퓨터는 하루에 1시간만 한다.

6조 나의 멋진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매사에 충실하자.

7. 외출 후엔 꼭 손을 씻는다.

7조 자신의 일을 계획한 후 잘 실행한다.

8. 적어도 11시까지는 취침한다.

8조 항상 정직하자.

9.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듣는다.

9조 정리 정돈을 한 후 잠자리에 일찍 든다.

10.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10조 서로 이해하며 존중한다.

[예시3]

[예시4]
장비네 가정헌법

제1조 : (정의)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한다.
제2조: (목적) 우리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제3조: (교육) 항상 책을 보며, 언제나 열심히
공부를 한다.
제4조: (부부)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서로 사랑
하며, 서로를 믿는다.
제5조: (사회) 사회 구성원으로서 언제나 질서와

사랑이네 가정헌법
제1조 아빠
1.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2. 가장으로서 가정 열심히 봉사한다.
3. 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지 않는다.
제2조 엄마
1.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다정히 대해 준다.
2. 따스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해해 준다.
3. 가정 안에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제3조 사랑이

규칙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1. 항상 부모님께 효도한다.

않는다.

2. 동생과 우애 있게 지낸다.

제6조: (경제) 언제나 꼭 필요해서 살게 아니면
저축해서 돈을 아낀다.
제7조: (성공) 빨리 가지는 않지만 멀리를 보고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나간다.

3.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제4조 동생
1. 누나와 싸우지 않는다.
2. 친척들에게 높임말을 쓴다.
3. 컴퓨터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지 않으며,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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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네 가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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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개정 절차 확인하기

①

⇨ ②

⇨ ③

⇨ ④

⇨ ⑤

2. 우리가정 헌법의 개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이루어지나 토론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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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 법 중의 법, 헌법
법 중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지만 우리 자신들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
헌법의 탄생과 역사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헌법의 탄생과 역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헌법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통해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헌법적 소양 증대와
헌법 존중의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1. 헌법의 역사와 관련된 동영상 관람을 통해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2.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관련 사례를 통해 찾는다.
3.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헌법적 소양과 헌법적 가치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동영상 자료, 만화 자료, 미니 헌법전, 칼, 유인물, 헌법전(5개), 카드, 보드, 펜
■ 강

사 : 헌법 전공 교수 또는 법교육 강사

1. 동영상 자료는 헌법의 탄생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관련된 헌법 조항과 그에 적합한 실제 사진과 활동 사례를 연결하기 위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한다.
3. 단순한 게임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헌법 용어와 개념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학습 활동 후 강사의 보충 설명을 통해 헌법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5.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가족별 점수를 합산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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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헌법의 탄생과 역사적 변천 과정, 우리 헌법의 구성과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무엇보다 헌법과 친숙
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특히 우리 헌법상 제시된 기본질서에는 무엇이 있고
실제 생활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한다.
 제헌절 노래를 듣고 대한민국 헌법전을 함께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왜 헌법이 중요
하고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수업 활동 과정에 대한 활동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이야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동영상(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을 관람하면서 대한
민국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PPT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과정을 설명한다.
(많은 내용보다는 핵심 내용만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탄생 과정의 의미 이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역사와 관련된 동영상(국회 제작 자료)을 관람하고 헌법 탄생
의미와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동영상 관람 후 연수생들의 느낀 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헌법의 참관 의미를 되새겨본다.)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과정을 도표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설명한다.
(1차에서 9차까지의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 접속하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도식화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 찾기
 우리 헌법이 크게 전문, 기본권, 통치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헌법전(PPT)을 직접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표를 통해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제시하고 직접 헌법
전을 통해 찾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헌법조항을 제시하고 사이버 법령(헌법) 탐색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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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사진이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것이 우리
헌법 조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관해 설명한다.
(각 가족별로 실제 사례와 관련된 헌법 조항 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각 가족별로 연결한 카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카드 게임에서 맞춘 가족에게는 점수를 10점씩 부여하도록 하며 격려한다.
 카드 게임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가족별로 솔직히 말해보도록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헌법은 아주 가까이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도록 한다.)

미니 헌법전 만들기
 우리 헌법은 전문 10장 1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전체 130개 헌법 조문 중에서 기본권 내용을 중심으로 미니 헌법전을 직접 만들어본다.
 우선 기본권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미니 헌법전 만드는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접 미니 헌법전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제작하는 동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노래를 틀어주고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미니 헌법전에 각자 이름을 적어보고 헌법 의미를 함께 생각해본다.
(미니 헌법전을 소개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 조문 하나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오늘은 각종 영상자료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헌법 속에 담겨진 기본질서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47 -

1.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
[자료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동영상 정책코너)
[자료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역사 동영상(2008년 국회에서 제작)
[자료3]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사이버 법교육센터(http://www.lawedu.go.kr/) E-Book 자료실 코너)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법무부 제작)
[자료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노래

(출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8410881&q=%B4%EB%C7%D1%B9
%CE%B1%B9%20%C7%E5%B9%FD%20%C1%A61%C1%B6)
[자료5]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노래
(출처

:

http://tvpot.daum.net/my/ClipView.do?ownerid=FS5-u.Njbxk0&clipid=11126789
&lu=v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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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헌법 탄생 관련 PPT 자료
(출처 : 한국법교육센터)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피오나 공주에게
선물할 돈이 필요해!!
이번 달에는 세금을
100만원씩!! 알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사형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도저히 못살겠다!!
이렇게 사람대접도 못 받고
살기는 싫어!! 싫다구!!

나 왕!!

우리헌법의
탄생 이야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도해도 너무해!!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ㅠㅠ

대한민국 헌법 탄생의 노력

권리장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기가 왕이면 다야? 우리도
사람이라구!!!

인권선언
왕정복고에 반대하여 봉기한 시민들이 3일간의 시가전 끝에 결국
부르봉왕가를 무너뜨리고 루이필리프를 국왕으로 맞이한 7월의 혁명
을 주제로 한 작품

대한민국 헌법 탄생의 노력

대 한민국 헌 법 탄생의 노력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은 언제일까
요?

1948년 7월 17일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
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이름인 ‘대한민국’은 어디
에서 온 것일까요?

1945. 8. 15 해방

1948. 7. 17 헌법공포

-건국 헌법 전문 중-

상하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헌장1조)

5일만에 헌법을 만들어라?

제 헌국회의 성립

1948년 5월 10일 총 선거

준 비된 헌법 안

30인의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유진오 가 준비한 헌법 안 토대

10인의 전문위원 구성
법학 자 /문학 가
제 헌 헌법의 기초마 련
부드러운 문체 사 용
친 일행 적

198명의 제 헌국회의원 선 출

제헌 국회의 장 이승만
유진오안

또 하나의 헌법안

미군정안

좌파안

제헌헌법의 공포

권승렬이 준비한 헌법안 참고
변호사/독립운동가
법무부 장관 역임(2회)
‘대한민국 국호’사용
임시정부의 전통 계승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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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노선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1. 대한민국 기본질서와 헌법 관련 조항

민주 질서
○ 국민주권주의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의 헌법상 지위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민주적 기본질서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
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법치주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치 질서
○ 정당제도
-[제8조 1항과 2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선거제도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사회ㆍ경제 질서
○ 사회복지제도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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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서
○ 국제평화주의
-[전문]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평화통일주의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국제법 존중주의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토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기본질서와 헌법 조항
내용

헌법상 해당조항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
들끼리 자유롭게 정당 설립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당비를 내고 자유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

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4항]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

* 우리나라에서는 폭력 시위 및 불법 집회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해 제한한다.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에서는 개발 제한과 함께 개인의 토지 이용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도 제한이 가능하다.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

이를 보호하고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헌
법 제34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다.
* 우리나라는 외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여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UN에 가입하여 국제 평화 유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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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5조 1항]

1. 미니 헌법전 만들기 요령
○ 연수생들이 직접 미니 헌법전을 만들어보면서 흥미로움을 느끼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니 헌법전은 총 130개조의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다. 공간의 한계상 국민의 기본권까지 담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수강생들에게 말해준다.
○ 미니 헌법전을 만들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그림 파일을 A4 종이에 가득 차도록 프린트 한다.
-[2단계] 다음 순서대로 접으면 미니 헌법전 완성한다.
㉮ 점선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는다.
글자

㉯ 점선 부분을 안쪽으로 접는다.

있는

글자

부분

부분

㉰ 점선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는다.
글자

있는

㉱ 점선부분을 가위 또는 손으로 자른다.

있는

글자

부분

있는

부분

㉲ 자른 양쪽을 잡고 아래로 내려 사진과 같이 만든다.

* (출처 : 한국법교육센터(미니 헌법전 내용도 함께 참고))
*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rainbee71?Redirect=Log&logNo=400653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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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을 찾아보세요!
활동 사례

헌법 조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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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미니 헌법전

다음 요령에 맞추어 미니 헌법전을 직접 만들어 보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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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 헌법 속에 담겨진 기본권
우리 헌법 속에 담겨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찾아보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헌법 속에 담겨진 국민의
권리를 직접 찾아보고 그것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권리
침해 상황에 따른 권리 구제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는 계기를 갖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헌법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권리 침해 상황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의식과 참여 태도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1. 헌법 속에 담겨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실제 생활 사례와 관련하여 알게 한다.
2. 국민의 권리 침해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알게 한다.
3. 헌법 속의 보장된 권리 보장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강의실

■ 준 비 물 : 헌법전, 동영상자료, 카드자료, 보드, 펜
■ 강

사 : 헌법 담당 교수 또는 전문 법조인

1. 헌법상에 제시된 기본권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사례를 제시한다.
2. 국민의 권리와 함께 의무 내용도 강조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3. 카드놀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
한다.
4. 권리 침해에 따른 다양한 구제 방법은 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5. 관련 판례와 사건 등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가족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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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헌법 속에 담겨져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권리침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내 권리 찾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능동적인
시민을 기른다.

헌법 속에 담겨진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찾기
 다문화 가정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하나 제시하면서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직접 찾아보고 생각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헌법전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한다.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헌법 조문을 제시하며 본질적인 기본권과 개별적인 기본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헌법
전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 관련 기본권 내용도 PPT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도 함께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헌법상에 제시된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설명되도록 노력한다.)
 기본권 제한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한다.
(헌법 제37조 2항을 설명하고 그 조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생활 사례 카드와 연결하
기
 우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본권을 말해보게 유도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실제 어떠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지를 직접 알아맞히도록 한다.
(연수생용 활동 자료에 가족들이 직접 작성하고 발표해보도록 한다.)
 강사의 상세한 부연 설명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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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부족한 내용이나 설명을 보충하여 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방법 찾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
(기본권 침해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다양한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보도록
한다.
(구제 절차와 방법 등을 찾아보고 이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방문하여 법률 구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따른 상담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 절차와 방
법을 직접 찾아보고 설명해보도록 한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
ghts.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등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을 간략
하게 소개하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함께 찾아본다.
(다른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요 업무 내용도 함께 비교해 본다.)

 우리 헌법 속에 담겨진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제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침해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차별 문제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
부여된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 실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
보다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유관 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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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정의 기본권 침해 사례
사례1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여성의 절반가량이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광주 YMCA는 최근 광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여성 14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차별 경험과 학교
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139명 가운데 65명
(47%)이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하는 사람으로는 공무원
11명(17%), 이웃 주민 7명(11%), 버스, 택시운전사 7명(11%), 교사 7명(11%), 상점주인
4명(6%) 등이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직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
율도 6%(4명)나 됐다.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응답자 146명 중 55명(38%)이 '미
숙한 한국어'를 꼽았고 '친구 사귀기 힘듦' 27명(19%), '소비수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25명(17%), '따돌림, 놀림, 구타' 5명(3%) 순이었다.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
으로는 142명 중 60명(42%)이 한국어 능력 부족을, 51명(36%)은 어려운 교과내용이라고
응답했다.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146명중 본국 출신 친구
37명(25%), 남편 34명(23%), 자녀 친구의 부모 18명(12%), 시부모와 친척 7명(5%)순 이
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146명) 가운데 38%(55명)가 '지역사회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미숙한 한국어'를, 자녀 가운데 28%는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친구에게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이 68%나 됐다.
사례2
지난 18대 총선이 한창인 2008년 4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다문화가정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모임' 주최의 다문화가정 차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현행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의 외국인배우자(귀화하지 않은 자)는 공식적인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18대 총선시 전국 245지역구 전 지역에 후
보자를 냈던 모 정당 후보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 자
신을 알리는 유일한 수단인 명함배포는 후보자 자신과 후보자 배우자(격)만이 할 수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 불가능한 외국인 배우자는 그야말로 ‘눈 뜬 장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개정 당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미비 등의 요인으로 미처 그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다. 때문에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빗발쳤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그간
선거를 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정당·후보자·언론 등이 지적한 사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치결정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과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2008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물론 이번 개정
의견에는 소위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으로 인식되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외국인부인의 선
거운동 확대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110만이 넘어서고,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만큼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가고 있다. 때문에 과거 ‘순혈주의’적 전
통에 입각한 각종 제도와 법률은 단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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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조항
[관련 조항]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소급입법금지, 연좌제 금지]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주거의 자유]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비밀의 자유]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종교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59 -

제21조[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산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재산권]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국가배상청구권]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
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의 권리]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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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근로3권]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ㆍ모성보호ㆍ보건권]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장, 법률유보]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이주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
평등권
○ 헌법
-[제11조]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조]
○ 교육기본법
-[제4조]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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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
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정권
○ 공직선거법
-[제15조] ②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투표법
-[제5조] ①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사회권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
된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23조]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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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
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
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
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헌법상에 제시된 국민의 의무
고전적 의무
○ 납세의 의무
- 헌법규정: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의미: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인 의무로 하나로 국가의 통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
- 내용
ㆍ조세: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하는데,
사용료나 수수료의 징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ㆍ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자력에 따라 공정․평등하게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
되어야 한다.
- 납세의무자
ㆍ헌법 제38조는 납세의무자로서 국민을 들고 있으나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
ㆍ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약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국방의 의무
- 헌법규정: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의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
- 내용
ㆍ국방의무의 범위: 병역제공의 의무에 한하지 않고, 그 외에 방공․방첩․전시활동 등 국방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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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
ㆍ병역 의무의 주체: 한국국민만이고 외국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한 조항

현대적 의무
○ 교육의 의무
- 헌법규정 : 헌법 제31조 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 의미 : 친권자나 보호자가 그의 보호 하에 있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성격
ㆍ교육의 의무를 윤리적 의무로 보기도 하나 법적인 의무라 본다.
ㆍ현행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ㆍ교육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처벌할 수도 있다.
- 의무의 주체 : 헌법의 명문에 따라 취학할 어린이의 친권자나 보호자라고 본다.
- 의무의 내용
ㆍ「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인데,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은 9년간의 의
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ㆍ국가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ㆍ교육기본법 제8조 2항 : 중학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의 의무
- 헌법규정 :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근로 :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노동을 의미한다.
- 의무의 성격 : 외국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윤리적 의무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규정에서 보아,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근로의 의무의 내용 :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하고, 특히 그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정하도
록 헌법상 명문을 두고 있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 헌법규정: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의 성격
ㆍ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단순히 윤리적인 의무규정이
아니고 법률로써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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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헌법 제121조의 농지소작농제의 원칙적 금지, 제122조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의무 등은 법률적인 의무규정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ㆍ농경지의 경작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임지에 가옥건축을 강제하기 위해 공한지세를 부과
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 환경보전의 의무
ㆍ헌법규정 :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ㆍ법적 성격 : 환경보전의무는 명문으로 ‘의무를 진다’고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윤리적․도덕적 의무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이며 법률
로써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ㆍ의무의 주체 : 환경보전의무는 인류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등 모든
인간의 의무이며, 법인도 이 의무의 주체가 된다.
ㆍ의무의 내용 : 환경보전의무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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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별로 제공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관련 사례
생활사례-국민의 권리 맞추기
생활 사례
[1] 한국인의 피부색을 의미하는 살색은 2002년 8월 국가인권

국민의 권리 맞추기

위원회에 의해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평

사람은 인종, 나이, 성별, 신분

등권을 침해하는 말로 판정받아, 2005년 기술표준원에 의해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
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권]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1] 고등학교 야구부 투구선수들이 너무 과다한 투구로 인해
혹사당하고 있다.
[2]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 지고 있다.
[신체의 자유]

신체 등에 구체적·직접적 위험을 줄 때로 한정해야 한다.

[1]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과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자 뒤따라 온 이주 아동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가 돼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2]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집 문 밖에만 나가면 이동이 어렵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 가도 변변한 시설 하나 없으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예 교육은 꿈도 못 꾸거나
다닌다 해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

공무원의

족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
-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

[2]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

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 있다.[국가배상청구권]

[1] 현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교육기술 중심의 경제 도시를 새
롭게 구상하여 발표했다.
[2] 개인 소유 토지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였다면 소유권을
행사해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

재산권의
-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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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1.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권리구제 제도
○ 청원 제도
국민이 국가 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법원)에 대해 희망을 요구함(예: 입법청원)
○ 헌법 재판 제도
- 국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기관, 제4의 국가
작용
- 위헌 법률 심판: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라고
판단될 때 법원 제청으로 헌법 재판소가 위헌 여부 심판
- 헌법소원: 국민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공권력의 취소, 위헌 확인
○ 행정 쟁송 제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시
정을 구하는 제도→행정 심판(행정기관이 담당), 행정 소송(법원이 담당)
○ 법률 구조 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각종 법률 서비스(상담, 무료 변호 등)를 지원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 18개의 지부, 39개의 출장소, 15개
지소(연차적 확대 설치)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 구조 안내 코너
를 참고.

무료법률구조제도
공단은 농·수협과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
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6. 7. 1.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
시하였다.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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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5. 7. 1. 노동
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
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
시하고, 2008. 8.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협약으로 서울특별시 저소득·취약계
층가족에 대한 민·가사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2008. 8. 1.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과
2008. 9. 1.부터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
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민, 도시영세민(생활보장수급자), 영
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한부모가족 등(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 및 13세 미만 남아, 한부
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선원
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서울특별시 저소득·취약계층
가족,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
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사회연대은행(사)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 수혜자,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보
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법률 상담
○ 면접상담
- 면접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가능시간을 참고,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한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5시)
[참고사항]
- 공단 사무실을 방문할 때에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오는 것이 좋다.
-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 준비된 자료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
구조여부를 결정한다.
-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 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한다.
○ 132 전화상담
- 132 법률상담 콜 센터 이용안내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할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한다.
- 콜 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연결된다.
- 해외에서 이용할 때에는 82-2-3482-0132를 이용한다.
-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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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하다.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
하도록 한다.
- 132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ARS 법률정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FAX
로도 받아볼 수 있다.
- 공단홈페이지 정보광장을 통하여 법률서식, 상담사례, 구조사례, 판례/법령정보, 법률 상식
등의 다양하고 알찬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이버 상담
-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원하면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한다.
-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하면 사이버 상담 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1일 상담접수건수를 170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 당일 상담을 접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날 접수 신청 또는 전화상담, 면접상담을 신
청한다.
[참고사항]
- 지난 3년간의 상담사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궁금해 하시는 문제와 유사한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내용을 미리 볼 수 있다.
-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유사사례 찾기를 이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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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찾아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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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맞는 기본권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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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기관과 하는 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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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법률구조와 관련 기관을 찾고 비교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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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시 영화와 법 이야기
영상 매체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편의 영화 상황을 통해 법적 쟁점을
탐색해 보고 이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여 다문화 가족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법적 사건을 인식하고
법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며 특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둘러싼 쟁점문제에 관해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1. 영화 속의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 법리를 이해한다.
2. 영화 상영을 통한 흥미와 관심 유발을 통해 법적 사고를 높인다.
3. 기본권을 둘러싼 쟁점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강의실

■ 준 비 물 : 편집된 영화 및 애니메이션자료, 드라마자료, 학습지, 볼펜
■ 강

사 : 인권교육 전문가 또는 영화평론가

1. 참여 가족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정 영화를 선정하도록 한다.
2. 영화 주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내용을 탐색하고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3.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편집하여 일부분만 상영하여 지루함을 없애도록 하고 영화 상영
이후 소감문 발표 및 토론의 과정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4. 영화 자료와 함께 드라마 속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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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편의 기본권 영화(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이를 통해 영화(애니메이션) 속에서 전개
되고 있는 기본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영화(애니메이션) 관람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재미있고 흥미를 갖고 보면서도
그 속에서 기본권 내용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배우
도록 한다.

영화 감상(2편)하고 기본권 내용 검토하기
 영화 감상에 앞서 간략하게 영화 주제와 감상 시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영화는 편집해서 중요한 장면만 소개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영화를 편집하여 2편 정도 연속하여 감상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과의 관련성 및 교육성이 높은 내용으로 선정한다.)
(여섯 개의 시선(2003) 중 ‘여섯 번째-평화와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 네팔로의 여행’,
다섯 개의 시선(2005) 중 ‘종로, 겨울-조선족의 모습’, 다섯 개의 시선 중(2005) 중
‘배낭을 멘 소년-탈북 청소년 문제’ 중에서 2편을 선정하여 상영한다.)
 영화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영화 속 등장인물, 사건, 줄거리 등을 소재로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의미를 파악한다.
 영화 속에서 전달하려는 기본권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이 영화 속 인물(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였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해본다.

애니메이션(2편)을 통해 기본권 내용 생각하기
 애니메이션 감상에 앞서 간략하게 주제와 감상 시 유의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애니메이션을 편집하여 2편 정도 연속하여 감상하고 생각해보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과의 관련성 및 교육성이 높은 내용으로 선정한다.)
(별별이야기(2005) 중 ‘자전거 여행-이주노동자 문제’, 별별이야기2(2007) 중 ‘샤방 샤방
샤랄라’를 선정하여 상영한다.)
 애니메이션 속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중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쟁점에 대해서 파악한다.
 기본권 침해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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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식채널 동영상 관람하고 생각하기
 인간의 기본권이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지식채널 동영상 자료 2-3편을 관람하도록 한다.
(주제 선정 시 가급적이면 기본권, 다양성, 가족 공동체 등의 내용을 최대한 고려한다.)
(‘살아갈 권리(2009)’, ‘피부색(2006)’, ‘보통사람(2007)’, ‘저는 북한사람입니다(2009)’,
‘산타모니카 3번가의 기적(2009)’ 중에서 2-3편을 선정하여 관람한다.)
 관람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한다.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보도록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드라마 속의 법률문제 해결
 각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몇 편을 편집하여 관람한다.
(아내의 유혹, 하늘이시여, 조강지처클럽 등을 편집하여 주요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각 드라마 속에서도 법률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드라마 속의 법률문제의 의미를 탐색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관련 법률 조항과 내용을 소개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강사는 해설 과정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

 시청한 기본권 관련 몇 편의 영화(애니메이션)를 단지 영화로만 그치기보다는 영화
(애니메이션) 속의 법적 문제에 몰입하여 법리를 검토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영화를 감상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껴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아울러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드라마 속의 법률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다
법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하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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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소개
여섯 개의 시선(2003) 중 영화 ‘평화와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 네팔로의 여행’
○ 감독 : 정재은, 박진표, 여균동
○ 출연 : 김문주, 정애연, 변정수
○ 내용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Never Ending Peace And Love)
1999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구룽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찬드라의 시점으로 90% 이상 촬영된 이
영화는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경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등 실제인물과 실제인물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다. 정신병원 수감 후 현재는 네팔로 돌아가 있는 찬드라를 직접 만나
촬영한 엔딩이 인상적이다.
○ 기본권내용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느낄 수 있고,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포용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본권 내용으로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강조한다.

다섯 개의 시선(2005) 중 영화 ‘배낭을 멘 소년’, ‘종로, 겨울’
○ 감독 : 박경희, 류승완, 정지우, 장진, 김동원
○ 출연 : 온주완, 김수현, 정은혜, 서주희, 이진선, 오태경, 류승용, 이지용
○ 내용
‘배낭을 멘 소년’ 중 현이와 진선은 탈북 청소년이다. 정지우 감독은 탈북자 문제를 소재로
했다. 그동안 줄 곧 탈북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정지우 감독은 실제 탈북 청소년이 겪은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비록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선 벗어났지만 삶의 문제가 존재한다. 진선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현이는 오토바이 질주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정지우 감독은 흑백 영상으로 현
실의 차가움을 드러낸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노래방 사장, 두 사람을 간첩으로 오해
하는 택시 기사 등의 모습은 두 사람의 노력과 대비되어 은유적으로 현실을 표현한다.
‘종로, 겨울’은 2003년 12월 9일 새벽 서울 혜화동 거리에서 동사한 중국 동포 김원섭
씨의 일화를 추적해나가면서 재외동포법의 족쇄 안에 놓여있던 중국 동포의 설움을 그려낸다.
중국 동포를 차별하는 한국사회 속에서 절망을 안고 죽음을 맞은 김원섭 씨의 시선을 쫓으며
관객들은 숙연해진다. 특히 그가 죽기 전 112와 119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무관심 속에 싸
늘한 시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에선 한없이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껴진다.
○ 기본권내용
탈북 청소년과 외국 이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내용이다. 탈북 청소년과 외국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받는 차별과 냉대, 힘든 적응 과정에서의 고통과 좌절 등을 다룬
내용으로서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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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메이션 소개

별별이야기(2005) 중 애니메이션 ‘자전거 여행’
○ 내용
비오는 거리, 어디론가 달릴 준비를 하는 자전거. 그러나 그 위엔 아무도 없다. 자전거는
동네 입구를 돌아 초록 대문을 밀고 들어선다. 자전거는 집 안을 둘러본 후 다시 어느 공장
으로 향한다. 천천히 바퀴를 움직일 때마다 자전거의 기억들이 펼쳐진다. 동료들과 함께 일
했던 장소,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들...
○ 기본권내용
여기에서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며 인권과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 이성강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인격화하는 우리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별별이야기2(2007)-여섯 빛깔 무지개 중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
○ 내용
네 번째 무지개 <샤방샤방 샤랄라>는 그래도 현실에 출구가 보인다고, 가능성이 남아 있
다고 믿는다. 은진은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똑순이로 통하는 씩씩한 소녀. 매사 당당한 은
진이지만 필리핀 엄마를 닮은 곱슬머리만큼은 감추고 싶어한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고,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을 실감나게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은진
의 곱슬머리가 학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꿈장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아이의 심리를
극대화해서 보여준다. “돈 벌려고 시집왔다”는 핀잔과 동정 앞에서도 언제나 묵묵부답이던
엄마가 딸 은진을 위해 다른 학부모와 맞장을 뜨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극중 엄마의 목
소리는 실제 이주여성 펠라씨가 맡아 느낌이 생생하다.
○ 기본권내용
이주 여성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내용으로서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문화적 권리 등에 내용을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기본권 관련 동영상 자료(EBS 지식채널 자료)
○ 살아갈 권리 (2009.03.30)
경제의 시작과 경제의 끝, 둘 다를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을 통해 그들은 최
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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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사람 (2007.06.25)
탈북 청소년의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보통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들을 보통사람으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 피부색 (2006.03.13)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 혼혈인 스타들, 그러나 ‘단일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현 주소를 살펴본다.
○ 저는 북한사람입니다 (2009.10.19)
무슨 일로 오셨죠? 지나가다 보니까 종업원을 구한다고 하기에, 고향이 어디에요? 고향이
어디냐구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
○ 산타모니카 3번가의 기적 (2009.10.06)
'로저 리틀리‘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를 ’신의 목소리‘라고 부르고 그는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한다. 그것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기적의 노래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에서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1. 드라마 속의 법률문제
(사이버 법교육센터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사이트 참고)
드라마 ‘하늘이시여’ 속의 법률문제
[질문] 현행법은 가까운 친척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친혼 등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드라마에서 사실상 남매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답변] 우리법은 친척(친족)을 크게 혈족과 인척으로 나누고 있다. 혈족이란 조상과 자손,
그리고 같은 조상의 자손들로서 피붙이를 말한다.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삼촌과 조카
등의 관계가 그렇다. 인척이란 혼인관계로 친척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혈족의 배우자(계모,
계부, 형(제)부, 형(계)수, 숙모, 고(이)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모), 처형(제),
시형(제), 시조카, 처조카, 시삼촌, 처삼촌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이 법에 의해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하늘이시여’에서는 남자와 어머니 사이는
인척(계모자)이고, 여자와 어머니는 혈족(모녀)일 뿐, 남자와 여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된다. 이런 관계를 관습적으로는 사돈이라고 한다. 자녀사이에서 혼인한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사이에서 혼인한 관계도 사돈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사돈은 법률상 인척에서
제외되어 금혼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1990년 이전에도 사돈사이에서 혼인하는 경우는 있
어왔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결혼에 전혀
문제가 없다.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에서 법률문제
[질문] 드라마에서 한원수는 유부녀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 그런데 심지어 유부녀를 집까지
데리고 들어와 나화신에게 아예 이혼을 요구한다. 나화신은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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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집을 나갔었다. 이때 한원수는 나화신을 상대로 재판으로 이혼
할 수 있을까?
[답변]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
원수가 결혼생활 파탄에 잘못이 있는데(유책배우자라고 한다), 뻔뻔하게도 자기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다. 우리 법은 잘못을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
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한원수는 재판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화신을 내쫒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원수와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주고서라도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화신은 한원수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한원수가 재판으로 이혼을 못 하는 경우 나화신과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나화신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한원수의 원대로 이혼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화신이 재산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원수가 형사상 간통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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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에 숨겨진 기본권 내용을 찾아보세요!

위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적어[말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영화에서 중국 동포 김원섭씨와 관련되는 기본권 내용을 적어[말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원섭씨가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이고, 이를 구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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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동영상 속에 담겨진 메시지 찾기
이 동영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동영상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해결해 봅시다.
◦
◦
◦

동영상 속에의 기본권을 생각해봅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어떻게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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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의 법률문제 찾기
이 드라마 속의 법률 쟁점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드라마 속에서 제시된 법률 용어를 찾아봅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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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시 다문화 법령 알기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에 보장된 실질적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
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 관련
다양한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타인의 권리 존중과 준법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2. 다문화가정 지원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다문화사회에서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영상자료, PPT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령, 보드판, 매직
■ 강

사 : 법교육 전문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한다.
2.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을 영상자료나 PPT자료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3. O, X 퀴즈나 다양한 게임 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 관련 법령의 이해 정도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이해한다.
4. 다문화 관련 법령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 출처나 활용 능력을 키워준다.
5.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기관을 찾아보고 연락처를 코팅해서 배부한다.
6. 강사는 관련 법령을 연결하는 방법과 함께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을
꼭 알아두고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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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다문화가족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찾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어려운 법률 내용에 대해 퀴즈 형식을 통해 쉽게 배우고 법과
제도에 보장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직접 찾아보고 노래방을 통해 함께
배워봄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참여 가족들은 다문화 관련 다양한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기관을 충분히 숙지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내용 알아보기
 영상 자료(정책방송 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영상 자료는 다문화가족들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을 PPT 자료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알아보도록 한다.
(PPT 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직접 소개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며 필요하면 관련 법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조문을 확인하도록 한다.)
 법령에 관한 학습이 끝났으며 O, X 퀴즈를 통해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정리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각종 홍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관련 홍보 만화나 팜플렛 자료 등을 확인하며 그 주요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홍보 만화나 팜플렛 자료를 각자에게 인쇄하여 배부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 발의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본다.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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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찾기와 주소록 만들기
 다문화가족 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법령 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강사는 다문화 관련
법령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실제 법령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기관을 소개
시켜 주도록 한다.)
 다문화가족 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직접 조사한다.
(다문화가족 생활과 관련 있는 각 시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찾아보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연락처를 제공해 준다.)
 일부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기관 목록을 정리하고 연락처가 포함된 주소록을 만들어본다.
 실생활에서 다문화 법령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 보고 토론
한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노래로 배워보자!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노래로 만든다.
 직접 개사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기관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뽀뽀뽀, 열정 등에 개사하여 필요한 전화번호나 중요 기관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과 관련된 노래를 직접 따라 불러보면서 기관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인식한다.
 노래방 게임 형식으로 대결을 통해 최우수팀에게는 시상하고 격려한다.

 오늘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았고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밖에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법령을 손쉽게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주변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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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법 관련 동영상 및 홍보 자료

동영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오늘부터 시행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비롯해 교육과 다국어 서
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다문화가족 실
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현재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 다문
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부의 명칭이 바뀝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통·번
역서비스와 취업과 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한국정책방송 관련동영상 보기
[정보와이드 930] 2008년09월22일 14:00]

만화, 팜플렛

- 87 -

2.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 (국회 법령 정보 검색 활용)
○ 헌법과 외국인의 권리 보호
- 민족주의 가치 강조[전문, 제9조]
- 기본권의 주체성을 ‘국민’으로 한정
- 조약․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제6조 제1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제6조 제2항]
-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제10조]
○ 국제법과 외국인의 권리 보호
-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다수의 국제규약 가입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미가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비준)
-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미가입)
○ 국적법과 다문화가정
-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
- 외국인의 국적취득은 ‘귀화’를 통해 가능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확대(1997년 개정)
- 간이귀화요건 완화(2004년 개정)
○ 출입국관리법과 다문화가정
- 외국인 개념의 준거[제31조 제1항]
- 외국인 정책의 부분적 변화(영주권제도, 2002)
○ 교육 관련법과 다문화가정
-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일반조항(교육기본법 제4조)
- 외국인 자녀의 학교입학절차 간소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입학 문제
○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과 다문화가정
-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 사회보장기본법 등
○ 기타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
- 주민투표법(2004년) 및 공직선거법 개정(2005)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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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적응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및 자녀가 우리사회에서 적응
하도록 국어교육, 직업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6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
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헌법
- 헌법의 외국인 지위 보장 : 우리 헌법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
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집단권의 보장
- 아동의 권리 협약에 의하면, 외국 이주민과 그 자녀는 자신의 공동체가 가진 고유한 삶의
양식을 유지하며 살 권리, 즉 “집단권”을 갖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0조] 인종, 종교, 언어의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은 소속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한 종교를 신앙하고 고유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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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합
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4년간(2005
년~2008년) 총 15만4879건으로 연평균 3만9000건에 이른다. 특히 농촌 지역
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3만6000여 건으로 비교적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 이민자' 통
계 현황을 보면 09년 8월 기준으로 총 12만5673명의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88%, 11만483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이 가운데 경남 지역에는 총 7568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김해
1011명, 창원 785명, 마산 773명, 진주 763명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경남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국내 사회는 국제결혼
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일민족·순혈주의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빠
르게 전환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에게 생
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를 법제화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따
르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
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진래·이윤성·김혜성·
안홍준·원희룡·조윤선·신상진·유성엽·김성태·강기갑·허태열·이해봉·정영희·김영진·
신성범·서상기·신학용·이한성·이명수·홍정욱 의원 등 2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
했다.
[데일리 중앙, 200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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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문제(○ , X 문제)
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은 헌법
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O)

(O)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사회에 신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국내에 있는 20세의 외국인은 그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다.
5.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과 그 자녀가 한국에서도 베트
남의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집단권이라고 한다.
6. 세계화, 지구촌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주권이나 국민 개념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7. 우리나라는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다수의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주노동
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8. 우리나라는 국적법에 따르면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O)

(X)

(O)
(X)
(O)
(X)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다.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및 자녀가 우리사회
에서 적응하도록 국어교육, 직업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O)

1.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기관

연락처

도움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 법률구조 상담

보건복지가족부

국번 없이129

- 보건복지 콜센터(복지,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02-6222-6060

- 교육 관련 각종 민원 상담

02-2650-6399

- 사증, 출입국, 체류, 국적민원

02-500-9223, 9224

- 국적 난민과 민원 처리

법무부

법제처

http://oneclick.law.go.kr/

-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국번 없이110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1331

- 인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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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락처

도움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 다문화가족 지원 전반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 이주여성 보호(폭력, 학대)

한국가족법률상담소

02-780-5688

- 가정 법률 상담 등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1372

-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상담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1366

- 여성 보호(폭력)

SOS 위기가정신고

1688-1004

- 여성 보호(폭력)

가정폭력상담소

02-780-5688

- 가정 폭력 상담 및 보호

02-842-0004

- 이주여성 법률 지원 및 상담

한국 여성의 전화

02-2269-2961

- 여성 보호 및 피해 구제

교통안전공단

1544-0049

- 자동차 피해 가족 상담 구제

노동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1350

- 노동 문제 상담 및 구제

이주여성법률지원 한국
가정상담센터

다산콜센터

- 문화행사, 교통불편, 주택안내, 수도 사용

국번 없이120

안내, 시설물 사용안내, 무료 법률상담,

(또는 02-120)

불편신고 등

2. 생활에 유용한 긴급 전화 정보
전화고장신고

110

전기고장신고

123

경찰청 범죄종합신고

1301

국가정보원 신고센터

111

밀수신고

125

교통정보

1333

범죄신고

112

마약사범신고

127

개인정보침해상담

1336

대공상담 및 신고

113

환경오염신고

128

청소년보호전화

1338

사이버테러신고

118

아동·노인학대신고

129

응급질병상담 및 병원안내

1339

화재,구급,구조신고

119

사람·차량 행방문의신고

182

여성폭력피해

1366

시·도민원신고센타

120

감사원신고센타

188

청소년유해신고

1388

수도고장신고

121

우체국 민원안내용

1300

부패행위신고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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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노래방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전화번호와 국가 서비스

유용한 전화번호

(원곡 : 뽀뽀뽀)

화재신고 응급전화119~, 가스, 전기 고장나도 119~
사이버 테러신고118~, 환경오염 목격하면 128~
날씨가 궁금할 땐 도와줘요131!, 미아신고, 가출신고 빨리빨리 182!
24시간 여성상담 1366 ~ , 차 막힐땐 교통정보 1333 ~
고민 많은 청소년은 1388 ~
장난전화

절대사절~ 끝까지 추적 ~ 외워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번호!

무료로 이용하는 국가서비스

(원곡 : 혜은이-열정)

결혼 앞두고 나는 울었어
예식비용 한~참이 모자라
구민회관 찾았어 예식장이 무료야
결혼 후 임신해서 보건소에 가봤어
철분제 혈액검사 출산교실 공짜야
태어난 우리 아기 예방접종 무료야
바지 터질 듯 불어나는 뱃살
동네 복지관 에어로빅 공짜
스트레스 해소는 최신 영화로
시립 도서관 찾아가 공짜로 봐요
해결 어려운 법률문제는
구청에서~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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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및 주요 기관 찾아보기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법령을 직접 찾아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다문화가정과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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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노래로 배워보기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법령을 직접 찾아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무료로 이용하는 국가서비스 (원곡 : 혜은이-열정)

결혼 앞두고 나는 울었어
예식비용 한~참이 모자라
구민회관 찾았어 예식장이 무료야
결혼 후 임신해서 보건소에 가봤어
철분제 혈액검사 출산교실 공짜야
태어난 우리 아기 예방접종 무료야
바지 터질 듯 불어나는 뱃살
동네 복지관 에어로빅 공짜
스트레스 해소는 최신 영화로
시립 도서관 찾아가 공짜로 봐요
해결 어려운 법률문제는
구청에서~ 무료상담~

- 95 -

일상생활에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노래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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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시 한눈에 보는 국적 취득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적취득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국적취득을 알기
쉽게 학습하고 그 과정들을 탐색하여 다문화 가족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1.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국적취득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2. 국적취득 후 성과 본의 창설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3. 국적 취득과 관련한 다양한 서식들을 알아보고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내면화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파워포인트 실행이 가능한 소강당

■ 준 비 물 : 활동지, 볼펜, 상품(간단한 필기구 또는 과자류)
■ 강

사 : 다문화가족 강사 또는 국제법 전공 강사

1. 국적취득 관련한 내용과 절차들을 다문화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준다.
2. 국적취득을 한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에
맞춰 잘 조율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3. 강사용 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전개 1 한눈에 보는 한국에서의 합법 체류에 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작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전개 3을 진행할 때는 다문화 가족들의 요구와 수준, 시간의 범위를 고려하여 강사가
충분히 융통성과 대처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5. 전개 3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강사가 국적취득 관련 서식들을 작성해보고 다문화 가족
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점을 예견해보도록 한다.
6. 상품을 넉넉히 준비하여 맞춘 가족에게 모두 상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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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있을 시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먼저
들어본다.
 국적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유의할 점은 없었는지 얘기해보도록 한다.
 만약 국적 취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오늘의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한다.
1.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국적취득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2. 국적취득 후 성과 본의 창설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3. 국적 취득과 관련한 다양한 서식들을 알아보고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내면화한다.

한눈에 보는 한국에서의 합법 체류
 강사용 지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3795)
 한눈에 보는 한국에서의 합법체류 과정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해주도록 한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미리 연수생 자료집에 삽입하도록 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나 국적 취득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보도록 한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국적 취득 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성과 본의 창설 과정과 내용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만약 자신이 이름을 창설(개명)한다면 어떠한 이름으로 창설(개명)할지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고 창설(개명)해보도록 한다.
 돌아가면서 가족별로 창설(개명)한 이름을 발표해보도록 한다.

국적취득 관련 서식과 퀴즈 NO. 5
 국적취득 관련한 다양한 서식들을 안내해준다.
 서식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해주거나 다문화 가족들의 요구와 수준, 시간의 범위에 따라
직접 작성해보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안내해준다.
 국적취득 관련한 퀴즈들을 풀어보고 맞춘 팀에게 상품을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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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 문제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풀어가야 할
공동 숙제임을 강조해준다.
 국적취득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이름 창설(개명)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서로 단합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화합해가는 과정을 학습하게 됨을 알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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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에 관한 동영상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뉴스데스크]
◀ＡＮＣ▶정부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
하던 이중국적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
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않는다면, 해외에서 그 나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ＶＣＲ▶2년 전 한 인터넷 게시판에30
살 신 모 씨의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체류자라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겁니다. 신 씨는 화교와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이중국적자였습
니다. 그런데 22살까지 반드시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법을 모르고 기한을
넘겨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겁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2년 안에 신고하면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포기하고,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겠
다는 겁니다. 허용 대상은 태어나면서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사람, 결혼 이민자,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해외입양자, 국내 출생자로 20년 이상 거주자, 글로벌 고급
인재 등입니다. 단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군필자만 허용하도록 해 병역 회피를 막았습니다.
◀ＳＹＮ▶ 석동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글로벌 시대 국제적 조
류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며... "이중국적
허용은정부가 이중국적을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해외에서 그 나라 시민권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도 없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지만,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imbc.com)[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MBC뉴스데스크 200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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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절차
한국 도착
⇩

90일 이내에 체류연장 신청

⇨

및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 등록 1년 후,
체류연장 신청
⇩

한국에 총 2년 거주 후
영주자격 신청(F-5) 또는 국적취득 신청

3. 합법적 체류를 위해 필요한 준비
이사를 한 경우
- 외국인등록 후,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ㆍ신청장소 : 이사한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ㆍ필요한 서류 :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한다.
ㆍ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ㆍ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된 때
ㆍ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ㆍ외국인등록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 필요한 서류
ㆍ여권,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ㆍ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ㆍ외국인등록증(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ㆍ천연색 사진(3*4cm) 1매
ㆍ수수료 1만원
재입국 허가
- 다른 나라를 다녀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국할 때 공항 또는 항구
- 필요한 서류
ㆍ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ㆍ재입국 허가신청서
ㆍ수수료 : 단수 (3만원), 복수(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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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연장
- 재입국 허가 기간 내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연장 받을 수 있다.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ㆍ연장 허가 장소 : 해당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ㆍ연장 기간 : 재입국 허가 만료 기간으로부터 15일

영주자격(F-5) 신청자
- 결혼이민자는 거주자격(F-2-1)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으면, 영주자격(F-5)을 신청
할 수 있다. 영주자격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ㆍ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법률상 혼인(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ㆍ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ㆍ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 중인 상태일 때, 그 잘못이 결혼 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ㆍ이혼․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하는 경우

영주자격(F-5) 영주자격 신청 서류
-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영주
자격을 신청한다.
- 필요한 서류
ㆍ체류자격부여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음)
ㆍ결혼이민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ㆍ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이민자 이름이 있어야 함) 및 주민등록등본
ㆍ재산 관련 서류(다음 3가지 중 1개)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또는 동거 가족 이름으로 된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 필요 없음)
ㆍ수수료 5만원

영주자격의 상실
-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상실된다.
ㆍ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하지 않은 사람
ㆍ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중 살인, 강간, 강제 추행, 강도, 마약범, 성폭력, 국가보안법
등의 죄를 범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위장결혼을
판명되거나 위․ 변조 여권 또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영리 목적으로 외국
인을 불법으로 한국에 집단 입국 시키거나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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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

허가 신청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96조).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
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국적취득자가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은 성과 본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약15세 이상)는 자신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규칙 제87조 제2항).

구비서류
ㆍ주민등록등·초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본증명서
ㆍ귀화허가통지서(법무부),
ㆍ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2.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창설신고
-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창설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 가정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본 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96조).
-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 신고서에는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6조 제4항, 제5항).
ㆍ종전의 성
ㆍ창설한 성·본
ㆍ허가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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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취득자의 개명허가신청
개명허가신청
○ 개명허가 신청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개명은 법원의 허
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임의로 개명할 수는 없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재외국
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99조 제1항). 주소
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규칙 제87조 제4항). 개명
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약 15세 이상)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규칙 제87조 2항 참조).
○ 개명허가사유
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음이
원칙이다. 개명허가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개명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온 사례로는
ㆍ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는 경우
ㆍ성별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ㆍ항렬자(行列字)로 개명하는 경우
ㆍ호칭하기 나쁜 이름 등을 개명하는 경우
ㆍ통칭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ㆍ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록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ㆍ난해·난독의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ㆍ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ㆍ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제출 기록사항
ㆍ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ㆍ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ㆍ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ㆍ신청의 연월일
ㆍ법원의 표시
ㆍ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의 첨부서류
ㆍ주민등록등·초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본증명서
ㆍ귀화허가통지서(법무부)
ㆍ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등
개명신고
○ 개명신고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
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다(법 제26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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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9조), 신
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 신고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법 제25조),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9조).
○ 신고서의 첨부서류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9조 제3항). 그러나 확정증명서나 송달
증명서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4.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부가 귀화한 경우 자녀의 등록부 기록방법(예규 제209호)
-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등록부 특정등록
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 1. 1.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등록
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 및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
귀화통보, 국적회복통보 및 국적취득통보에 따른 성명기록 방법(예규 292호)
예규 제292호는 외국의 국고, 지명, 인명이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인명의 표기와 기록방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의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인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시(구)·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
록할 수 없다.
○ 귀화통보의 경우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 조선족인 중국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식 발음의 한글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중국의 인명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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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소명하여 대한민국식 발음의 한글 성명을 사용할 수 있다(한자는 함께 기록 못함).
그러나 한국통용 한자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중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되며, 성본창설허가신청 및 개명신청을 통하여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
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
법률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하고 있다.
합의중재
-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이다.
공단에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
송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
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
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한다.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소
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석보
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
- 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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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한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4차 회의,
세종사업(King Sejong Project) 추진 방안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강만수)는 2009
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4차 회의에서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종사업(King Sejong
Project)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종사업은 국내외의 언어 사용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어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글’을 통한 국가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세계화,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국가 간 정보․
지식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우리 고유의 지명․인명 등을 영문 알파벳으로 표시
하는 로마자표기법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되었으며, ▲어려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글ㆍ디지털 세대와 외국 등을 학습하기 쉽고 편리한 한글사전에 대한
요구도 높다.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 등의 관심 증가, 국내 거주 외국 등 증
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등의 학습수요가 다변화함은 물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
내외의 언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글’을 통한 품격을 높임으로 문화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쉬운 한글 쓰기로 의사소
통 증진 ▲한글 보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 ▲한글 문화유산 계승ㆍ발전 등 4대
중점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2000년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이 그동
안 해외에서 주로 사용 개정되는 표기법(매큔-라이샤워 방식)과 달라 혼선이
있어 우선 성씨의 로마자 표기 표준안을 마련하고, 금년에 로마자표기법의 어
문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2010년에 외래어표기법, 2011년에는 표준어 규
정 등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전문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어문규범 정비를 검토해 나
갈 계획이다.
[2009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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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정한,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어휘(외래어)를 한
글로 표기하는 규정이다. 현행 규정은 1986년에 제정·고시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언
어마다 음운 체계나 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어휘를 한 국어로 흡수하여
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한국어 이외
의 다른 언어에 있는 음운을 표준어에 있는 비슷한 음운과 1대1로 대응시켜 한글로 표기하
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언어별 표기법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현지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쓰는
언어 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음(ㄲㄸㅃㅉ)과 격음(ㅋㅌㅍㅊ)이 대립하는 언어가
아닌 경우 격음으로 쓴다.
쟈 · 져 · 죠 · 쥬 · 챠 · 쳐 · 쵸 · 츄 등은 쓰지 않고 대신 자 · 저 · 조 · 주 · 차 · 처 ·
초 · 추 등을 쓴다(예 : '쵸콜릿'을 쓰지 않고 '초콜릿'을 씀).
‘제1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길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아래에
보인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편집]
다른 언어들의 음운을 한국어의 음운(문자 표기는 한글)에 1대 1로 대응시켜 정리한 표이다.
'표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는 다른 표(개별 언어와 한글을 대조한 표)의 기초가 되며,
아직 외래어 표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외국어를 표기하는 기본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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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국 제

음

성

호

기

음
한
모

음 앞

반
글

자음 앞 또는
어

말

국 제
성

모
음

기 호

음
한

모
글

*

p

ㅍ

ㅂ, 프

j

이

b

ㅂ

브

ɥ

위

t

ㅌ

ㅅ, 트

w

오, 우

*

국
성

제
기

음
음
호

한

글

i

이

y

위

e

에

d

ㄷ

드

ø

외

k

ㅋ

ㄱ, 크

ɛ

에

ɡ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욍

θ

ㅅ

스

æ

애

ð

ㄷ

드

a

아

s

ㅅ

스

ɑ

아

z

ㅈ

즈

ɑ̃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ㅈ

지

ɔ

오

ʦ

ㅊ

츠

ɔ̃

옹

ʣ

ㅈ

즈

o

오

ʧ

ㅊ

치

u

우

ʤ

ㅈ

지

ə**

어

m

ㅁ

ㅁ

ɚ

어

n

ㄴ

ㄴ

ɲ

니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르

*

뉴

h

ㅎ

흐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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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관련 다양한 서식 자료들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국적취득 관련 5문 5답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_____________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연장을 함께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거주자격으로 ____________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으면,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

]에 방문하여 영주자격을 신청한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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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및 이름 개명
영주자격 취득시 필요한

이름 개명시 필요한

서류

서류

이름 개명해보기.....

기존 이름 :
개명한 새이름 :
개명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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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과 관련한 다양한 서식
ㅇ
ㅇ
ㅇ
ㅇ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 청 서
APPLICATION FORM

성 Surname

漢

명 Given names

字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ㅇ
ㅇ
ㅇ
ㅇ

GRANTING STATUS OF SOJOURN]
CHANGE OF STATUS OF SOJOURN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Nationality
국
적

직장명
Place of
Emplomen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직위
Posit
ion

본 국 주 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Tel No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No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입 국 일 자
Date of Entry

여권번호
Passport No

입 국 장 소
Date of Entry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성명
Name in Full
동
반
생년월일
자
Date of Birth
Depen
-dent
관계
in
Relation
Korea
비고
Remarks

성별 남 M
Sex 여 F

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성별
Sex

남 M

성별 남 M
Sex 여 F

여 F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성별 남 M
Sex 여 F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사 증 번 호

허 가 사 항

결

사증발급일자

번

호

접수일자

사증발급공관

일

자

접수번호

체 류 자 격

자

격

과

체 류 기 간

기

간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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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
소
장

가

부

체류지변경신고서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성

FAMILY NAME

남 M
성별
漢字

명

SEX

GIVEN NAMES

여 F
.

생 년 월 일
D ate o f B irth

Year

.
Month

국
Day

적

Nationality

전 체 류 지
Former Address
신 체 류 지
N e w A d d re ss
등록일자
D ate o f
R e g istratio n

외국인등록번호
R e g istratio n N o
성
명
N am e in F u ll
생년월일
N ate o f B irth

동
반
자
Depen
Dent

신

.

.

.

.

.

.

성
별
Sex
관
계
R e latio n
등록번호
R e g istratio n
비
고
R e m ark s
고
일

Date of Report

.

.

.
신고자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위와 같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has made as adove.
년

월

일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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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구청ㆍ읍ㆍ면)

장 (인)

(앞 면)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의
종 류

□ 일반

□ 간이

한국명

□ 특별

※ 이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한자)

성 명

성 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가족국적

부(

.

.

출생지

) 모(

현국적

) 배우자(

)

직 업

주 소

전 화

주소지
직장

예정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

년

개월)

귀화하고자하
사진

는 사유

4cm×5cm
1.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만약 귀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뒷면 참조

수수료
1인당(수반취득자
제외) 10만원

년

월

일

신 고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접수
일자

귀하
접수
번호

확인
(뒷면에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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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재 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

.

.

학교 졸업

.

.

.

학교 졸업 (중퇴, 재학중)

학 력

성 명

추천인

직 업 (직 위 )

근 무 처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관 계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국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반취득

가 족

※ 수반취득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란에 반드시 ○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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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1. 건물등기부등본

3. 출입국사실증명

2. 토지등기부등본

4.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3.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주민등록등본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 4. 부 또는 모의 주
민등록등본

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제3항에 따른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7.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첨부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서류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함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
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3.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4.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위 제2호 및 제3호 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 또는 모

- 116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앞 면)

국적취득신고서
한국명

(한자)

성

성 명

별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남 □여

현국적
전화

주 소

전자우편
(e-mail)

예정
등록기준지
관 계

성 명

연 령

국 적

주 소

가족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신고

■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사유

.
.

.
.

.)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ㆍ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첨부 : 뒷면 참조

1인당(수반취득
자 제외) 1만원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수수료

귀하

접수

접수

일자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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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법

시행령」

조)시

없음

제2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
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
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
부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없음
서 시행령」 제15조)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모의 주민등록등본

(「국적법 시행령」 부칙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제2조)시

서류
3.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모의 주민
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참고 : “「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란 대통령령 제15807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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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한국명

즉 시

(한자)

성 명

성 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외국국적

주 소

전 화

등록기준지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대 한 민 국

□ 출생

□ 국적취득신고

□ 귀화

국적취득원인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외국국적포기일

.

(포기각서 제출일)

.

)

.
수 수 료

위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1통당 1천원

인

법 무 부 장 관
(직 인 생 략 )

발급번호

년

확인자 : 직급
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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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국적포기각서
한국명

(한자)

성 명

성 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외국

출생지

국적

주 소

전 화

등록기준지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대 한 민 국

□ 출생

□ 국적취득신고

□ 귀화

국적취득원인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오늘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오늘 이후에는 종전 국적에 기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그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모두
포기합니다.
2. 본인은 종전 국적을 포기하는 증거로서 그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 그 밖의 신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며, 만약 오늘 이후에 그 국가의 여권 그 밖의 신분에 관한 서류를 다시 취
득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조치 등 국적에 관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가. 그 외국의 여권 원본
나. 그 외국 국적에 기하여 소지하고 있는 신분에 관한 그 밖의 서류의 원본
년

월

일
서 약 인

법무부장관



귀하

접수

접수

일자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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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한국명

즉 시

(한자)

성 명

성 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외국

출생지

국적

주 소

전 화

등록기준지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대한민국국적취득원인

□ 귀화

.

□ 국적회복

외 국 국 적 포 기

.

유 보 기 한

.

□ 기타(

.

.

위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외국 국적 포기유
보기한까지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수 수 료
1통당 1천원

(주의사항)
외국 국적 포기유보기한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 인 생 략 )
발급번호

년

확인자 : 직급
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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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7차시 혼인과 가정생활법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어 특히 결혼은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화를 익혀가는 과정이기에 더욱 힘겨울 수 있습니다. 따라
서 혼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내용을 학습하여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 가는데 필요한 부부의 역할에 대해 학습해보도록 합니다.

1. 다문화 가정의 결혼 프로포즈 재연과정을 통해 좋았던 그 당시를 회상하며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한다.
2. 사례문답법을 통해 혼인관련 법률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3.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한 혼인서약서 작성을 통해 결혼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부부에
대한 문제 풀기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소강당

■ 준 비 물 : 활동지, 볼펜, 상품
■ 강

사 : 다문화가족 강사 또는 가족법 관련 강사.

1. 강사는 전개 1의 결혼 프로포즈 과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소 서로 어색해하거나 서먹
해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2. 강사는 강사용 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전개 2 사례문답법을 통해 본 혼인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작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3. 전개 3의 커플 대항전에서 우승한 가족들을 위해 상품을 넉넉히 준비해놓도록 한다.
4. 강사는 사전에 미리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강의실을 대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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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있어 결혼의 의미에 대해 돌아가면서 얘기해보도록 한다. 얘기하기 어려워 할
경우 “5자로 말해요~” 게임식으로 하여 결혼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예시)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것, 희생과 봉사, 행복 그 자체 등등.
 오늘의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해준다.
1. 다문화 가정의 결혼 프로포즈 재연과정을 통해 좋았던 그 당시를 회상하며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한다.
2. 사례문답법을 통해 혼인관련 법률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3. 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한 혼인서약서 작성을 통해 결혼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부부에 대한
문제 풀기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도록 한다.

다시 보는 결혼 프로포즈
 다문화 가정이 돌아가면서 예전에 결혼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지 재연해보도록 한다.
 다소 쑥스러워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프로
포즈를 받았던 가족부터 지원하게 하여 재연하도록 한다.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강사는 영화촬영처럼 “레디~~~ 고!!!”를 외쳐주거나 “액션!!!”
등의 구호를 외쳐 참가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예전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 중 프로포즈 과정이 없었던 가정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프로포즈를 해보
도록 한다.

사례문답법을 통해 알아본 혼인법
 프로포즈 과정을 통해 결혼하고 난 뒤,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한 혼인관련 법들을 다양한
사례문답법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강사는 미리 사례문답법을 통해 알아본 혼인법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강의
시간에 실연하도록 한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부부별산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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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서약서 작성 & 커플 대항전
 혼인과 관련된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가족들에게 물어본다.
 가족끼리 혼인서약서를 작성해보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할 말이 더 있는 가족들은 추가
적인 사항들을 기록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할 때 다짐했던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재다짐 하거나 결혼식을
아직 못 치룬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가족끼리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맞히는 게임을 진행하여 서로간의 믿음과 마음을 돈독히
하도록 한다.

 돌아가면서 오늘 차시에 관한 느낌 및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오늘의 수업 학습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연수생들에게 물어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 일생에 있어
중요한 일임을 다시금 주지시키며 앞으로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
가는데 필요한 부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음을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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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의 성립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의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의 요건을 갖추어 혼인신고를 하여야 국제
결혼이 성립한다. 예컨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가 결혼할 경우 한국법과 중국법에 위배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관련 조항]
○ 국제사법
제36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2. 결혼의 성립요건
(예시: 한중 양국의 혼인성립요건)
실질적 성립요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의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의 요건을 갖추어 혼인신고를 하여야 국제
결혼이 성립한다. 예컨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가 결혼할 경우 한국법과 중국법에 위배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하고자 하는 혼인의사가 있
어야 하는데, 혼인의사 없이 단지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위장결혼을 한 경우 실질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1997.6.27. 선고 96드1493, 96드1608 판결)는, 장차 혼인할 중국 국적 조선족
여자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중국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조선
족 여자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등기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조선족 여자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
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조선족 여자가 한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가 소멸된 것이라면 결국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고 판단하고 있다(참고조문 : 민법 제815조 제1호).
○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법 제807조)
민법은 남녀 동일하게 만 18세를 혼인적령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남자 22세, 여자
20세 전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국혼인법 제5조).
○ 일정한 근친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
민법 제815조는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의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의 방계혈족(4촌)인 경우 결혼을 금지
하고 있다(중국혼인법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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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혼이 아닐 것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이중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중국혼인법 제3조).
○ 의학상 혼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아닐 것(중국혼인법 제6조 제2항)
중국혼인법은 문둥병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의학상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되는 기타
질병이 있는 경우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에서는 혼인신고서 건강 확인란에
당사자의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그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국 혼인법상 혼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가진 중국여성과의 혼인은 성립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혼인신고 -한ㆍ중 모두
아내가 중국의 법에 따라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미혼공증서, 국적공
증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도 중국법의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다.

3. 결혼 후 생기는 권리의무
○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는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다(민법 제777조).
○ 동거할 의무가 생긴다.
부부는 동거하여야 한다.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남편 또는 처의 직업상의
필요(해외근무), 정신상/육체상의 일시적 장애(정신병, 간질), 자녀의 교육상의 필요, 기
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
등이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절하는 경우에 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청
구조정신청을 할 있다. 이 경우 조정이 안 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에 의해
서도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악의의 유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 서로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부부는 서로 부양, 협조하여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동거동락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다.
○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부부는 상호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4. 부부간 재산
부부별산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처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이다. 현행 민법은 종래의 관리공통제를 버리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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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조문]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
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판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다.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를 특유재산으로 추
정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판1995.10.12.95다25695).

5. 일상가사의 대리권과 연대책임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 함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대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일상
가사의 처리결과 발생하는 권리는 부부 쌍방에 귀속한다. 통상 부부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 오락, 가족의 양육과 교육 등에 관한 사무로 그 지역사
회의 관습 내지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일용품 구입, 자녀 교육비 위
한 금전차용 등 동거생활에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부부는 연대하여 이
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처나 남편의 행동이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처가 타인에게 남편의 막대한 부동산을 남편 몰래 팔은 경우까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의 내용
○ 보통의 연대채무와의 차이 :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보통의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부부의 일방은 타방의 채권으로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일방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를 받으면 그 면제의 효과도 전면적
이다. 그리고 일방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
○ 혼인종료와 부부의 연대책임 : 부부의 연대책임은 혼인의 종료로 소멸하지 않고 보통의
연대 채무로 변경되어 존속한다.
○ 일상가사연대책임의 면제 : 개별적․구체적으로 채무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 책임 없
음을 명시하여야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연대책임면제는 불특정 다수
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
○ 일상가사연대책임 배제약정 :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
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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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

[사례1]
Q: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신고를 한 혼인을 ‘법률상 혼인(법률혼)’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혼인(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법률
혼과 달리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체류자격도 거주(F-2)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혼과 같이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된다. 사실
혼이 법률혼으로 되려면 혼인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례2]
Q: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주여성으로 11년의 결혼생활 동안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신분이 미등록
상태이며,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두 명 있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력과 알코올 등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양육해야 하며, 여기서 혼인은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 혼인을 의미한다. 남편과 혼인하지 않은 이상 먼저 혼인신고를 마칠 필요가
있다. 11년 동안 동거하면서 아이 둘을 낳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왔음에도 남편의 거절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이혼을 하거나 양육권을 얻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사례3]
Q: 미등록체류자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A: 미등록체류자 역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미등록신분인 여성 혹은 남성과는 혼인신고가
안될 것으로 추측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신분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인지신고 없이 출생자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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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국적 취득

[사례1]
Q: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A: 귀화허가자의 친자녀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나이와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허가신청이 가능하다(국적법 제7조 1항 1호 본문).
단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과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례2]
Q: 귀화허가자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의 국적 취득은 어떻게 되나요?
A: 귀화허가자 자녀가 특별귀화요건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그 자녀는 귀화허가자 자녀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특별귀화에 해당되므로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혼인
귀화자 자녀의 배우자는 귀화허가자 자녀가 특별귀화허가를 받고 일정기간(2년) 이상
합법적으로 계속 거주한 후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3]
Q: 사실혼 부부의 아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미등록 이주여성이 동거하면서 임신한 뒤, 혼자서 아이를 낳았으며,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할 생각은 없고, 아이만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아이를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방법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한국인 아버
지가 자신의 아이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판에서 친부임을
확인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자가 인지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권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당
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민법 제864조의
2, 제837조)

<본국 자녀의 국적취득>
자녀
결혼이주여성

성년여부

국적 취득 방법

미성년자

입양 후 특별귀화

성년자

입양 후 간이귀화(3년거주)

미성년자

수반취득

국적취득 전
국적취득 신청 시

미성년자
국적취득 후

특별귀화
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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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체류자와의 결혼

[사례]
Q: 한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이 혼인하면?
A: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등록·초과체류 외국인도 한국인과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고, 혼인신고 후에는 F-2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미등록·초과
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자국
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면 된다. 즉, 미등록·초과체류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드시 출국할 때 ‘혼인신고 된 혼인관
계증명서’를 공항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입국 규제에 걸리지 않고 한국
에 들어올 수 있다).
[자료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2009), 출장강연자료집, pp. 3-7]

1. 결혼이민자의 국적신청

신청자
한국국적취득 신청(이하, 국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등)이 직업이 있거나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적을 신청하
려는 결혼이민자는 최소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대한민국 고유의 풍속이나 사회관습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신청요건
- 결혼이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ㆍ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ㆍ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ㆍ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법률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ㆍ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언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ㆍ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경우 그 잘못이 결혼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 는
경우
ㆍ이혼이나 별거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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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절차
○ 국적 심사절차
- 한국 국적취득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귀화허가신청서
및 서류 제출

ㆍ국적신청은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서
류를 낼 때,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
해야 한다.

⇩
귀화신청
자격조사

ㆍ귀화자격조사는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
향조사 등을 한다.

⇩
ㆍ결혼이민자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심사만 실시된다.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귀화허가
적격심사

ㆍ첫 번째 면접심사에 떨어질 경우,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ㆍ심사 일정은 심사일 2~4주 전에 법무부 통지서가 도착한다. 따라서 주소
지를 변경할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화번호만 변경될 경우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담당부서 또는 법무부 국적 난민과 민원실
(☎02-500-9223~4)에 알려 주어야 한다.

⇩
귀화허가통지서
받음

ㆍ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ㆍ국적신청에서 귀화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재, 약 1년 이상이다.

○ 주민등록 취득 절차
- 한국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ㆍ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가족등록부
기재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ㆍ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변경(법 제
94조)

⇩
ㆍ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대
사관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한국 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외국국적포기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 본국의 관련법 또는 한국 내에 대사관이 없어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도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에
언급된 기간까지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ㆍ결혼이민자 국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외국 국적포기증명서를
직접 해당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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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ㆍ귀화허가통지서, 기본증명서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
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ㆍ마지막으로 귀화허가통지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소
외국인등록증

지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반납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2. 간이귀화신청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에 비해 그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는 간이귀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요건
ㆍ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ㆍ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ㆍ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
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에 언급한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
정한 자
- 귀화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신청서류
ㆍ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
명함판 사진 1매)
ㆍ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통
ㆍ출입국 사실 증명 1통
ㆍ결혼증서,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결혼사실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ㆍ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1 가지)
ˇ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ˇ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
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ˇ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신원진술서 6통(문방구에서 서식을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 신청서 제출시 인지대 10만원 지참하고,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
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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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귀화신청자격조사
-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일반적인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 필기시험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관식,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
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인 배우자인 외국
인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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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결혼 프로포즈

결혼의 성립과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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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답법을 통해 알아본 혼인법(○, × 퀴즈)

-5문 5답귀화허가자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의 국적 취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다(

).

미등록체류자도 조건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

사실혼 부부의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방법은
아버지의 인지(자기 아이임을 인정)하여야 가능하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된다(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초과체류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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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시 사례로 보는 상속문제
사망과 함께 상속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그리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의 문제에 대
한 법적 소양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능동적인 법의식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따른 재산 상속과 법에 따른 재산 상속
의 문제를 주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함으로써 법적 지식과 사고력을 키워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1. 사망에 따른 법률문제에 대한 법적 지식을 이해한다.
2. 다양한 사례를 통해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상속 문제 관련 법적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실내 강의실 혹은 교실

■ 준 비 물 : 동영상 자료, 상속 관련 갈등 문제 사례, 보드, 펜
■ 강

사 : 가족법 관련 강사 또는 가정법률상담가

1. 동영상 관람 및 자료 제시가 가능한 강의실 및 교실을 미리 섭외하도록 한다.
2.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직접 생각해보도록 한다.
3. 다문화 가정 내에서 결혼 이주민들도 정당한 재산 상속의 대상자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4.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가족 주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도록 유도한다.
5.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과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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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과 함께 발생되는 법적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하면 법률문제보다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재혼문제나 상속문제, 국내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등에 봉착하게 된다.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적 소양을 키워나가며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하고자 한다.
 연수자가 대부분 국제결혼을 한 자로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에 대한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실제 법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우리나라의 법문화
상황 속에서 정확히 자신의 상속분을 알고 이를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망 신고서 제출, 사망과 국내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법정 상속, 유언 상속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배우자 사망과 함께 발생하는 법률문제
 사망을 하면 기일 내에 하는 사망신고규정을 알아보고 사망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본다.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사망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 등에도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혼인종료,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유지, 재산 상속의 문제가 발생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사망과 함께 혼인이 종료되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국적취득이나 체류
자격 등에는 변화가 없으며, 배우자로서 재산 상속 대상자라는 점도 알려주어야 한다.)
 사망과 관련하여 주로 상속문제, 산재보험 및 보상금 문제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결혼 이주민도 정당한 상속대상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을 인식시킨다.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법률혼관계에만 인정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문제
 상속 관련 동영상 자료를 관람하고 상속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이버법교육센터 사이트에 제시된 상속 관련 동영상 자료를 함께
관람하고 상속의 의미를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망과 상속 관련 법령 내용도 함께
검토한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민법상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상속 순위와 상속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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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분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한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상속분을 계산해보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유언에 따른 유언 상속 문제
 법정 상속이외에도 유언 상속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유언 관련 동영상 자료를 관람하고 유언상속의 의미를 이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이버법교육센터 사이트에 제시된 유언 상속 관련 동영상 자료를
관람하고 유언의 법적 의미와 상속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언과 상속 관련 법령 내용도 함께
검토한다.)
 유언의 의미와 종류, 법적 효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
 유언 상속 관련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유언의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유언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실제 상속분을 계산 해본다.

나의 유언장 작성하기
 유언의 여러 방식 중에서 직접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본인이 유언장 작성 양식에 따라 자신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해본다.
 자신의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소감문 발표를 통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또한 배우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본다.)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의 상속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적 소양을 키워
나가며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에 대해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실제 법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우리나라의 법문화 상황 속에서
정확히 자신의 상속분을 알고 이를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결혼 이주민도 당연히 법정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망 신고서 제출, 사망과 국내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법정 상속, 유언 상속, 산재보험
금 처리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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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규정과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 사망신고 규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망신고서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등록기준지
주소
①
사

성명

망

사망일시

한글
한자
장소

자
사망장소

구분

일)

세대주 및 관계
성 별
주민등록
호
남 여 번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주택내 의료기관 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 등) 산업장
 D.O.A(병원 이송 중 사망) 공로(도로,차도) 기타(
)

의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타(의 자격：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
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사
망
종
류
⑥
사
망
원
인
⑦
사
망
자

종류 교통사고 자살 추락사고 익사사고 타살 기타(
)
⑤ 발생 현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다른 시군구(
시도,
시군구)
사 지역 기타(
)
고 발생 주택 공공장소(학교, 병원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
장소 업․건설현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기타(
)
 직접 사인
⇒

의 원인
⇒ 발병부터
사망까지

의 원인
⇒
기간

의 원인
⇒
기타의 신체상황
진단자 의사 한의사 기타
최종 졸업학교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병사
사고사⇒
기타

발병(사고)당시 직업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이혼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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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절차

“사망신고 후속절차 이렇게”

-행안부 안내자료 배포…유가족 불편 해소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 1월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제공해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내자료
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현재의 ‘사망신고 접수부서’를 안내창구로 지정해 사
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사망
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해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
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자치단체 역시 다수
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에는 △사망자의 재산
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
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 사항에 대해 구비서
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
래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토지
소유를 조회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
면 된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
간을 경과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위생 영업이나 식품영업
을 상속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1월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가족사망을 당한 뒤 해
야 할 일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
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옥 기자

yorhee@iusm.co.kr/
[울산매일신문, 08년12월24일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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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이주민 배우자의 사망과 법률 문제

혼인종료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종료하고 자유로이 재혼할 수 있으나, 사망한 배우자의 혈
족과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재혼을 함으로써 종료된다.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어도 체류기간연장이나 체류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참고).
○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ㆍ제출 서류 : 체류연장 및 국적신청을 위한 공통서류, (배우자 사망시) 사망사실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배우자 실종된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ㆍ외국인 배우자의 권리 : 체류 자격 및 국적취득 연장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제1상속권자가
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문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 및 각종 보상금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실혼 관
계에서는 법정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권리
-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하고 비동거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실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도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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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상속, 유언)
[자료1]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법률정보 >동영상법률교실 >생활 속 법률상식
(대습상속, 아버지의 장기 부재시 상속, 유언)
[자료2] 사이버법교육센터 홈페이지 내에 법교육영상센터 생활 속 법률교실 코너
[자료3] 법령 정보(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 서비스)

2. 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 순위
○ 제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제2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제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사례]
1) 남편 A가 사망했는데 아내 B 사이에 자녀가 있고 시부모도

있는 경우 : 아내 B는 자

녀와 함께 공동상속
2) 남편 A가 사망했는데 아내 B 사이에 자녀가 없고 시부모가 있는 경우 : 아내 B는 시
부모와 함께 공동 상속
3) 남편 A가 사망했는데 아내 B 사이에 자녀가 없고 시부모도 없는 경우 : 아내 B가 단독 상속

법정 상속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아들·딸, 첫째·둘째,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1씩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 각자의 몫보다 0.5를 더 받는다.
[사례]
1) 남편이 700만원을 남기고 큰아들, 작은딸과 아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아내:큰아들:
작은딸=1.5:1:1 비율로 700만원을 상속받는 결과, 아내는 300만원, 큰아들은 200만원,
작은딸은 200만원을 각각 상속받게 된다.
2) 남편이 700만원을 남기고 자녀 없이 아내와 시부모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생존아내:
시아버지:시어머니=1.5:1:1로 700만원을 상속받는 결과, 생존 아내는 300만원, 시아
버지는 200만원, 시어머니는 200만원을 각각 상속받게 된다.
3) 남편이 700만원을 남기고 자녀도 없고 시부모도 없이 아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생존
아내 혼자 700만원 전부 상속 받는다.

- 142 -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
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무관하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단순승인이라 한다. 단순승인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한다
(민법 제1025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 등)도 상속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초과액에 대
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생존배우자나 자녀들의 재산으로는 상속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한
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례]
Q: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와 별거하면서 홀로 저의 남매를 데리고
키우신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그 동안 서로 연락이 없이 지내오다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1년이 지나 갑자기 어머니와
저의 남매에게 빚 독촉장이 날아 와서 알아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친구의 대출금에 연
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보증 채무를 어머니와 저희들이
갚아야 하는지요?
A: 아버지와 별거하면서 연락이 없이 지낸 지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어머니
와 남매가 아버지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빚 독촉장 날아 온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상속은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http://www.onnara.go.kr) 및 시·군·구의 지적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ㆍ제출서류 : 국가공간정보자료이용신청서,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신분증
- 금융자산상속 확인은 금융감독원(02-3145-5114, 국번없이1332)에서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ㆍ제출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동의서(신청인이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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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제도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하여
남기게 하는 것으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형제자매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시된
때(즉, 사망한 때)부터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1117조).
[사례]
Q: 저는 결혼이주민 여성으로서 남편이 저와 아들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
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집 한 채가 있으나,
남편은 유언으로 집을 남편의 동생에게 전부 물려주고, 대신 남편의 동생이 저와 아들을
돌보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생은 남편이 죽자 생활비도 주지 않아 생계
유지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
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
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합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
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
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
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법정상속분은
6,000만원(:1억원×3/5)이 되며, 귀하의 아들의 상속분은 4,000만원(:1억원×2/5)이 됩
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의 유류분은 3,000만원이 되고,
아들의 유류분은 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아들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
분의 한도에서 남편의 동생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
은 상속의 개시와 유증의 사실 및 그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남편의 사망일로부
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2.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일방적 행위로 만17세 이상이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민법은 다음의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만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언어를
통하여 유언의 뜻을 전할 때, 그것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으면 구수증서라 하며, 임종 때의
유언이 대표적임), 공정증서(유언자가 두 명의 증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취지를 말하고,
각자 서명 증인이 기명날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 연월일,
성명, 날인 등이 필요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 144 -

사망신고서 작성해 보기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등록기준지
주소
①
사
망

성명

세대주 및 관계
한글

주민등록
호
남 여 번
년

장소
사망장소

성 별

한자

사망일시

자

의

월
시(도)

일

시

구(군)

-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동(읍,면)

리

번지

의료기관 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 등) 산업장
구분 주택내
 D.O.A(병원 이송 중 사망) 공로(도로,차도)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자격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주소

기타(의 자격：
전화

)

이메일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교통사고 자살 추락사고 익사사고 타살 기타(
)
④
발생
현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다른
시군구(
시도,
시군구)
⑤
사 병사
)
망 사고사⇒ 사 지역 기타(
종 기타
고 발생 주택 공공장소(학교, 병원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류
장소 호텔 등) 산업․건설현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기타(
)
 직접 사인
⇒
⑥
발병부터

의
원인
⇒
사
사망까지
의 원인
⇒
망 
기간
원 
의 원인
⇒
인 기타의 신체상황
진단자 의사 한의사 기타
⑦ 최종 졸업학교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사
망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이혼사별
자 발병(사고)당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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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하기
다음 사례의 상속분을 계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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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언 증 서(구술)
유언자

은 20 . .

1. 가. 장남 박

에게는

나. 2남 박 에게는
다. 장녀 박

. 유언자 본인 자택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하다.

소재 대지 평 건평

소재 대지 평 위 지상건물 1동 건평 평을 상속한다.

에게는 주식중

라. 처 유 에게는

평 거주가옥 1동을 상속한다.

주식회사 및

은행 예금

원과

회사의 주식
은행 적금

주를 상속한다.

원을 상속한다.

2. 위 다. 라. 이외의 동산은 일단 장남 박____에게 상속시키되 유언자의 처와 협의
하여 나누어도 좋다.
3. 장남 박

은 내가 사망 후 3남 박

의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부담하며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자의 동생인 박 을 지정한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가 필기한 후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다.
20 년

월 일

유언자
필기자

(인)

증 인

(인)
주소

시

구

동

구

동

직업
증인

(인)
주소 서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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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언 증 서(자필)
*유

언 자
*19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주

소

시

구

동

*전

화

유

(우편번호

언

-

사

)

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또는 유증(민법 제1073조)에 관하여,
시

동

번 대지

생년월일 :

평방미터는 이를 상속인 중 장남
)에게 증여하고,

시

동

터와 동지 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건평
(주소:

생년월일:

번 대지

(주소:
평방미

평방미터는 차남

)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사인 증여계약(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민등록번호:

)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 년 월 일
유 언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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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

나의 유언장 작성하기
* 성명 :

(* 도장)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
* 작성일 :

년

월

* 작성 장소 :
(* 표시 항목은 필수!!!)

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 배우자에게
2. 자녀들에게
3. 친구, 친지들에게

Ⅱ. 내가 떠난 후에…
1. 나의 장례식

2. 사후 유산 처리 문제

Ⅲ.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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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9차시 우리 가정 지키기
폭력은 자신도 모르게 행해지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폭력 문제는
가족 해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개념들과 법적 내용들을 알아보고 폭력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한 10계명을 만
들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1. 폭력에 관한 개념들과 법적 조항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2. 퀴즈 활동을 통해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재화하도록 한다.
3. 폭력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한 10계명을 작성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정 내 폭력
행동을 예방하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60분~90분
■ 장

소 :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소강당

■ 준 비 물 : 볼펜, 활동지, 퀴즈 우승자용 상품
■ 강

사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1. 강사는 사전에 미리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강의실을 대관하도록 한다.
2. 강사는 강사용 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전개1 폭력 개념 및 법률에 대해 알기 위해 관련된
사항들을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작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3. 파워포인트 실연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수생들에게 배부할 자료들을 넉넉히
준비하도록 한다.
4. 전개 2의 퀴즈우승한 가족들을 위해 상품을 넉넉히 준비해놓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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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안내멘트를 통해 오늘의 수업목적과 활동을 안내하도록 한다.
“폭력은 자신도 모르게 행해지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가정의 폭력 문제는 가족 해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폭력에 대한 개념들과 법적 내용들을 알아보고 폭력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한 10계명을
만들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해준다.
1. 폭력에 관한 개념들과 법적 조항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2. 퀴즈 활동을 통해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재화하도록 한다.
3. 폭력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한 10계명을 작성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정 내 폭력
행동을 예방하도록 한다.

폭력 개념 및 법률에 대해 알기
 폭력관련 동영상을 상영한다.
(http://www.eto.co.kr/?Code=20080428151141650&ts=214103)
 강사용 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도록 한다.
 강의 자료를 통해 폭력과 관련된 개념 및 법률 내용을 학습시킨다.
 연수생 활동지를 배부하여 가정폭력과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다.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활동지 작성을 통해 새로 알게 된 폭력 관련 개념 및 법률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한다.

폭력 개념 및 법률에 대해 익히기
 학습한 폭력 개념 및 법률에 관한 낱말 맞추기 퀴즈 활동을 통해 관련내용들을 익히고
내재화하도록 한다.
 가장 많이 맞춘 가족에게 미리 준비한 상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우리가정 폭력 예방 10계명 작성
 가족들끼리 폭력 예방 10계명 수칙들을 정하도록 한다.
 다 정한 가족에게는 액자를 배부하여 그 안에 10계명 수칙을 넣도록 한다.
 액자 안에 폭력 예방 10계명 수칙을 다 넣은 가정은 칠판 앞에 전시하도록 한다.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폭력 예방 10계명을 발표하도록 한다.
 가장 많이 나온 폭력 예방 수칙을 정리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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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시에 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참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한 10계명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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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관련 동영상 상영하기

가정폭력, 부부평등 가정 구축이 해결책
[동영상]
http://www.eto.co.kr/?Code=20080428
151141650&ts=214103
[경제투데이] 소득 수준과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정
보다 가정 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지난해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폭력이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층,
도심부 가정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에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식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이며, 초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폭력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부부폭력 가운데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체적
폭력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여성들이
최근 남편으로부터 받는 모욕과, 욕설 등도 폭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피해
자들은 여전히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근
본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투데이 2008년04월28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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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
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
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에 있는 자 등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제2조 2항) 즉, 혼인관계를 전제로 현재 혹은 과거에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개념 이해하기
○ 폭행 : 물리력의 불법적인 행사.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해 가해져야하지만 직접 접
촉할 필요가 없고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하
는 것.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협박으로 볼 수 있다.
○ 공갈 :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해 : 신체의 자연스러운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상태를 나쁘게 하는 것.
○ 감금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요건이다.
○ 약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 유인 :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
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행위
○ 추행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재물손괴 : 손괴는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쉽게 말
하면 상하고 부서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 모욕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깔보이고 욕보이는 행위로, 기분을 불쾌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명예훼손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
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괴롭힘(따돌림)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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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가정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육체적인 폭력이다. 육체적 폭력은 손으로 잡고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가벼운 폭력에서부터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시] -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
- 가재도구와 가구 부수기
- 물건을 집어던지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목을 조르기
- 속박, 감금,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 등의 행위
-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정서적 폭력
가해자의 욕설이나 위협과 같은 언어의 사용도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였을 때, 또는 말을 안들을 경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부모의 비난은 아동의 정서와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권위적 부부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협박은 육체적 폭력에 못지않은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예시] - 불평하거나 화를 냈다.
-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 욕설 등 심한 말을 한다.
경제적 제재
노인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제재도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이나 아
동과 같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부양이나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은 심각한 문제
의 하나인데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가정폭력의 대상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크게 배우자, 아동, 노인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피해자는 아내이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내구타가 결혼 초기에 발생하여 상습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이러한 사실
은 부부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부부폭력이 단순한 부
부갈등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이 아니며 결혼 전이나 초기부터 발생하는 일탈적인 현
상이므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부폭력은 크게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가 폭력을 행사하는 상호폭력으로 나누어진다. 배
우자 폭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는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지만 의외로 남성도
가정 내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매 맞는 남편 문제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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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힘이 센 남자들이 여자에게 맞고 산다는 것이 창피해서 아직까지는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숨겨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폭력의 경우에 여성의 폭력은 대부분

이 자기 방어적인 경미한 폭력으로 뺨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등인 경우가 많으나 남편의
폭력은 심각한 폭력으로 발이나 주먹으로 구타, 물건으로 구타,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구타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부부간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학대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성적인 학대, 무관심한 대우, 혹사 등을 가하여 그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
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아동학대방지법)’을 말한다. 아동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
동폭력과 체벌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사회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폭력의 많은 경우, 힘없고 대항하지 못하
는 아동이 교육적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의 화풀이로 학대를 당하는 자녀가 많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 아동 구타는 구타 자체로 인하여 심
각한 신체적 손상 내지는 사망을 초래하게 되며 반복적인 구타로 인하여 정신신체장애, 정
신장애증상, 행동장애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 자라서 폭력 구

사자가 되거나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가정적 혹은 사회적 폭력적 근원이 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폭력
최근 20~30년 전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오기 시작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규정은 그
사회 ․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지만 노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여 불필
요한 고통과 곤란을 야기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 노인폭력은 다
른 가정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치심 때문에 주위사람들에게 잘 알리지 않는 점에서 숨
겨진 가정폭력이다. 최근 경찰청의 ‘2001년 가정폭력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
력 건수는 14,585건으로 이 가운데 노인학대가 306건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2000년
389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1999년/ N=865 (전국, 65세 이상)) 노인학대
경험 8.2% 293,560명 추정 (2001년 통계청 65세 인구수 3,580,000명 기준), 노인학대 빈
도는 거의 매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42.7% 이며 노인학대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39.5%로 1
위이고 노인학대를 하는 가해자는 아들 42.6%, 며느리 4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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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 등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가능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의무자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
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
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신고한 자에 대해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

2. 응급조치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조치
- 폭력행위의 저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 동의요)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3. 임시조치 등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가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요청이나
의견진술 가능
임시조치 내용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개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개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2개월)
이상 필요시 2회 한하여 연장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1개월)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이상 필요시 1회 한하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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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보호처분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시가 철회된 경우
사법경찰관의
사건의 송치

⇨

검사의 송치

⇨

(송치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조사, 심리, 판단

보호처분 내용
○ 보호처분결정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200시간)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그 외 보호처분은 6개월 초과금지
감호위탁기관의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실시 의무
○ 보호처분의 변경
법원이 필요 인정시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년 혹은 400시간 초과금지
○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 받은 행위자의 불이행, 집행에 따르지 않은 때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 결정으로 보호처분 취소
- 보호처분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보호처분의 종료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유지 판단 기타 보호처분 계속불필요 인정시
직권, 검사·이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보호처분 종료
○ 비용부담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부담. 예외 국가부담
○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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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엄수 등의 의무
○ 비밀누설금지, 방송금지
-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공무원, 보조원 또는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위반시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금지-보도금지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의 보호하의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담당 학교 교직원 또는 보육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사실을 행위
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누설금지

[정답] 가정폭력, 아동학대, 1366, 방임, 정서적 학대, 경찰, 가정보호

락(樂) 가족의 폭력예방 10계명
1.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기
2. 아이들만 내버려 두고 외출하지 않기
3. 부부끼리 존댓말 쓰기
4. 아이들과 함께 존댓말 쓰기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기
6. 하루에 세 번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7. 하루에 두 번씩 꼭꼭 안아주기
8. 누가 잘못해도 먼저 이유 들어봐 주기
9.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가족을 위해 착한 일하기
10. 폭력예방 10계명 꼭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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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개념 및 법률에 대해 알기

오늘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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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개념 및 법률에 관한 낱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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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정 폭력 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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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시 교통문제 해결사
OECD국 중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교통질서교육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
였을 경우 사고를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통 법규 지식을 높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지식은 교통표지판의 읽기부터 교통체험,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교통법규지식을 통하여 교통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교통질서를 지
키는 습관을 기른다.
2.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기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한다.
3. 교통사고 사례 처리 요령, 교통사고 처리 및 보험 처리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사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강의실

■ 준 비 물 : 동영상 교육 자료,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그림, 교통교육공구함, 모형자동차,
교통운전 체험기구
■ 강

사 : 도로교통공단 소속 강사 또는 경찰관

1.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준수의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체험을 하
도록 한다.
2.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는 알고 있거나 흥미가 없어도 직접 체험을 통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을 유도한다.
3. 교통사고처리나 보험처리 요령에 대해선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해 직접 지도하도록 한다.
4. 사전 교육 자료 및 준비물 등을 통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5. 체험 전 철저한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체험 중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지도를
알려주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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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운전을 위해선 각종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 관련 법규내용을 정확히 알고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합리적인 처리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동영상 자료(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를 관람하면서 도로 교통안전 교육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다양한 활동 요령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에 참가함으로써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각종 교통사고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차원 입체 영상의 교통안전시뮬레이터 체험
 교통안전 관련 동영상 자료를 관람하고 도로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를 가급적이면 제시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선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주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도로교육공구함을 이용하여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rota.or.kr/)를 접속하여 교통신호등 원리, 중요 교
통안전표지판도 함께 이해한다.
(교통소통정보 확인 요령도 함께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3차원 입체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시뮬레이터(별도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의 인지, 판단, 조작 훈련 연습을 체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시뮬레이터 체험을 위해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안전운전체험연구원으로부터
장비 대여를 통해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관련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횡단보도 관련사고 사례를 소개한다.
(동영상 자료를 통해 횡단보도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요령을 설명한다.
(도로교육공구함을 통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건너기 요령을 설명한다.)
 횡단보도 사고 유형과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과실 여부와 법적 책임 관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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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사례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도로교육공구함을 이용하여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와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및 통학로 주변에서 운전자 안전 운전 요령을 설명한다.
 빗길이나 빙판길 등에서 교통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알아본다.
 장거리 운전(명절, 여행 시)을 가기 전에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활동
 교통사고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어떠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다양한 영상자료와 PPT 자료 등을
통해 소개한다.
(중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선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체크 사항을 소개한다.)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요령을 습득해 본다.
(모형 자동차를 통해 가상 운전자 상황으로 설정하고 만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체험해 보도록 한다.)
(체험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해하도록 하며 보험 처리 요령까지 함께 설명한다.)
 자신이 실제 겪은 교통사고 처리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통 운전 범칙금과 자동차 피해 사고 지원 안내
 자동차 범칙금과 벌점 내역을 소개하고 설명한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방문하여 자동차 피해 사고 지원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다.
(실제 피해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주변 유사한 사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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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통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학교 통학로 근처에서도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소에 자동차보험회사 전화, 자동차
사고처리 관련한 전화번호를 준비하여 다녀야 한다.

- 166 -

1. 3차원 입체 영상의 교통안전시뮬레이터 체험
3차원 입체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시뮬레이터(별도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의 인지, 판단, 조작 훈련 연습을 체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 시뮬레이터 교육 체험 제안
- 장소 : 법체험관 내 시설 활용
- 장비 : 5대 및 교관 통제실(별도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
- 강사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교육연수센터 연구원
- 체험 내용 : 3차원 영상에 의한 가상 안전운전 체험(인지, 판단, 조작훈련 습득)
- 체험 과정 : 5명 1개팀으로 구성하여 순환식으로 4개팀 운영, 각 팀별로 직접 체험하고
체험 종료와 함께 교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음
- 교육 효과 : 완벽한 운전기초교육, 운전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화, 연수생의 안전성
확보, 경제적인 절감효과(유류사용 감소)
- 교육 평가 : 운전자의 준법의식, 운전습관 및 태도, 돌발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최우수
안전운전자에게는 베스트 안전운전상을 수여하고 격려)
- 유의 사항 : 체험 전 철저한 안전 유의사항 전달, 시뮬레이터 작동 시 유의사항 전달,
체험 중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지도, 교관의 통제에 따라 체험 진행되도록 지도,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체험 요령 지도 및 안전에 유의

○ 협조: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http://tcsd.ts2020.kr/sub4_1_2.jsp#)

2. 교통안전 관련 동영상 자료
[자료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생활법률상담 코너
[자료2]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교통안전홍보동영상
[자료3] 사이버법교육센터 홈페이지-교통안전교육 코너
[자료4] 법무부 법질서캠페인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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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신호등의 종류와 순서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활용)
교통 신호등의 종류
○ 횡형 - 2, 3, 4색등
횡형
2색등

3색등

4색등

○ 종형 - 2, 3, 4색등
종형
2색등

3색등

4색등

○ 가변형 가변등, 경고형 경보등, 보행등
가변형 가변등

경고형 경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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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

신호등의 신호 순서(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활용)
신호등 종류

신호순서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4색등)

녹색→황색→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적색

적색, 황색, 녹색(3색등)

녹색→황색→적색

적색, 녹색(2색등)

녹색→적색

적색, 녹색(2색 보행등)

녹색→녹색점멸→적색

4. 교통표지판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활용)
주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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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표지

5. 교통 소통 정보 확인 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활용)
휴대폰에서 333#0 무선인터넷키 (nate,show,ezi) 버튼을 눌러 접속한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선택한다.
휴대폰을 통하여 선택한 지역의 교통정보를 문자정보로 전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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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교통사고 추세

2. 횡단보도와 관련된 사고 판례
○ 횡단보도에 서있는 보행자를 반대차로에서 진행한 차량이 충돌해 반대차로로 튕겨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버스가 횡단보도에서 충돌한 경우 횡단보도 이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버스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92나150]
○ 횡단보도를 지나 15m 지난 지점에 피해자의 우산이 떨어지고 피해자는 35m되는 지점에
전도되었다면 우산 떨어진 지점부근이 사고지점으로 보아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92도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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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반대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측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 [92도2077]
○ 편도2차로 포장도로에서 횡단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거리에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무단횡단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한다.
[93다36721]
○ 이륜차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횡단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이 인정된다. [93가단84186]
○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교 부근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여러 사람이 모여 보행할
경우에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94가합34451]
○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하는 이륜차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는 경우
까지 예상할 수 없어 무죄이다. [94도548]
○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고장 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한
경우 시설유지, 관리를 담당한 부서인 시청은 사고의 손해에 대해 10%의 책임이 인정된다.
[96가단39505]
○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통행인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측면에 차선 진행방향을 향해 종횡방향으로 설치된 이색등(적색, 녹색)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종형 이색등 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4도1199]
○ 야간에 편도3차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차량이
오는 방향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97다43086]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은 정지해야할 경우에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한 것으로 일시정
지선 표시자체에 의해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99다33704]
○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뒤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1도2939]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해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에서 정지
차량의 뒤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해 주의해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87도1332]
○ 횡단보도상에서 충돌한 사고지만 먼저 진입한 차량에 피해자가 뛰어내려 부딪친 경우에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8도2529]
○ 피해자가 차량 사고 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 5m되는 지점에 전도되었는데 제동흔적이나
유리파편 등이 횡단보도에 없고 사고당시 차량속력이 서행 중이였다면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89도2110]
○ 횡단보도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돌 때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적용된다. [90도761]
○ 횡단보도를 표시한 바닥 페인트가 반쪽만 지워지고 한쪽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할 것이다. [90도1116]
○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로 본다. [90노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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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 안전 규칙
- 길거리에서 떨어진 놀이터를 선정하자.
- 교통순경이나 학생 순찰대의 지시에 따르고 이행하자.
- 등 ·하교길 가운데 교통이 덜 혼잡한 길을 택해보자.
-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너자.
-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특히 회전하는 차를 잘 살피자.
- 차도에 들어서기 전에 오고 있는 차의 속도와 길이 넓이를 고려하여 보도에 서서 기다
리거나 혹은 중간 안전지대에서 기다리다 맞은편 보도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
기면 천천히 걸어가 보자.
- 횡단보도의 오른쪽 부분으로 맞은편 보도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걸어가다가 뛰거나 밀거나
왼편으로 사람을 헤치고 가지 않는다.
- 교통법규, 교통표지, 교통신호 및 도로표지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인다.
- 정차한 차의 사이나 뒤로부터 차도를 들어서지 않는다.
- 차도에 들어서기 전에 회전하고 있는 차나 후행하고 있는 차를 조심한다.
- 금방 자기가 내린 차 앞으로 횡단하지 않는다.
-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을 때 특히 보도가 없거나 도로에서 비킬 수 없는 시골길 등에
서는 도로 좌측 또는 길에서 내려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 되도록 육교나 지하도를 사용하여 건넌다.
- 악천후시나 거리가 붐비거나 기타 위험성이 증대될 때는 더욱더 조심한다.
- 비나 눈이 오는 날 우산을 받고 갈 때는 교통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유의한다.
- 불안하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급할 때 물건을 들고 갈 때 또는 정신이 흐트러졌을 때는
더욱 조심한다.
- 달리는 차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 보행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거의 녹색등이 꺼질 무렵에 횡단보도에 들어
서거나 차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녹색등이 켜졌다고 차도에 들어서는 행동 등)
- 항상 건전한 상식과 경계심을 갖고 행동한다.
- 가능한 한 어두워지기 전에 흰색 계통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 항상 운전자의 실수를 고려에 넣고 방어적 입장을 취한다.
- 손을 들고 건너간다.
- 일단 횡단하기 위하여 차도에 들어서면 도중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 철도의 건널목에서는 차단기 또는 경보기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반드시 멈추고 좌우를
살펴본 후에 건넌다.
- 건널목이나 부근 도로에서 놀거나 열차가 지나간 뒤에 철로에 귀를 대거나 장난을 하지
않는다.
- 철로 위를 걷거나 건널목이 아닌 장소에서 건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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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학생 통학로 보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 즈음에 어린
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학기가 있는 시일 동안이라면 모든 시간대에 효력이 있고 이따금씩 학기가 있기 전
후 며칠 동안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력이 있을 때에는 노란색
신호등을 켜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속 40 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학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방학 동안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용 운전자들은 일반적인 최고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일부 도시
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추월을 금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
12월 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 174 -

2.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
- 교통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호가
황색등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온다.
-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주변 진행차
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는다.
녹색신호가 켜진 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달려드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경계
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
하여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차는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때,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우선이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 긴급 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
-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차량

좁은 도로 등에서의 우선순위(앞쪽 통행의 우선순위에 있음)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
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
를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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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안전 운전 요령
고장 시 조치 요령
- 갓길의 이용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한다.
-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지점에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
라는 신호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 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빗길 안전 운전
- 빗길 운전의 위험성 : 시야가 나빠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 유리창에 김이 서리거나
물기가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시계(視界)는 창닦개의 작동범위에 한정되므로,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차바퀴가 미끄러지기 쉽다. 도로가 미끄러워서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핸들조작과 브레이크 조작이 잘 안되어 차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보행자의
주의력이 약해진다. 비가 오면 보행자는 우산을 받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나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하여 운전한다.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킨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위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
천히 통과하여야 하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나면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될수록 피해서 통과한다. 부득이 그 곳을 통과
할 때에는 정지하지 말고 저속으로 통과한다.

안개길 안전 운전
- 속도저하 : 안개는 시야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안개등(fog-lamp, 황색의 보조 전조등)이
있으면 안개등을 이용하고, 없을 때에는 전조등을 일찍 켜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속도를 낮춘 후 창을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주행한다.
- 경음기 이용 :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는 반드시 경음기를 울려서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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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와 교통사고시 조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상 처벌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ㆍ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그러나 종합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형사상 합의를 위해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하지 아니하고,
ㆍ사망사고가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되지 않음
○ 형사상 처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11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ㆍ신호위반

ㆍ중앙선침범

ㆍ시속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ㆍ앞지르기 방법,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ㆍ철길건널목 일시정지 의무 위반

ㆍ횡단보도 사고

ㆍ무면허 운전

ㆍ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의 음주 운전

ㆍ보도침범 등

ㆍ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ㆍ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 상해 입힌 경우
※ 참고판례 :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됨(헌재 2009.2.26, 2005헌마
764,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 시 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보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 두지 못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다.
- 그리고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
-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이나 목격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응급조치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특히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후
자신의 이름, 연락처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아 둔다.(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될 수 있음-일명 '뺑소니')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뺑소니와 법률상의 도주차량은 차이가 있음
○ 도주차량이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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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충격된 후 피해자 스스로 걸어갔더라도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가버린 경우
-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떠났다가
도와줄 사람과 함께 사건현장에 다시 온 경우
- 피해자에게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경우
- 피해자가 먼저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간 경우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간
경우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오른쪽 후사경 파손으로 2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회전하여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
- 사고를 당하여 진단 1주의 새끼손가락 관절염좌상을 입은 11세 어린이에게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물으니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돌아가게 한 경우
○ 도주차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가해자 스스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주고 간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 일행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
었던 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서서 확인해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하며, 사람을
치고 내빼는 것만 도주차량인 것이 아니다.
(자료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2009), 출장강연자료집)
[사례]
Q: 올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는 8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이 안된다는데, 자동차전용도로나 그밖에 상대
방의 잘못이 많은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A: 교통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사고가 없을 때에 운전을
잘못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8대 중과실이나 10대 중과실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2항에 각호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대중과실이며
2009년 12월 21일 이후부터는 스쿨존이 포함되어 11대중과실이 된다. 이 10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4조
1항의 면책규정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 법조항이 올해 2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사망사고와 사지마비나 하지마비등의 중상해에 한해서
일단기소를 하고 있지만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을 하고 있다. 상대의 잘못이 크기 때문
이며 상대적으로 합의금도 작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바뀌지는 않
았다. 조만간에 이 4조의 손질이 국회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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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사고 관련 법규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활용)
형법
○ 업무상중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업무란 사
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반복계
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니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중과실치사상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거나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업무상과실
업무상의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의 이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차의 이동전에 정비, 점검하여 고장여부를 조사, 수리하여야 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급제동할 준비를 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규칙준수를 신뢰하고 서행한 운전자는 타인의 규칙위반으로 인
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다.(신뢰의 원칙)
○ 운전자의 주의의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마의 통행방법에 따른 주의의무 및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 및 사고발생시 조치 등의 의무를 진다. 판례상 신뢰의 원칙을 기준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여부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108조(벌칙)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유료도로관리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 또는
도로의 좌측이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차도 또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도로의 통행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대인 및 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사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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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 등의 운전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
면허로서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로서 보통면허·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로서 제1종 보통 연습면허·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종 운전면
허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한다.
-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연습운전을 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
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
여금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공단에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경찰청장은 공단을 감독한다.
-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
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2009년 3월 3일, 12월 7일에 개정)
[2009년 3월 3일 개정안]
- 개정 이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약 2만 8천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약 5만1천여 명, 사망자 수는 991명으로, 하루에 3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따라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리스차량과 렌트 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동
일함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관청이 렌터카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반면,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리스차량 이용자가 아닌 리스회사에 부과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를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토록 하여 이의제기 절차 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발
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리스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ㆍ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1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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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
차를 추가함(안 제160조 제4항 제4호).
[2009년 12월 7일 제·개정안]
- 제ㆍ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
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
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
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ㆍ「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제8호의2·제18호의2 신설).
ㆍ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
50조 제4항 신설).
ㆍ「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
로 통행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보완함(안 제
13 조제6항, 제13조의2, 제19조 제2항 신설 등).
ㆍ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4항 신설).
ㆍ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
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 앞 일시정지하여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ㆍ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 제3항).
ㆍ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항).
ㆍ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신설).
ㆍ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6
항 및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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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안 제50조 제7항 신설).
ㆍ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안 제50조 제8항 신설).
ㆍ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56조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2항]
-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뺑소니(도주)사고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등을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1981.
12. 31 법률 제3490호)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건조물·재물의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신호 등의
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등의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전문 6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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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관련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운전자의 의무
-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
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 부상자의 구호 :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
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
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
러나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수, 부상 정도, 손
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
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
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피해자의 대처 요령
-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태만하게
하면 후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
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
-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
-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응급처지 요령
○ 응급처치의 의의
- 적절한 응급처치는 상처의 악화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심하게 병들거나 다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 모든 부상 부위를 찾는다.
- 조그마한 부상까지도 찾는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 부상 정도에 대하여 부상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상자가 물으면 '괜찮다, 별일 아
니다' 라고 안심시킨다.
- 부상자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음료수 등을 먹일 때에는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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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의 순서
- 먼저 부상자를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힌다.
- 병원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응급 처치한다.

사고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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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서 작성요령

합의서
피해자의 주소 :
성명 : 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가해자의 주소 :
성명 : 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년___ 월___ 일___ 시경 서울 광화문 4거리에서 ○○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일체 (퇴원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조로 일금 ○○○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건 종결
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고건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약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
_____년___월___일
위 피해자___________ 인
위 가해자___________ 인
입회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___________ 인
※ 단, 사망사고 발생시와 미성년자의 사상 발생시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합의한다.

4. 자동차 사고 처리 사례(안전거리 미확보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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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법규 범칙금 및 벌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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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역할극
다음의 사례와 같이 앞차의 고의적인 정지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역할극을 통해 실제 교통사고를 처리해 보자.
[문제 상황 장면]

자동차 모형을 통해 사고 상황을 재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정하여 교통
사고 재연 역할극을 실제 실행해 보자.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교통사고 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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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시 기초생활질서 익히기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고 국제적으로 세계화의 반열에 우뚝 서고 있으나 현재 우
리나라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낮습니다. 따라
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을 생활화하여 진정한 선진국으
로 나아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구성원은 새로운 다른 법질서 속에서 기
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시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지
나치기 쉬운 기초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이 기초질서를 익히게 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2. 기초질서위반행위를 익혀 건전한 시민생활을 이룩하게 한다.
3. 기초질서를 지킴으로써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통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게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강의실

■ 준 비 물 : PPT자료, 빔프로젝트, 필기도구, 임명장
■ 강

사 : 교육담당경찰 또는 법교육 강사

1. 동영상자료는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게 한다.
2.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참여하여 처리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
3.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4.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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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우선 기초질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것임을 알려준다. 연수
생들이 알고 있는 기초질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기초로 기초
질서를 익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이는 민주시민의 필수적인 사안임을 알리고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한다.

기초질서에 대한 이해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말하고 기초질서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본다.
 연수생들이 의견이 무르익을 때 그 예로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기,
껌이나 침 뱉지 않기, 불장난하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이 있음을 언급한다.
 더욱 생생한 지식과 홍보를 위해 기초질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PPT영상자료를 제시하여
시민질서의식을 쉽게 체득하게 한다.
 영상자료를 보고 난 후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사례나 미담 사례를 이야기 하게 한다.
 본인이 기초질서위반을 했던 경우와 타인이 기초질서위반사항에 대하여 느꼈던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기초질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하며 각 가정은 기초
질서 준수 실천을 다짐하는 구호를 만들어 실천하게 한다.

경범죄처벌법상 기초질서위반사항과 범칙금 알아보기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기초질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느 것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언급한다.
 기초질서위반자를 처벌하는 법이 경범죄처벌법임을 알려주고 PPT자료를 통하여 기초
질서위반자를 처벌하는 종류에 대해 알려준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
 의견을 정리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기초질서 위반시 범칙금을 내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에 대해 알려주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초질서위반사례를 예시로 들고 이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
럽게 기초질서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초질서 서포터즈를 각 가정별로 임명하여 연수동안 질서책임을 부여하고 수료식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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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을 준다(연수규칙 지키기와 관련해서 활동하게 하여 연수생활에 질서유지에 도
움을 주도록 한다).

우측보행에 대하여 알아보기
 우측보행과 좌측보행 중 어느 것이 우리 생활에 편리할 것인지 물어본다.
 실제 생활하면서 느꼈던 좌측보행이 불편한 경우와 우측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게 한다.
 연수생들이 알고 있는 통행, 특히 우측통행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우측보행에 대한
PPT자료를 보여준다.
 우측보행의 장점을 알려주고 각자 우측보행을 실천할 곳과 실천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측통행문화가 정립되면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우측보행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다.

외국에서의 기초질서위반처리와 추가할 기초질서사항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에서는 기초질서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출신국별로
이야기해보게 한다. 이들의 언급을 통해 기초질서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정리해준다.
 각 가정별로 기초질서규정으로 지켜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일상생활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에 대해 경범죄추가규정을 만들어보게 한다.
 각 가정이 만든 추가처벌규정을 소개하고 설명하게 한다.

 오늘은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할 기초질서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몰라서 위반함
으로써 범칙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기초질서에 대한
사항은 나뿐만이 아닌 시민생활을 하는 모두가 지켜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기초질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닌 우리생활을 질서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꼭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모두가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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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제2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제3조 (교사·방조) 제1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4조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
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5조 (정의)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
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
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6조 (통고처분) ①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
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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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
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
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2.1.14>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
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규정
1. (빈집 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
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1988.12.31>
4.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 현장변경 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
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
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
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
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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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
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 <1994.12.22>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
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요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
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
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
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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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 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
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 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
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
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 ·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
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 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
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료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
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
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
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
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 <1988.12.31>
45. 삭제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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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
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
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
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
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3.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
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범칙금의 납부통고 등) ①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
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범칙행위 및 범칙
금액표와 함께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통고처분처리부에 통고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
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일 이
내에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범칙금 납부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때에는 통고처분접수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접수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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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
납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 (범칙금의 납부 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
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해양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첩하
여야 한다.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등)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
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
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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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
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
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
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
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
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 제3항의 규정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④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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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개정 1995.4.1, 1996.8.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해당법조문

범 칙 행 위
가. 죽은 짐승·쓰레기(나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그 밖의 더러운 물

제1조 제16호

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범칙금액
50,000원

(오물방치)
나. 담배꽁초·껌·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30,000원

가.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50,000원
제1조 제17호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 등)
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사람
제1조 제20호
(자연훼손)
제1조 제22호
(수로유통방해)

30,000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
무·돌 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50,000원
자연을 해친 사람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0,000원

정당한 사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
제1조 제24호
(불안감조성)

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50,000원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
오감을 준 사람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 등)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
제1조 제28호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제1조 제29호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50,000원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30,000원

30,000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공작물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50,000원

관리소홀)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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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조문

범 칙 행 위

제1조 제30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범칙금액

(굴뚝 등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 50,000원

관리소홀)

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조 제32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위해동물관리소홀)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제1조 제34호
(무단소등)
제1조 제35호
(공중통로안전
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
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50,000원

50,000원

50,000원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제1조 제36호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원조불응)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50,000원

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1조 제38호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 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 넣게 한 사람

제1조 제39호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미신요법)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제1조 제40호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

(야간통행제한위반) 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제1조 제48호
(새치기)
제1조 제49호
(무단출입)
제1조 제52호
( 뱀 등 진열행위)

50,000원

20,000원

30,000원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50,000원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0,000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30,000원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
제1조 제54호

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석유·가스·화약류 등 30,000원

(금연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흡연)

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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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1. 우측보행 자료

naver.com→사이트→우측보행→국토해양부 우측보행사이트(http://www.rightwalk.go.kr/)

기초질서 준수 강제조항 법제화 필요
필자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파이어

파이터

(Firefighter)’과정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를 마치고 느낀 점을 짧게나마 이야기할까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급차량이나 화재진압차량이 긴급출동 시에 양보를 구하는 사이
렌이나 경적을 울려도 이를 무시하고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 사람들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 횡단을 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길거리에 쓰레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기초 질서 의식은
우리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
다. 하지만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도 정지신호가 있으면 사람이 없어도 대부분의
차들은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고,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거리 차량들은 거의 100％ 소
방차에 길을 양보한다. 앞서 말했듯이 기초질서의식은 그리 높지 않은 그들이 앞선 시민의
식이 있어서 사람도 없는 골목길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하고,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것
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민의식이 있게 보이게끔 강제하는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키
지 않으면 500달러(한화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골목길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적발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것
이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의 자발적 양보만 호소하
기보다는 이를 100퍼센트 준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민일보 201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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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준수 구호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가족은 _____________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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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시 생활 속 근로활동
다문화 가정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근로활동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겪을 수 있는
내용이 임금체불 문제 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이 겪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률 내용들을 학습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육아휴직을 비롯한 4대 보험의 내용을
학습하여 다문화 가정이 근로활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조력해 줍니다.

1. 다문화 가정의 취업 안내 및 사례를 통해 가족 경제 구조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알기 쉽게 도표로 보는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장생활에 필수적인 육아휴직제와 4대보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인터넷 및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소강당

■ 준 비 물 : 활동지, 볼펜
■ 강

사 : 다문화가족 강사 또는 사회복지 정책, 근로활동 관련 강사

1. 강사는 도입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거나 들어왔던 취업사례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2. 인터넷 및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장소를 대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강의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복사하여 연수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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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해준다.
1. 다문화 가정의 취업 안내 및 사례를 통해 가족 경제 구조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알기 쉽게 도표로 보는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장생활에 필수적인 육아휴직제와 4대보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수업 시작 전, 자신이 경험했던 임금체불을 경험한 사례가 있으면 발표해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의 취업
 다문화 가정의 취업 안내 및 취업 관련 사례를 다룬 신문기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활동지 작성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취업 분야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한다.
 다 작성한 활동지를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의 취업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파이팅 하는 문구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한다.

알기쉬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한다.
 임금체불 과정을 학습하여 이와 관련된 지식을 체득하도록 한다.

육아휴직과 4대보험
 강의를 통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서식이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한다.
 인터넷이 실행가능한 강의실에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접속하여 4대 보험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http://www.4insure.or.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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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시에 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겪을 수 있고 노출되어 있는 근로관련 위험들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학습했음을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활동으로
인해 가족간에 소소한 갈등이 일어날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됨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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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의 취업

알록달록 손톱에
그리는 다문화 주부들의 '취업 꿈'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첫 월급 받아서 시부모님 용돈 드렸어요. 남편에게 선
물도 주고 애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어요."인도네시아에 한국으로 시집 온 에띠소
에띠(귀화이름 이다은·30)는 제2의 고향 한국에서 요즘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겨우 4개월간의 짧은 취업이지만 한국에 와서 첫 직장을 갖게 됐기 때
문이다. 에띠씨와 마찬가지로 8명의 다문화여성들이 서울 송파구의 가락복지관에서 운
영하는 다문화여성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4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한 20여명의 다문화여성 가운데 8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짧은 취업에
성공했다. 정식 일자리를 갖기 앞서 비록 적지만 한 달 60여 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취
업 전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필리핀에서 중학교 시절
네일아트를 잠깐 접해봤다는 카발테라 죠시(24·일원동)는 감회가 더욱 남다르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와 늘 학업에 대한 미
련과 아쉬운 마음이 많았다. 그러던 중 복지관을 통해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꿈에 그리던 취업까지 하게 됐다. 죠시씨는 "손톱 손질을
마치고 '예쁘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며 "네일아트를 배우 뒤
시누이에게 해주며 더욱 가까워졌다"고 활짝 웃었다. 이들은 또 매주 실버미용실, 복지
관, 동 주민센터 등을 순회 방문해 봉사를 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덕분에 8명의 다문화
여성들은 피부색도, 태어난 곳도 각기 다르지만 이곳에서 네일아트를 배우며 자매나 다
름 없을 정도로 서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실력도 부쩍 늘어 요일마다 돌아가며 노인회
관 실버미용실,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을 찾는데 벌써부터 단골이 꽤 확보됐다. 송파2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해줬을 정도. 더디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다문화여성 8명의 아름다운 취업 도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oohjt@newsis.com
[뉴시스 2009년 11월 15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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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취업안내 교육

구미시 새마을회(회장 박동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안내교육
(사진)을 했다. 구미시 새마을회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구미지역 결
혼이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의 이해, 취업과
새마을정신, 자기소개 및 면접요령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했다.
박동진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
고, 더불어 살아가는 구미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미, 이창희 기자)
[매일신문 2009년 08월 04일]

2.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
자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모든 회사(단, 동거가족을 사용자로 하는 사업장은 제외)에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하여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또
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어떠한 이
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은 그 특수성을 인정
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법조항 내용]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
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
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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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
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배상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계(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
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50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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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
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이다.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200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
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
로자의 범위 등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壇壕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
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문의사항 : 노동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 임금 등 체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
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체불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금
품이 발생하면, 우선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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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퇴직금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임금체불의 경우와 동일하다.

노동청 진정
사업주와 접촉을 하였으나,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청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 법원을 거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노동민원센터
(http://minwon.molab.go.kr/)

⇨

서식민원

⇨

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노동청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위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여 주므로,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 체불금품확인원(노동청)
- 사업주가 개인일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법인일 경우 :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법원 안 등기소)
- 도장
강제집행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로 판결문에
적힌 돈을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부동
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사업주가 받을 납품대금을 사업주 대신 받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주가 부동산도 없고, 돈을 받을 곳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 위와 같이 사업주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을 시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체당
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체당금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
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 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곤란할 뿐 아니라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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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
법에서는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3월분
휴업수당)에서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절차
회사의 부도로 임금 퇴직금 체불 발생
⇩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법원의 재판상 도산이 있는 때에는 바로 체당금지급 청구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사업주확인 등 사실조사후
근로자에게 인정여부 통지
⇩

불인정시 행정심판 청구

인정되면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
⇩
각 근로자의 체당금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
⇩
공단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체당금 입금
공단은 사업주에게 대위권행사

○ 회사의 부도로 임금 퇴직금 체불발생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가 되더라도 법적 도산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도산상태로 볼 수 있는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 퇴직근로
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대상사업주에게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제도이다.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해야 하며(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퇴직근로자 중 1인만 신청하면 된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
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 법원의 재판상 도산이 있는 때에는 바로 체당금 지급 청구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에는 아래 2가지 유형이 있다(동법시행령 제4조).
⑴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⑵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
○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사업주확인 등 사실 조사 후 근로자에게 인정여부 통지
- 사실상 도산상태로 볼 수 있는 대략적인 요건으로는,
ㆍ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을 것
ㆍ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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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일 것 등이 있으며,
-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개별사실을 종합하여 행하게 됩니다.
○ 인정되면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
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각 근로자의 체당금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소속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사업주에 관한 요건

⑵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을 것
⑶ 재판상도산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근로자에 관한 요건

⑵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한 날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퇴직기
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일 것(동법시행령 제7조).
[ 퇴직기준일 판단의 예시 ]

'02.10.5

'03.10.5

'03.11.5

'05.10.4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 ↖파산선고일
(퇴직기준일)
<----1년---->
<--------------------------3년간------------------------->

⇒ 퇴직기준일이 '03.10.5이므로 '02.10.5~'05.10.4 중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대상임
○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체당금 입금
지급액(‘08.1.1.기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연수생 복습 퀴즈 문제 및 정답>
문제

답

1. 2010년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4,110원

2.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량과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3. 노동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국번 없이 1350

4.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몇 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3년

5.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몇 년 이내에 해야 할까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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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 미만(`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세 미만)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
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08. 6. 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로 한정),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서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08.1.1 이후 출생자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
년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따른 자동휴직종료제도가 폐지되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1세 도달시 육아휴직 자
동종료규정 때문에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후휴가(45일)를 제외한 10.5개월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었으나(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08.6.22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적용받아

"당

해 영유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여성근로자의
경우 `07.6.23.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12개월이 가능하다.
예) 종전 규정에 의하면 `07.7.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08.6.1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08.6.30.에 육아휴직이 자동종료가 되었으나 개정 규정에 의하면 `08.6.1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 근로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 `08.1..1 출생자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3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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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전일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의 4가지 유형으로 사용가
능)하다.
- 법정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
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08.6.22이후 부터 휴직기간 중 자녀의 연령이 3세
(또는 1세)에 도달하여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1) 법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생후 2년 11개월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세가 되는 날 육아
휴직이 자동 종료되어 2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08.6.22부터는 생후 2년 11개월째
되는 날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생후 3년 10개월되는 날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2) `07. 8. 1 출생으로 08.4.1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09.3.31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08.6.22. 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분할 등도 적용가능하다.
예3) `07.4.1 출생으로 `07.8.1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08.4.1에 만 1세가 되므로
`08.4.1에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된다.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신청기
한(30일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 일부터 30일 이
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음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정신적·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 예정일의 30일전
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에 한한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휴직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 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근무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근무개시일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근
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를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퇴사 또는 취업 전일
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것, 육아
휴직기간을 승진·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 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절대적 해고불가사유의 하나로 설령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종료
전에는 해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13 -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
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월20~30만원 추가 지원한다.
○ 처벌
-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 환수 +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
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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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직업선택은?
내가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이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은?
(예시- 내가 다니고 있는 센터에 물어보아 취업과정을 등록하도록 한다.
나의 진로적성 검사를 해보도록 한다 등)

우리 가족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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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2010년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량과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는?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몇 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몇 년
이내에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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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산전후(유산ᆞ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14 일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④ 출산일(출산예정
일, 유산ㆍ사산일)
⑥

회차)

2. 유산ㆍ사산휴가

①성 명
신 청 인

처리기간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산전후휴가급여등
신
청
기
간

.

.

.

～

)
)

.

.

. (

일)

⑦ 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
하 여
신 청 하 는
신 청 자 만
기 재 )
⑧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
받 을
계 좌 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

⑨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금주:
예 (기간:
아니오

⑩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금액:

원 )

예 (조기출근ㆍ취업ㆍ이직일: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유산ㆍ사산휴가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

.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 람

담 당

과 장

청장ㆍ지청장

산 전 후 휴 가 지급대상기간
급 여 등 지 급 산 출 명 세
※ 처리 결 정 사 항
지
급
액
미 지 급 사 유
※ 결재

담당

팀장

청장ㆍ
지청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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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 성 요 령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의 신청기간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
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 방 노 동 관 서
제출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및 확인서

▶

접

수
(고용 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 지원센터)
▼
결

재
(청장 ㆍ지청장)
▼

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

전산입력
(고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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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시 생활 속 소비생활
다문화 가정이 잘 몰라 당할 수 있는 사기 관련 사건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고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학습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소비와 경제구조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
도록 가족 구성원끼리 힘을 합쳐야 됨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1. 다문화 가정이 특히 많이 당할 수 있는 조심해야 할 사기 사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
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금전거래와 현명한 소비생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3. 다양한 사기사건 속에서 우리 가정 경제구조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는지 게임 활동을
통해 모색해 보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소강당

■ 준 비 물 : 활동지, 볼펜
■ 강

사 : 다문화가족 강사 또는 사회복지 정책, 근로활동 관련 강사

1. 강사는 도입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거나 들어왔던 사기 사건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2. 파워포인트 구현이 가능한 장소를 대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강의자료 및 관련 자
료들을 복사하여 연수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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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해준다.
1. 다문화 가정이 특히 많이 당할 수 있는 조심해야 할 사기 사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금전거래와 현명한 소비생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3. 다양한 사기사건 속에서 우리 가정 경제구조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는지 게임활동을
통해 모색해 보도록 한다.
 수업 시작 전, 자신이 경험했던 사기사건이 있으면 발표해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조심해야 할 사기사건
 동영상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사례 학습을 통해 사기 사건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십계명 맞추기 게임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역할극 쪽지를 미리 만들고 역할극 쪽지를 뽑도록 하여 각 가정
에서 뽑은 역할극 사례 발표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학습하도록 한다.

금전거래와 현명한 소비생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금전거래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때 꼭 필요한 차용증
증서와 영수증이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한다.
 우리 가정의 소비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우리 가정 경제구조를 지킬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가족별로 작성해
보도록 한다.

우리 가정 경제구조 지키기
 젠가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집 모형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만들어진 집 모형에 대안들을 적은 포스트잇을 집 모형이 부서지지 않도록 잘 붙이도록
한다.
 완성되었으면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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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시에 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겪을 수 있고 노출되어 있는 소비와 관련한 위험들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학습했음을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활동의 내용들에 대해 몰라서 피해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이러한 위험에 닥쳤을
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됨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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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전화사기)
○ 전화를 이용하여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인 후 버튼 조작하게 하여
계좌이체시킨다.
-예시) 우체국 택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가장한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환급금액 받으라고 전화하는 경우
경찰서에 주민등록증 사기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 온 경우
발신번호제한으로 핸드폰에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 등
○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 차명계좌이고 범인 검거 매우 곤란한 특징.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니, 이 역시
미흡하므로 예방이 최선
○ 대응책 : 소속과 직책을 물어본다, 직접 찾아간다고 하며 연락처와 위치를 물어본다 등.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ㆍ미니홈피 및 블로그에 올려진 전화번호 등 개인 및 가족의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
기도 한다.
ㆍ따라서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
하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 가족관계 및 피해자·자녀 휴대폰 번호 입수
- 자녀에게 지속적인 욕설전화를 하여 휴대폰 전원 차단을 유도하거나,
- 학교 홈페이지 내 행사 및 시험일정 파악 후 전화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 자녀 납
치를 빌미로 금전 요구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 전화사기범은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진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
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여야 한다.

- 222 -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 따라서, 자녀의 친구나, 교사 등 가족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연락가능한 추
가적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두어야 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이다.
- 또한 상대방 유도에 따라 혹은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오니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된다.
<관련사례>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사칭 카드 대금 및 서비스 이용 요금 연체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 요구 및 범죄 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다.
<관련사례>
-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러내어 기기 조작 요청
- 범죄 연루 및 카드 도용 등으로 인해 계좌 정지가 필요하니 이를 위해 ATM 기기
조작 요청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처음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
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
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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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
도록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
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자금을 송금한 전화사기범 계좌 은행 콜센터 및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
소화 해야 한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된다.
※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한다.
ㆍ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ㆍ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ㆍ각 은행 및 카드회사 상담 전화, 창구
▶ 수사기관에 신고
ㆍ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하다.
ㆍ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ㆍ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ㆍ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ㆍ(02)1336, http://www.1336.or.kr

1. 금전 거래
금전을 빌려 줄 경우 주의점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빌려 준 사람에게 있으므로 차용증(또는
지불각서)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작성시 금액, 빌려준 날, 이자, 갚을 날,
상대방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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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또는 지불각서)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통장으로 이체할 것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를 못 받으면 여러 핑계를 대고 돈을 안 갚으니 이것이 사기라고
고소하는 일이 많다.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날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대여자를
속여 갚을 날까지 갚겠다고 말한 경우(예컨대, 직업도 없고 기존에 빚도 많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리지도 않고 돈을 빌릴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되며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기라는 말과 법률상의 사기죄는 차이가 있다.
○사기죄로의 고소는 채무자가 도망가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전을 빌려 줄 때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과 상대방이 변
제를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보전절차를 취해 두는 것이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부터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그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료
품·의류 등의 구입이나 거주용 가옥의 임차 등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및 의료비
의 지급이나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한다.
대판 1999.3.9. 98다46877은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은 그 부부
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
되며,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인이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
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 부인의 금전차용행위의 채권자는 부인이 금전을 갚지

않을 시 부인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인이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
상가사 채무가 아니므로(대판 1985. 3. 26. 84다카1621) 그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남
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금전을 빌릴 경우 주의점
○금전을 갚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빌린 사람에게 있으므로 돈을 갚을 때에는 은행계
좌를 이용해 입금하거나 혹은 영수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하려고 변제기에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
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를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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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럴 때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남과 동시에 즉시 공탁함이 안전하다.
이 경우의 공탁은 변제공탁이며, 공탁이 가능한 사람은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변제
자이면 가능하다. 공탁을 받는 자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다. 공탁소는 공탁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이며 공탁소에서 공탁사무를 취급하는 공탁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이 지
정하는 지방법원 서기관 등 이다.

1.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란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말한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보호 특별교서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권리 ③ 선택
의 권리 ④ 의견을 말할 권리 등 소비자의 4개 권리를 천명했다. 그 이후 소비자의 권리라
고하면 이 4개항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이익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으나 그러
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어 오
늘날에는 그러한 제도상의 권리를 소비자의 권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출처 : 네이버 ‘소비자의 권리’ 용어 검색)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한국소비자연맹 https://cuk.or.kr/index00.html

소비자의 8대 권리
①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신
체 및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알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품질이
나 성능, 내용, 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선택할 권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
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의사가 반영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
⑤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
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단체, 정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며 환경
공해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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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
법률

(자료출처 : 법무부(2005), 법은 내 친구, p.119)
시행령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 및 운영에관한
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령시행세칙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
-청약철회등에 따른 환급금지연지급시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지연 이자율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 진단요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 보험계약금
관한법률

액에 관한 기준고시
동법 시행령

-중요한표시.광고사항 고시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광고실증에 관한 운영지침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보험상품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상가등의 분양및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
사지침
-주택의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
관한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 및 기준
고시
-수상·인증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경관련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조물책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화장품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재부 고시 2003-18호(2003.08.01)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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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의무: 현명한 소비생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현명하고 책임 있는 소비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현명하
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소비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
으며 사회적으로는 원활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
<현명한 소비생활>
잘못된 문제를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대한 지식과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 생

의식하는 소비생활

활을 함으로서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올바른 상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생활
정직한 소비생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
과가 된다.
소비자는 거래에 있어 정직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환경보존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개인과

소비생활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항의를 통해서 바르게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피해에
힘을 합쳐 대처하기

그러므로 소비자는 소비자 단체를 조직․ 활용하고 서로의 힘을 모아 조직화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야 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구제 활동
[사례1] 담보잡힌 집 판 뒤 은행통보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돼 은행 명의변경 알았다면 손해
배상까지 청구 가능
Q: 3년전 모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2천5백만원을 융자받았다. 이후 집을 팔면서 대출금은
매입자가 갚기로 계약을 했다. 은행에 문의하니 담당직원이 자신이 채무자 명의를 변
경,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 후 대출금이 연체됐다며 본인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시켰
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
A: 대출금을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집을 팔 때는 가능한 한 채무자의 명의를 매도자에
게 매입자로 변경해야 한다. 담보로 잡힌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됐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매도자가 은행 측의 잘못된 신용정보
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2] 신용카드 신청 후 못 받아 대금청구서만 나왔는데 '직접 못받았다' 확인 땐 대금
책임질 필요없어
Q: 지난해 말 외환카드와 국민카드를 신청했다. 이 중 외환카드사로부터는 카드를 보낸다는 확
인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카드사로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두 달 후 국민카드사로
부터 물품 대금으로 1백2십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카드사에서는 직장으로
카드를 보냈다고 하는데 카드를 받은 적은 없다.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 소비자는 직접 카드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는 소
비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총무부 직원이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카드사
는 O씨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를 취소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후에는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주소지를 옮긴 경우 더욱 조
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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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포장이사 계약 일방해지 계약금외 배상요구 되나 사업자의 고의 ·과실 해지땐 운
임의 최고 40% 받아
Q: 지난달 초 포장이사센터와 운임 80만원을 내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줬다. 그러나 이사 가기 이틀 전에 갑자기 이삿짐센터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
았다. 항의를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부랴부랴 다른 업소를 찾아 이사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이삿짐센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소비자는 계약금 10만원과 배상액 16만원을 합해 2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운송계약이 해제될 때 약정한 운송일 2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불하고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 1일전에 통
보시는 계약금 3배액 배상, 당일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4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단 계
약금은 운임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례4] 전세만기 며칠 앞두고 집주인 '비워달라'는데 1달전까지 통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봐
Q: 전세 입주자다. 임대계약만기일을 며칠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1천만원 인상해
주거나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집주인으로부터 별 이야기 없어
그냥 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
대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 달라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통지를 해야 한다. 집주인은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주택을 비워 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계속 살 수 있다. 1992년 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다.
[사례5] 현금인출기 기계 이상으로 현금서비스 받지 못했는데 수수료 요구
Q: 지난 2월15일 경북 상주에 있는 주택은행에서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당시
현금인출기 고장으로 받지 못했다. 다음 달 카드사용청구서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통장에서 대금이 인출되었기에 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니 기계 이상으로 받지
못한 것을 확인받아 5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 측에서는 현금서비스 수
수료 명목으로 인출된 1만4천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은행의 잘못이므로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소비자연맹은 주택은행 본점에 연락하여 부당한 수수료 공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이 확인된 이상, 카드회사에서 청구한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기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택은행 상주지점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소비
자에게 수수료 1만4천원을 환불했다.
[사례6] 특약이라며 위약금 20% 요구
Q: 직장에서 시사영어사의 토익교재를 전화로 권유받고 1년 구독을 계약했다. 15일후에
해약하려니 판매처에서 위약금 20%를 요구한다. 특약이라고 한다.
A: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것은 미경과 계약기
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시사영어
사는 소비자에게 교부되지도 않은 특약을 내세워 위약금 2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지적,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약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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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분실카드에 대한 보상 꺼리는 신용카드회사
Q: 지난 1월26일 저녁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다가 지갑을 도둑맞았다. 그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서 지갑과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
하고 집으로 연락해 바로 분실 신고를 하도록 했다. 분실후 15분 정도 뒤에 신고했다.
그 사이 54만5천원이 사용되어 분실 다음날 국민카드사에 부정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다. 보상해 준다고 하더니 3월9일 카드 뒷면의 서명과 과거에 사용한 서명이
달라 가맹점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거 사용했던 카드 서명이 다른 것은 93년 11월 카드 재발급시 국민비자카드와 국민
마스터카드 두장이 1매는 가족용인 줄 알고 아내가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본인 카드
뒷면의 서명과 다른 것이다. 카드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으나 안된다고만 한다.
A: 재발급시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은 두 장을 발급해 소비자가 그중 1매를 가족용으로 생각해
사용해왔고, 소비자가 카드 사용시 한 서명은 분실카드 뒷면의 서명과 같았다.
카드 회사들이 분실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가능한 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소비자의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발급시 정확한
설명없이 소비자에게 두 장의 카드가 전달됨으로서 가족용으로 오인하고 사용했던 점, 소비자
와 부인의 서명이 일관되게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 소비자에게는 전액 보상 처리해 주었다.
[사례8] 여행성수기 항공권 재확인 하지 않아 중국공항에서 발 묶여
Q: 카멜여행사를 통해 10명이 유럽배낭여행을 했다. 인솔자와 같이 가는 조건으로 여행비
용을 더 부담했다. 귀국은 프랑스에서 영국항공을 타고, 중국 북경을 경유해 오는 것으로
북경에서 중국항공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인솔자는 프랑스에서 우리 일행이 영국항공을
타는 것을 보고 홍콩으로 떠났다. 북경에 내려 중국항공을 타려니 좌석 예약이 안되어
있었다. 72시간 전에 재확인을 안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행사에 연락하니 긴급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내일 항공권을 알아보라며 비자 발급을 안해
주었다. 중국항공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너무 난감했다. 일단 공항에서 안내
해준 숙소로 갔더니 공안국 내의 초대소였으며, 방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문을 잠궈
감금당하는 것 같았다. 중국항공에서 항공좌석을 마련해 주지 않아 북경-대련 한국행
비행기표를 어렵게 구했다. 이 때문에 북경과 대련에서 또 하루씩을 지내게 되었다. 예정
귀국일보다 3일 늦게 서울에 왔다. 조처를 바란다.
A: 카멜항공사에서는 중국항공이 3백석짜리 항공기를 띄우기로 하고 좌석을 판매했다가
작은 비행기를 투입하는 바람에 많은 승객이 탑승을 못했다며, 중국항공의 탓이라고
책임을 미루었다. 그러나 인솔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 항공권 구입비와 중국
체류비를 부담하기로 해 한사람 당 60만원씩을 보상했다.
[사례9] 정비 불량으로 인한 차 재정비 '재정비 비용 배상'
Q: 99년 9월 경북 구미를 가던 중 고속도로 상에서 차에 이상이 생겨 구미에 있는 정비소 '
모터파크'에서 하브베어링을 교체했다. 수리비 5만원을 지불했다. 열흘후 차가 또 이상
해 인천 중앙공업사에 가니 하브베어링을 느슨하게 조여서 연결고리가 파손되었고 타
이어까지 빠질 뻔 했다고 한다. 바로 구미 모터파크에 연락하니 차를 구미로 갖고 오면
확인해서 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구미까지 가려면 비용이 너무 들어 우선 인천 중앙
공업사에서 17만원을 주고 수리했다. 배상 바란다.
A: 본 연맹은 인천 중앙공업사에서 수리확인서를 받아 모터파크 대표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모터파크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시 정비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다가 하브베어링의 조임이 느슨해 일어난 것으로서 정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을 인정, 소비자가 지불한 2차 수리비용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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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 아파트 가스요금 '납부마감일에 농협으로 납부했으나 연체료 부과'
Q: 매월 26일이 가스요금 납부 마감일이다. 지난 1월 26일 와부농협 원덕지소에 아파트
가스요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다. 가스회사에서 가스요금이 27일 납부되었다며 연체료
2백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다. 26일 농협에 납부했는데 농협의 늑장처리로 연
체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조처를 바란다.
A: 농협 원덕지소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납부지로 용지를 가져오지 않고 MICR
용지로 납부했는데 납부일자란에 표시를 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처리, 27일 결제가 되
었다고 주장했다. 농협지소에서는 어음교환이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입금된 금액
송금이 다음날로 미루어 졌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맹은 극동도시가스에 관리소에서 마감
일에 입금시킨 것을 확인하고 연체료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에서도 납
부일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극동도시가스에서는 농협의 협조 공문을
받아 연체료 부과를 취소해 주었다.
[사례11] 의사소견서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부인하는 종근당
Q: 신문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상담원과 면담 후 약을 받았으며,
15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틀을 먹으니 설사가 나고 복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사인 종근당 건강 측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달라고 요
구했다.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보내니 소견서 안에 종근당건강의 약 때문이라는
내용이 없고 병증상만 기록되어 있다며 반품을 거절한다.
A: 소비자연맹은 탈수나 설사는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종근당건강이 확인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반품을 요구하여 전액 환불받았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사이트 피해구제사례)

내용증명을 통한 소비구제 사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된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
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인가요?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
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
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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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
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용증명 제도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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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체국 택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가장한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환급금액 받으라고 전화하는 경우
경찰서에 주민등록증 사기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온 경우
발신번호제한으로 핸드폰에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 등
아는 사람이 금전거래를 하자고 할 경우

나는 어떻게 대처할
내가 선택한 사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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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금 증 서
1. 일금 : 일천오백만원정 (

₩15,000,000원 정 )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년

월

일

3. 이자 :
4. 지급방법 : 매월

일 채권자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의 위반할 때.
6.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8. 연대 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년

월

일

위 채 무 인 성 명 : 홍길동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123456-1234567
주
연대보증인

소 :
성 명 : 홍길동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123456-1234567
주
연대보증인

소 :
성 명 : 홍길동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123456-1234567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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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

채 무 자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0
주

소 : ○○시 ○○구 ○○동 12-34 행복아파트 101동

1007호
채 권 자

성

명 : 이 순 신

주민등록번호 : 123456-7410253
주

채무자

홍길동은

소 : ○○시 ○○구 ○○동 78-90 12/34

2004년

원( ￦

1월

1일

채권자

이순신에게

)과 그에 따른 이자

빌려간

일금

원( ￦

)을 모두 지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후일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체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합니다.

20

채 권 자 : 이 순 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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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우리가족 경제구조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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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시 모의선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선거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 선거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자를 선출
하는 모의선거 체험을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유권자의 권리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거의 중
요성을 학습합니다.

1. 대의민주주의와 시민대표 지도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2. 모의 선거를 통해 선거의 전후 과정을 이해한다.
3. 선거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체험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30명
■ 소요시간 : 120분
■ 장소 : 강당
■ 준 비 물 : 선거용지, 투표함, 하드보드지, 모조지, 매직, 사진(그림), 선거유세용 띠, 선
거유세용 피켓
■ 강

사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담당 관련자

1. 선거도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알게 한다.
2. 상대방 후보의 말과 공약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게 한다.
3.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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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의선거 체험을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체험하여 지도
자의 자질과 역할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깨닫고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거의 중요성을 학습할 것을 안내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강의 설명
 ‘대의민주주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한 후 설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생각하여 발표하게 한다.)
 선거란 지역 사회나 국가를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행위로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지도자의 역할, 최근의 선거 및 개표 절차, 전자투표 등에 대해 알아본다(PPT 자료 제시).
 선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소감을 나눈다.

모의 지방 선거
 선거 절차에 따라 모의 지방 선거를 진행한다. 다음 순서에 따라 모의선거를 실제로
체험해 본다.
* 선거관리위원 선출, 후보 등록하기
* 선거 유세 준비 활동-벽보 만들기
* 선거 유세
* 선거 및 개표, 당선 결과 발표
* 당선 소감 발표 및 당선 및 낙선 사례 글 작성해 붙이기
 선거 후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발표해 본다.

재외 국민 참정권 부여 논란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 부여하는 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 기사를 제시한다.
(가능하면 간단한 뉴스 동영상이나 신문 스크랩 자료 등을 활용한다.)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을 살펴본다.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을 비교 분석해 본다.
 찬반 양측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가족에게는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점수를 통해 시상
하고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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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선거를 통해 뽑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느낌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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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 대하여
선거란?
선거란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 즉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학급살림이나 나라
살림을 모든 사람과 함께 참여하여 꾸려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의 대표인 학급회장이나 전교 학생회장,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지역주민의 대표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투표로
뽑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있다.
선거의 시작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시민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점차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민주제(대의정치, 간접정치)이다.
선거의 4가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선거에서 남자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2표, 어떤 사람에게는 1표만 투표권을 준다든지, 또 내가 하기
귀찮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투표하게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제일 힘센 사람한테 표를 준
다든지 해서 대표를 뽑는다면 진정한 대표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대표자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거의 기능
- 통제의 기능 : 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
- 국민 의견 반영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투표에 대하여
선거권 :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을 가지는 시기
-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
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 그렇다면 언제부터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하는데, 대통령선거는 만 40세,
도지사․지방의원 등은 만 25세가 되면 입후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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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종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이 존재

대표자를 뽑는 절차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등록

⇨

선거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증
전달

국민의 대표자에게는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표자를 뽑는 공직선거의 절차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절차 PPT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선거제도, 재외선거, 후보자
등록절차 등 선거정보를 알아본다.

투표장 구조와 투표절차
② 투표용지 받는 곳

① 본인확인하는 곳
입
구

③
기
표

④ 투표함

소
출
구
⑤ 투표 참관인

<투표장 구조>
투표절차
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② 투표용지를 받는다.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하나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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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O O 선거투표
( O O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절취선

< 투표용지>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2인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 기표용구로 표를 하고 또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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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린이/청소년마당
(http://www.te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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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연설문 예시

생활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담는 ‘살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선 저를‘시험지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대학을 마치고 빈민운동에 뛰어들어 달동네 시험지 배달 아줌마로, 비영리 공부방 대표
로, 여성운동 활동가로 10여년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얻은 별명입니다.
달동네 시험지 아줌마에서 자치의원으로
91년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기초의원보다는 더 큰 정치를 하라고 권했지만
정치는 작은 생활문제, 특히 달동네 이웃들의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기에,
하루 막노동 품삯, 동네 할머니 속옷 속에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몇 만원,
작지만 가슴 뭉클한 돈을 지원받으며 지방자치 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살림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인을 모시며 살림하는,
주부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살림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10년의 사회운동, 11년의 생활자치 경험으로
이제 정치개혁의 시대, 생활정치를 위해 뛰고 싶습니다.
자치의 시대,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분권의 시대,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개혁을 선도하는 우리당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유일한 자치전문가로서 ‘살림의 정치’를 실천할 기회를 주십시오!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고 유명인이 아니어도 정치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정치개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당의 비례후보는 그래도 다르구나 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충족하는 정치인!
국민의 마음을 담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출처 : OOOO당 비례대표 순위투표 후보자 홍OO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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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예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폭넓은 지지로 저를 민선4기 청양군수에 당선시켜주신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청양을 더 새롭게 발전시키고 잘사는 청양을 꼭
만들어 달라는 군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4년 동
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선거로 인하여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반목과 갈등에서 벗
어나 군민 대화합을 이루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은 부군수와 과장에게 맡기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군수인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 어디든지 뛰어가서 우리
군의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양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을 변화시키지 않
고서는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제 역량을 힘껏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청양군정을 잘 이
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1등 청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31 민선 4기 청양군수 당선자 김OO

출처 : 청양군수 당선자 OO당 김OO후보 당선소감 |작성자 충청일보 기자 오동균

- 245 -

1. 재외국민투표 관련 위헌 판결 사례
헌법재판소 2007. 6.28, 2004헌마64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판시사항
[5]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의원선거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6] 법 제16조 제3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8]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재판요지
[5]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헌법상의 권
리인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로부터 3년이 초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에 못 미치는 부당한 병
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지
방선거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박탈하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6]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와 얼마든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점, 나아가 법 제
16조 제2항이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
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
국민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함으
로써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법 제16
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다.
[7]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
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
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
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앞서 본 국정선거권의 제한에 대
한 판단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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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외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선
거기술적 측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
하고, 또한 법 제37조 제1항 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향후 선
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적 혼란 상태를 초래할 것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재외국민투표법 통과 이후 개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9세 이
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
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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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 힘써 일할 지도자야!
◆우리 지역을 위해 힘쓰며 일할 도지사를 선출하여 봅시다.

◎ 후보자 선정 및 등록

기호

후보자 이름
번

◎ 선거 관련 역할 분담

역할

담당자

선거관리
위원

선거벽보
제작자

개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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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약문

내가 만약 우리 지역의 도지사가 된다면 다음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
..................................................................
둘째,.................................................................
..................................................................
..................................................................
셋째,.................................................................
..................................................................
..................................................................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반드시
(

)를 찍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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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지
<도지사 선거>
기호

후보명

1

<도지사 선거>

기표란

기호

후보명

박그네

1

박그네

2

임명박

2

임명박

3

기문수

3

기문수

4

성세균

4

성세균

5

전우치

5

전우치

6

노두환

6

노두환

7

전태우

7

전태우

8

오세운

8

오세운

<도지사 선거>
기호

후보명

1

기표란

<도지사 선거>

기표란

기호

후보명

박그네

1

박그네

2

임명박

2

임명박

3

기문수

3

기문수

4

성세균

4

성세균

5

전우치

5

전우치

6

노두환

6

노두환

7

전태우

7

전태우

8

오세운

8

오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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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

제15차시 다문화가족 모의 법정
재판과 관련한 종사자들이 되어 간접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법조인의 역할에 참여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체험활동을 해 봅니다. 재판의
필요성과 재판의 과정, 재판 관련 종사자의 역할을 다문화 가족 법정을 통해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1. 다문화 가족 법정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법원의 역할을 이해한다.
2. 다문화 가족들이 다툼이나 갈등 해결을 방법으로써 재판을 체험한다.
3.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를 이해시킨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법문화 체험부스

■ 준 비 물 : PPT자료, 역할극 대본
■ 강

사 : 법교육 강사 또는 법률전문가 1~2인

1. 법정에서는 항상 정숙한 자세를 취한다.
2. PPT자료와 모의법정 대본은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
3.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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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다문화 가족 법정 역할놀이를 통해 재판의 과정과 재판 관련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재판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역할놀이에 참여해 줄 것과 함께
활동 과정을 안내한다.

법원과 재판 과정에 대한 강의 설명
 모의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역할, 재판 절차,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동영상 보기)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대법원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대법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대법원 외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등 재판의 종류,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지를 잘 보고 모의 법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맞게 적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 자치법정 활동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한다.
 모의재판을 실연하고 판결해 본다(모의 대본을 제공한다).
 역할을 바꾸어 다른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연하고 판결해 본다.
 모의재판을 하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본다.

한국 법 제도 이해 관련 영화 감상
 ‘간 큰 가족’ 영화를 감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동영상 법률교실(시네마 법률상식) 코너를 검색한다.
 ‘간 큰 가족’ 영화와 관련지어 법률적인 상속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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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절차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서 재판이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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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자료
법원의 구성과 역할,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이버가상체험
http://www.lawedu.go.kr/cyberstudy/02inspection/inspection01.jsp

2. 모의재판 매뉴얼
재판이란 무엇이며, 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모의재판은 무엇
이며, 어떻게, 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모의재판 활동을 통해 비판력, 창의력,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법적 지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퀴즈 및
모의재판 사례학습을 통해 보다 친숙하고 실제적으로 재판에 관한 지식들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다.

3. 재판의 의미와 종류

민사재판
- 재판 전의 합의 원칙 : 사적 생활 영역에서 개인 간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화해이다. 그런데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는
데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 재판신청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민사소
송이라고 하고 이를 다루는 재판이 민사 재판이다.
- 원고 :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개인
- 피고 : 소송을 당한 개인
- 소송절차 :
변론
소송제기

⇨

피고에게
알림(재판장)

⇨

기일의
지정 및

주장과
⇨

소환

답변,

⇨

입증

⇨

판결

항변

형사재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범죄 사실과 형벌의 종류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피고인 :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 중 검사에 의해 기소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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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고소나 고발

⇩
수사

(범죄의 성립여부와 어떤 처분의 부과 여부 결정)

⇩
(수사 기관에 비치한 사건 기록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이후 등

입건

재관계인은 피의자가 됨)

⇩
구속여부 결정

(구속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
(피의자나 관계인이 구속 결정에 대하여 법관에 구속의 부당을

구속 적부심

재심청구)

⇩
기소

(검사의 책임아래 소송제기)

행정재판
개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이다.

선거재판
선거에서 상대방의 당선 무효 등을 주장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이다.

4. 모의재판의 절차

판사,

주제선정
(분임토의

⇨

등 활용)

대본
작성

⇨

검사 등
배역
선정

증거물
⇨

마련,

⇨

공소요지

판결문
등 작성

⇨

소품
준비

분임토

모의
⇨

재판

⇨

진행

의를
통해
평가

모의재판에 앞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 모의재판주제 : “형법 309조 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적용할 수 있으나 형법의 문제로
인식한다.

모두절차
- 모두절차란 : 인정신문, 검사기소요지 진술, 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포함한다.
- 인정신문이란 :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등의 인적 사항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검사 기소요지 진술 :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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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 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 - 피고인 신문
- 검사의 피고인신문 : 검사가 기록에 있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
술하며, 실무상 범죄사실위주로 간략하게 한다.
- 변호인 반대 신문 :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 반대 신문 사항을 서기에게 건네주고, 서기는
재판장에게 1부, 검사에게 1부를 건네준다.

증거조사절차
- 증거조사 절차란 : 증인, 감정인, 소송당사자 본인 등 인적 증거를 신문, 청취하고, 문서,
검증물 등 물적 증거를 열독, 검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검사증인신문
- 증인선서 : [선서]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검사 측 증인이 2명이므로 증인 신문도 2번에 걸쳐 진행된다.

최종진술
검사 최종 진술
- 피고인 박OO는 2005년 10월, 고소인인 김OO이 같은 반 친구 이OO에게 욕을 하며 발로
차는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고 위 동영상과 함께 김OO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하여 김OO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도 아니고 대다수 불특정인의 알권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
그 이유를 적시한 후 유,무죄 및 형량을 선고
- 피고인이 김학생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행위가 비록 학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김학생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공
연히 전파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영상과 글을 올리기 전에 위
동영상과 글이 다른 매체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김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간과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모의재판 결과
모의재판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력 향상, 창의력 증가, 응용력 증가를 가져오고, 법적
지식의 실무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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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의재판 사례연습
[예시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사는 주인 김OO가 임대해준 주택방에서 76살의 노인이 굶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노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음식물도 먹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간병도 하
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굶주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며느리는 구속, 아들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Q: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요?
1. 형사 2.민사 3.행정 4.선거
Q: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중 ,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1. 피고인- 2.증인- 3.기소를 하는 사람- 4.구형을 하는 사람-

[예시2]
김OO 씨는 옆집의 개가 밤낮으로 심하게 짖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를 죽여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햄에 독약을 발라 옆집 마당에 던져 놓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옆집의 5세된 어린아이가 햄을 주워 먹고 죽었다.
Q: 김OO 씨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될 것인가?
A: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살인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OO씨는 개를 죽인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
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
Q: 김OO 씨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A: 김OO 씨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재물 손괴죄의 고의는 있었으며, 미수에 그
치긴 했지만, 옆집 어린이의 죽음은 자신의 과실,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실 치사
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김OO 씨는 재물손괴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2개의 죄가 성립된다.
(* 출처: 법무부 법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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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정 모의법정 대본

민사재판
< 모의 재판 시나리오 >
-이주노동자임금체불사건권

혜 정

판사, 변호사 2명, 원고, 피고, 사무관 및 서기가 자리에 앉아 있고, 방청객이 웅성거리며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등장인물 : 판사, 인권변호사, 변호사, 법정경위, 원고(방글라데시 노동자-핫산), 증인1
(목사-최요한), 증인2(노동자-후세인), 피고 강재만 사장, 피고(상무-아부해), 증인(비서-김민경)
법정 경위: 판사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판사가 걸어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판

사: 지금부터 이주노동자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땅땅)

먼저 원고측 변호사 변론하십시오.
인권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을 최초로 우리 최요한 목사님께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본 사건에 대한 내
용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2007년 ‘가나섬유제조공장’ 대표이사 강재만 사장이 이주노동자 5명을 고
용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2007년 9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가나 섬유 공장에 취
직했는데 2개월 동안은 임금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월급이 나오지 않
아서 이주 노동자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공장이 작은 편이라 노동조합도 없습
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던 핫산은 아부해 상무에게 물어보았습
니다. 그런데 아부해 상무는 다음 달에는 꼭 나올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었
답니다.
핫산은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격려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지나고 해가 바뀐 2008년 1월이 되어도 월급이 나오지 않자, 답답해진
핫산은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는 상상이 가십니까? 강재만 사장은 핫산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비서와 상무를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했습니
다. 답은 한결같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기다려라’는 것이었습니다.
핫산은 평소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고 소문난, 믿음소망교회 담임목사인 최요한 목사님
께 찾아갔습니다. 최요한 목사님은 핫산의 말을 듣고 이상한 나머지 교인들과 함께 가나
섬유 공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나 섬유 공장은 비록 영세한 편에 속하지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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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보조금을 받고 있고 채무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일을
이상하게 여겨 언론에 알리고 핫산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사장 쪽에서 협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핫산은 가나섬유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자 하였던 것뿐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제 피고에서 물어볼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열
심히 돈을 벌려고 찾아 온 외국인에게 그리 대했냐고 말입니다.
판

사: 원고 측 변호사, 피고 강재만을 심문하세요.

인권변호사: 피고는 본 법정에서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피고는 핫산의 임금을 제대
로 주지 않았습니까?
강 재 만: 아닙니다.
(이때 방청객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친다. “거짓말이다!”곧, 법정이 술렁거린다)
인권변호사: 아니라면 핫산은 왜 최요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까요?
강 재 만: 모릅니다. 핫산은 평소 일도 안 하면서 제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습니다. 또한
목사와 공모하여 어떻게든 저희 가나섬유공장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인권변호사: 혹시 피고가 핫산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이미 아부해 상
무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핫산을 협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 호 사: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원고측 변호사는 피고의 감정까지 추측하여 추
궁하고 있습니다.
판

사: 인정합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사실에 대해서만 심문하세요.

인권변호사: 알겠습니다. 판사님! 이쯤에서 피고 강재만과 아부해 상무가 한 일을 증명해줄
증인들을 신청합니다.
판

사: 그렇게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증인 최요한 목사를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최 요 한: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인권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최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최목사님은 핫산과 평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 요 한: 핫산은 활달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번 돈은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부모님과
누이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였지만 교회에 가끔 와서 저와 상담을 나누었
지요. 핫산은 2007년 12월부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요. 핫
산은 월급이 잘 안 나올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지나자 드디어 공장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공장 사정이 어려우
면 아쉽지만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핫산은 밀린 월급을 받아야 하고
사장과 상무가 좀 더 기다리면 월급을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고, 기도하던 중 천사들이 가나 섬유 공장을 근심스런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공장에는 핫산 말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정규 직원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 섬유 공장의 회계 상
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가나 섬유 공장이 중소기업 보조금을 받
고 있으며, 강재만 사장은 고급 주택과 땅, 자동차를 소유한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
채무 상태도 빚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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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나 섬유 공장에 항의하러 갔었습니다. 하지
만 강재만 사장은 만나지 못했고, 아부해 상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거듭 말하며 누가
교회를 찾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자꾸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말했건 간에 왜 노
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할 월급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아부해 상무는 곧 좋은 소식
이 있을 거라면서 저희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인권변호사: 그리고 얼마 뒤 아부해 상무로부터 협박도 받으셨지요?
최 요 한: 예, 맞습니다.
인권변호사: 재판장님, 또 다른 증인을 신청합니다.
판

사: 받아들입니다.

(법정 경위가 증인 후세인을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후 세 인: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인권변호사: 후세인은 가나섬유공장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후 세 인: (우리말이 아직 어눌한 편인)네, 가나섬유공장은 처음 2~3달 동안은 월급을 잘
주어요. 그리고 공장 안 기숙사에 살게 해요. 저는 기숙사에 공짜로 자게 해준다니 너무 좋
은 공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숙사에 살게 해준다고 임금을 조금
밖에 안 주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가족들에게 돈도 부쳐야 해요.
인권변호사: 핫산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후 세 인: 핫산은 우리들 중에 가장 똑똑했어요. 최요한 목사님도 만나고, ○○일보 기자를
만나 가나 섬유 공장 일에 대해 말할 생각도 했어요. 주변 교회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장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사장님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
목에서 후세인은 주먹을 불끈 쥐고 피고 강재만이를 보며 말한다)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이라 무시하지 마세요.
인권변호사: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판

사: 피고측 변호사, 변론하세요.

피고측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원고측에서 잘 짜여진 극본을 읽고 있다는 생
각이 듭니다. 또한 최요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를 불쌍하게 만들어 자기들이
정의롭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본 사건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강재만 사장이 노동자 월급을 미루고 있어 핫산이 언론에 공개하려고
하자 아부해 상무를 시켜 협박을 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강재만 사장이 운영하는 가나 섬유 제조 공장은 설립된 지 10년 동안 별탈 없
이 운영이 되어 온 업체입니다. 아까 최요한 목사가 증언을 했듯이 채무 관계도 좋은 편
입니다. 이런 공장이 이유 없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증
인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핫산은 평소 강사장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였으
며 강사장 입장에서는 핫산에게만 임금을 올릴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핫산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장의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물
으며 다녔지요. 그래서 강재만 사장은 아부해 상무와 의논하여 핫산에게 2007년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핫산 외에도 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는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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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정상 보면 각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사장 입장에서 볼 때 회사에 불만을 품은 자는 떠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
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핫산은 2007년 12월부터 공장에 출근하면서 몇 명 노동자와 모의를 하더니 8
시간 근무 중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강재만 사장실 앞에 진을 치고 월급을 올려달라
고 농성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강재만 사장은 아부해 상무에게 핫산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그 시간만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핫산은 계속 농성을 벌이더니 2008년
해를 넘어서면서부터 아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핫산은 친노조 성향의
신문사에게 강재만 사장의 비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없는 비리를 고발한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사장은 아부해 상무에게 핫산을 당장 공장에서 쫓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요한 목사가 개입하고, 최목사는 핫산의 말만
믿고 정의심에 불타 언론에 제보하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핫산
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

사: 질문하십시오.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가나섬유공장 강사장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였지요?
핫

산: 아니오. 저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였고, 다음 달에는 밀린 월급까지 꼭 쳐서 달

라고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측변호사: 밀린 월급이 아니라 핫산, 당신이 일하지 않고 농성을 벌인 시간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핫

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재만 사장은 월급을 다른 공

장보다 적게 주는 편이었어요. 저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강사장이 11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자 항의를 했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혹시 8시간 다 일한 것 맞나요?
핫

산: 월급이 한 달 나오지 않자 월급을 줄 때까지 8시간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을 지키고자 제가 맡은 일만큼은 열심히 했고, 남은 1~2시간 정도 강재만 사장
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였지요.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었지요?
인권변호사: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본 사건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판

사: 기각합니다. 질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측변호사: (의기양양하며)핫산, 대답하십시오.
핫

산: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강재만 사장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노동조합보다 제 생계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측변호사: 그래요? 그리고 원고 핫산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정의의
사도가 사장실 앞에서 데모를 하나요?
핫

산: 저는 그 당시 강사장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구요. 저는 압니다. 강사장이 아부해 상무를 중심으로 자기들 배만 부르
게 하고, 저희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조금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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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그렇게 하세요.

(법정 경위가 증인 김민경을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김 민 경: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피고측변호사: 증인은 사건 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김 민 경: 저는 강재만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피고측변호사: 그렇다면 강사장과 핫산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김 민 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핫산의 상태를 말해 주십시오.
김 민 경: 저는 노동자들이 평소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릅니다. 핫산이 성실했는지, 안 했는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핫산이 2007년 12월부터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자주 벌였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오더니 며칠이 지나자 동료 노동자들까지 데리고 오더군요.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무엇 때문에 왔나요?
김 민 경: 월급이 제대로 안 왔다고 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으면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피고측변호사: 당시 노동자들에게 월급 지불이 안 되었나요?
김 민 경: 월급 지불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당시 현
금 월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핫산에게도 월급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월급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김 민 경: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이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고 시간외 수당만 주었습니다! 저 여자는 강재만 사장의 조카입
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이 외국인 노동자는 법정 경위에 의해 행동이 제지당한다)
판

사: 법정에서 소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면, 퇴정 조

치시키겠습니다.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며칠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까?
김 민 경: 거의 한달 내내 강재만 사장실 앞으로 왔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다른 피고인 아부해 상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
다.
판

사: 그렇게 하세요.

피고측변호사: 아부해 상무, 아부해 상무는 최요한 목사에게 협박을 하였습니까?
아 부 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조건 협박입니까?
피고측변호사: 그럼, 최요한 목사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아 부 해: 저는 최요한 목사가 평소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내세우며 조그만 일 하나
도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말만 믿고, 좋은 우리 강재만 사장
님께 해꼬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물론 아부해 상무가 최요한 목사에게 했다는 협박은 증
거가 불충분합니다. 또한 강재만 사장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장의 고유한 인사권입니
다. 오히려 핫산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비딱한 방법을 통해 자기 욕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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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
라 본 사건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잠시 후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휴정한다)
-예시판

사: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내용은 강재만 사장이 핫산의 월급이

제대로 지불되었는지의 여부가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핫산에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
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핫산이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
하여 밀린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단, 농성을 하느라고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월급에서 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재만 사장이 아부해 상무와 월급을 일부러 체불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협의를 기각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땅땅!
(이 사건은 이후 언론에 크게 알려졌고, 핫산과 최요한은 2심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형사재판
< 모의 재판 시나리오 >
-이주노동자구타(폭력)사건권 혜 정
재판부 3인(재판장, 배석판사1, 배석판사2), 변호사 2명, 검사, 피고인, 사무관 및 서기가
자리에 앉아 있고, 방청객이 웅성거리며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등장인물: 재판부 3인(재판장, 배석판사1, 배석판사2), 변호사, 검사, 법정경위, 증인1(방글
라데시 노동자-핫산), 증인2(노동자-후세인), 증인3(경비-정수호), 피고인 강재만 사장, 증인
(비서-김민경), 피고인(상무-아부해), 피고인(불량배-김막강, 박위협)
법정 경위: 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재판부가 걸어 들어와
서 자리에 앉는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지금부터 ‘이주노동자구타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땅땅)
먼저 검사 시작하십시오.
검 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을 최초로 우리 최요한 목사님께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2007년 ‘가나섬유제조공장’ 대표이사 강재만 사장이 이주노동자 5명을 고
용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2007년 9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가나 섬유 공장에 취
직했는데 2개월 동안은 임금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월급이 나오지 않
아서 이주 노동자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공장이 작은 편이라 노동조합도 없습
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던 핫산은 아부해 상무에게 물어보았습
니다. 그런데 아부해 상무는 다음 달에는 꼭 나올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었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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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산은 그 약속을 철떡 같이 믿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격려하면서 일을 했습니
다. 하지만 12월이 지나고 해가 바뀐 2008년 1월이 되어도 월급이 나오지 않자, 답답해
진 핫산은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는 상상이 가십니까? 강재만 사장은 핫
산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비서와 상무를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
했습니다. 답은 한결같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기다려라’는 것이었습니다.
핫산은 평소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고 소문난, 믿음소망교회 담임목사인 최요한 목사님
께 찾아갔습니다. 최요한 목사님은 핫산의 말을 듣고 이상한 나머지 교인들과 함께 가나
섬유 공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나 섬유 공장은 비록 영세한 편에 속하지만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을 받고 있고 채무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
님은 경천동지의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핫산과 절친했던 노동자 후세인이 찾아
와서 핫산이 지금 은혜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목사님이 병원에 가보니
핫산은 얼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핫산은 가나 공장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최목사님께 공장 사정을 발
설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1일, 공장 뒷골목에서 강재만 사장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제 피고인에서 물어볼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열
심히 돈을 벌려고 찾아 온 외국인에게 그리 대했냐고 말입니다.
재 판 장: 원고 측 변호사, 피고인 강재만을 심문하세요.
검 사: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피고인은 상무를 통해 불량배
들을 사주하여 핫산을 때린 것이 맞습니까?
강 재 만: 아닙니다.
(와아... 법정이 술렁거린다)
검 사: 아니라면 핫산은 왜 다쳤을까요?
강 재 만: 모릅니다. 제가 핫산이 다친 일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검 사: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라면 직원에게 일어난 일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량배들이 잡혀서 아부해 상무가 부탁한 일이라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강 재 만: 상무가 정말로 했다면 아부해 상부에게 물어보세요.
검 사: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군요.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가중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증인들을 신청해도 될까요?
재 판 장: 그렇게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증인 최요한 목사를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최 요 한: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검 사: 어서 오십시오. 최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최목사님은 핫산과 사건이 있던 날 전후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 요 한: 핫산은 활달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버는 돈은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부모님
과 누이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였지만 교회에 가끔 와서 저와 상담을 나누
었지요. 핫산은 2007년 12월부터 표정이 어두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요.
핫산은 월급이 잘 안 나올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지나자 드디어 공장에서 임금
이 체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공장 사정이 어려
우면 아쉽지만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핫산은 밀린 월급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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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장과 상무가 좀 더 기다리면 월급을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고, 기도하던 중 천사들이 가나 섬유 공장을 근심스런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공장에는 핫산 말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정규 직원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 섬유 공장의 회계 상
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가나 섬유 공장이 중소기업 보조금을 받
고 있으며, 강재만 사장은 고급 주택과 땅, 자동차를 소유한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
채무 상태도 빚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나 섬유 공장에 항의하러 갔었습니다. 하지
만 강재만 사장은 만나지 못했고, 아부해 상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거듭 말하며 누가
교회를 찾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자꾸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말했건 간에 왜 노
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할 월급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아부해 상무는 곧 좋은 소식
이 있을 거라면서 저희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재 판 장: 그리고 얼마 뒤 핫산의 병원 입원 소식을 들으신 거군요?
최 요 한: 예, 맞습니다.
검 사: 재판장님, 또 다른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받아들입니다.
(법정 경위가 증인 후세인을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후 세 인: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검 사: 후세인은 핫산이 불량배들에게 맞은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후 세 인: (우리말이 아직 어눌한 편인)네, 저는 오후 교대 근무를 하기 전에 핫산과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도록 받지 않아 제가 전화를 끊을려고
했는데 핫산이 힘없는 소리로 받으면서 공장 뒤편 골목으로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전 느낌이
좋지 않아 뛰어갔어요. 가보니 핫산이 얼굴에 피가 나고 부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놀
라 112에 신고했더니 112 경찰관들이 119 대원들을 불러 주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경찰
들에게 설명했어요.
검 사: 혹시 핫산이 왜 다쳤는지 알고 있나요?
후 세 인: 핫산은 **일보 기자를 만나 가나 섬유 공장 일을 폭로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
아요. 주변 교회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장 일에 대해서 말했지요. 그것이 사장님 귀에 들
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후세인은 주먹을 불끈 쥐고 피고인 강재만을 보며 말
한다)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이라 무시하지 마세요.
검 사: 재판장님, 또 한 명의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신청해도 될까요?
재 판 장: 받아들입니다.
(법정 경위가 증인 정수호를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정 수 호: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검 사: 증인은 아부해 상무와 불량배 김막강이 만나는 것을 2008년 2월 1일 새벽에 목격하
였습니까?
정 수 호: 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공장을 그

- 265 -

만둘 각오로 본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날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아직 깜깜할 때
이죠. 저는 잠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멀리서 문소리가 나길래 눈을 떴지요. 공장에 들
어오기 위한 철문인데 그 시간은 자물쇠를 채워 두거든요. 그런데 아부해 상무와 모자를 쓴
청년이 함께 공장 문으로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낌이 이상
해서 제 몸을 가린 채 그들을 쳐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부해 상무가 청년을 차쪽으로 데리
고 가더니 차 뒤에서 흰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 사: 그것이 돈 봉투였나요?
정 수 호: 솔직히 돈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핫산의 일이 있고 보니 그 청
년에게 준 것이 돈이 아니면 무엇이었을까요?
검 사: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재 판 장: 피고측 변호인, 변론하세요.
피고측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한편의 잘 짜여진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 사건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말
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측 주장은 강재만 사장이 노동자 월급을 미루고 있어 핫산이 언론에 공개하려고
하자 불량배를 시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강재만 사장이 운영하는 가나 섬유 제조 공장은 설립된 지 10년 동안 별탈없
이 운영이 되어 온 업체입니다. 아까 최요한 목사가 증언을 했듯이 채무 관계도 좋은 편
입니다. 이런 공장이 이유 없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증
인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핫산은 평소 강사장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였으
며 강사장 입장에서는 핫산에게만 임금을 올릴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핫산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장의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물
으며 다녔지요. 그래서 강재만 사장은 아부해 상무와 의논하여 핫산에게 2007년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핫산 외에도 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는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은 인정상 보면 각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사장 입장에서 볼 때 회사에 불만을 품은 자는 떠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
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핫산은 2007년 12월부터 공장에 출근하면서 몇 명 노동자와 모의를 하더니 8
시간 근무 중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강재만 사장실 앞에 진을 치고 월급을 올려달라
고 농성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강재만 사장은 아부해 상무에게 핫산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그 시간만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핫산은 계속 농성을 벌이더니 2008년
해를 넘어서면서부터 아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핫산은 친노조 성향의
신문사에게 강재만 사장의 비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없는 비리를 고발한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사장은 아부해 상무에게 핫산을 당장 공장에서 쫓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상무가 다소 불미스런 일을 저지른 것 같지
만, 핫산의 주장처럼 강사장이 일방적으로 불량배를 시켜서 핫산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핫산에
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 판 장: 질의하십시오.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가나 제조 공장 강사장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였지요?
핫
산: 아니오. 저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였고, 다음 달에는 밀린 월급까지 쳐서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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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측변호사: 밀린 월급이 아니라 핫산, 당신이 일하지 않고 농성을 벌인 시간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핫
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재만 사장은 월급을 다른 공
장보다 적게 주는 편이었어요. 저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강사장이 11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자 항의를 했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혹시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지 않았습니까?
핫
산: 월급이 한 달 나오지 않자 월급을 줄 때까지 8시간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을 지키고자 제가 맡은 일만큼은 열심히 했고, 남은 1~2시간 정도 강재만 사장
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였지요.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었지요?
검 사: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본 사건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
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 판 장: 기각합니다. 질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측변호사: (의기양양하며)핫산, 대답하십시오.
핫
산: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강재만 사장 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노동조합보다 제 생계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측변호사: 그래요? 그리고 핫산은 폭력의 희생자인냥 크게 부풀려 있는데, 당신은 오히
려 강사장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핫
산: 저는 그 당시 강사장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구요. 저는 압니다. 강사장이 아부해 상무를 중심으로 자기들 배만 부르
게 하고, 저희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조금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그렇게 하세요.
(법정 경위가 증인 김민경을 데리고 나온다)
법정 경위: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김 민 경: 본 증인은 신성한 법정 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경위: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피고측변호사: 증인은 사건 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김 민 경: 저는 강재만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피고측변호사: 그렇다면 강사장과 핫산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김 민 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핫산의 상태를 말해 주십시오.
김 민 경: 저는 노동자들이 평소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릅니다. 핫산이 성실했는지, 안 했는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핫산이 2007년 12월부터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자주 벌였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오더니 며칠이 지나자 동료 노동자들까지 데리고 오더군요.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무엇 때문에 왔나요?
김 민 경: 월급이 제대로 안 왔다고 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으면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피고측변호사: 당시 노동자들에게 월급 지불이 안 되었나요?
김 민 경: 월급 지불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당시 현
금 월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핫산에게도 월급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월급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김 민 경: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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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이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고 시간외 수당만 주었습니다! 저 여자는 강재만 사장의 조카입
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 판 장: 법정에서 소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면, 퇴정 조
치시키겠습니다.
피고측변호사: 핫산은 며칠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까?
김 민 경: 거의 한달 내내 강재만 사장실 앞으로 왔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다른 피고인인 아부해 상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 판 장: 그렇게 하세요.
피고측변호사: 아부해 상무, 아부해 상무는 폭력배들을 시켜 핫산을 때린 것이 사실입니까?
아 부 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핫산이 강사장님을 모욕하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시는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온 지 모르는
핫산이라는 자가 저희 공장 분위기를 망치고, 언론에 나쁜 공장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누가
참겠습니까?
피고측변호사: 저런, 아부해 상무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핫산은 강사장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입니까?
아 부 해: 모르겠습니다. 핫산은 평소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장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고, 저는 강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핫산을 공장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용주가
마음에 들지 않은 고용인에 대해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닐까요? 하지만 핫산은
불응했고, 거기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며 저희 공장과 사장님을 모욕했지요.
피고측변호사: 그러면 강재만 사장이 당신에게 핫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습니까?
아 부 해: 아니오, 이것은 순전히 제가 판단해서 저지른 일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말도 안 된다!”라고 외친다)
재 판 장: 조용히 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하면 바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피고측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물론 아부해 상무가 저지른 일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물
리적 폭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은 응당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재만 사장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장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더구나 핫산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비딱한 방법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라고 해서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본 사건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잠시 후에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휴정한다)
재 판 장: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내용은 강재만 사장이 아부해 상무를
시켜 폭력을 행사하였는가의 여부와 핫산의 월급이 제대로 지불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핫산에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
니다. 그래서 당시 핫산이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밀린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단,
농성을 하느라고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월급에서 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재만 사장
이 아부해 상무를 시켜서 폭력배를 동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협의를
기각합니다. 하지만 아부해 상무의 폭력행위 사주는 명백히 드러났으며 아부해 상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6월, 벌금 50만원, 보상금 50만원을 선고합니다. 폭력배 김막강, 박위협은 전
과가 있기 때문에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땅땅!
(이 사건은 이후 언론에 크게 알려졌고, 핫산과 최요한은 2심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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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감상
‘간 큰 가족’ 영화를 DVD로 감상
영화 시청 후 법률문제 특히 상속문제의 실태에 대해 토의해 봄으로써 한국의 상속제도와
대가족제도 등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 영화 소개
한국 코미디 영화. 상영시간 102 분. 개봉 2005.06.09. 감독: 조명남
등장인물: 감우성(큰 아들 명석), 김수로(막내 아들 명규), 신구(김 노인), 김수미(김노인 처),
성지루(박 상무), 신이(춘자) 등
○ 영화 줄거리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마누라 앞에서 북에 두고 온 마누라 타령만 해대는 간큰 남편 김노
인은 오매불망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만나는 게 소원인 실향민이다. 여느 때처럼 통일
부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던 김노인은 그만 발을 헛딛고 계단에서 굴러 병원
에 입원하게 되고, 가족들은 김노인이 ‘간암 말기’라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간
암 말기 아버지에게 50억 유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하지만 이 유산은 ‘통일
이 되었을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조항을 달고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과 자칫 통일부로 전액 기부돼 버릴 뻔한 50억 유산을 사수하기 위해 가족들은 ‘통일이 되
었다’는 담화문을 담은 가짜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임종 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감쪽같
이 가짜 통일 상황을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하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다같이 행복해하는 순간!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심해지던 김노인의 병세가
‘통일이 되었다’는 거짓말에 기적처럼 호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업친 데 덮친 격
으로 가짜로 만들어 낸 통일신문을 본 김노인이 ‘남북 단일팀 탁구 대회’를 봐야겠다는 통
에 가족들은 졸지에 탁구선수로 분해 경기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아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 설상가상으로 ‘평양 교예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는 가짜 기사를 본
김노인은 다짜고짜 ‘서커스를 보겠다’고 우기기 시작한다. 모든 게 거짓상황이니 서커스공연
이 있을리 만무.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했다가는 김노인은 금세 쓰러질
게 뻔하다. 게다가 명석이 진 빚을 받기 위해 찾아온 악덕 사채업자 박상무마저 집에 눌러
앉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간다. 결국 명석은 박상무를 포섭한 데 이어 명규를 짝사랑하
는 춘자까지 통일연극에 참여시키며 직접 평양교예단의 서커스 공연을 실연해내지만, 아버
지 소원을 사수하기 위해 벌였던 거짓말은 점점눈덩이처럼 커져가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아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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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

※ 위의 그림을 참조하여 법정에 등장하는 역할에 따라 직업이나 현재의
신분을 적어 봅니다.
1.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고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는 사람은?

2. 피고인에게서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무죄를 호소하는 사람은?

3.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은?

4. 여러 가지 증언, 증거들을 종합해서 피고인의 죄의 여부를 확인하고
벌을 확정짓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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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시 재미있게 배우는 법률용어
법을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끼고 자신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부르는 대중
가요를 통해 법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도 재미있게 학습함으로써 보다
법과 친숙해질 수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법적 소양 증대와 주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합니다.

1.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킨다.
2.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법적 소양과 긍정적인 법의식 태도를 갖는다.
3. 주변 생활 속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스케치북(5권), 전지, 매직(5개), 노래방기기, 보드판 및 매직펜(5개)
■ 강

사 : 법교육 전문가 또는 연수원 관계자

1.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2. 미리 배워보는 법률용어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용어만을 엄선해서 살펴본다.
3. 노래 가사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 용어를 담도록 한다.
4. 단순한 게임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법 용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게임 활동 전과 후에 강사의 보충 설명을 통해 법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6.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가족별 점수를 합산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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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게임을 통해 법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게 이해하고 주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며 법과 보다
친숙해짐으로써 법은 나의 친구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함께 배울 것을 알려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힘들거나 불편했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법률 노래방이나 용어 퍼즐 및 플래시 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법률
용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게임 점수를 합산하여 가족별로 시상한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다.

미리 배워보는 법률 용어
 YTN 기사(다문화가족에게 무료 법률 봉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배울 내용 중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법률 용어를 소개한다.
(헌법과 주요 기관, 다문화 법령, 국적 취득, 상속, 가정폭력과 교통문제, 근로와 소비생활,
선거와 법정 등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함께 찾아본다.)
 법률 용어를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의 법률 상식 코너를 통해
함께 찾아보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
(사이트 내용을 함께 보면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며, 법률 용어 퍼즐이나
플래시 게임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한다.)

법 노래방 대결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있는 법질서 캠페인 로고송을 함께 들어보며
법이 어렵지 않고 우리들과 가깝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함께 따라 부를 노래를 직접 들어본다.
(어머나, 화개장터, 남행열차, 사는 게 뭔지 등을 함께 듣고 불러본다.)
(흥미를 높이기 위해 지역 사투리 버전으로 함께 불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강사가 함께 따라 부를 노래에 들어 갈 법률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개사된 노래를 함께 따라 불러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
 대중가요에 법 관련 용어를 넣어서 개사해서 모둠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각자 파트를
맡아 정해진 부분을 실패하지 않고 통과하면 승리한다.
 토너먼트 경기로 최종 승자를 결정하고 점수를 부여한다.
 최우수팀을 시상하여 격려하고 그들이 부른 노래를 직접 녹음해서 선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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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퍼즐 및 플래시 게임
 법률 용어 퍼즐 및 플래시 게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법률 용어 퍼즐 및 플래시 게임 요령을 설명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우선 법률 용어 퍼즐 세트를 제시하고 직접 풀어보도록 안내 한다.
 각 모둠별로 일정한 시간 이내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강사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직접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다음으로 사이버법교육센터(http://www.lawedu.go.kr/)의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요령을 설명하고 모둠별로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두더지를 잡아라, 블록 격파 플래시 게임을 통해 법률 용어를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참여 가족의 소감 발표를 통해 법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답을 많이 맞힌 가족에게는 점수를 부여하고 시상한다.
 플래시 게임 외에 법제처(http://www.moleg.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일상생활 속의 활용성 있는 법률용어를 직접 찾아 설명해주거나 편집하여 설명
해 준다.

 오늘은 노래방 및 용어 퍼즐과 플래시 게임 등을 통해 어려운 법률 개념과 용어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함으로써 보다 법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어렵고 생소한 법률 내용 등을 게임이라는 방법을 통해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법도 이제는 친숙하고 친구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 참여 활동을 유도한다.
 가족팀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팀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모둠 활동의 의미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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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정의 현 실태 관련 자료

다문화 가족에게 무료 의료·법률 봉사
[앵커멘트]우리나라로 시집온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힘들고
또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이런
불편한 점을 덜기 위한 무료 의료봉사와 법률상담이 청주에서 있었습
니다. 보도에 김○○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켠에선 임금 체불과 사기 등 각종 금전적 피해는 물론 친자관계 등
우리나라 가족법에 대한 법률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한○○, 필리핀 출신, 충북 청원군 내수읍]
“병원도 못 가고 법도 모르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김○○, 청주국제문화교류연합회]
“이주민들의 경우 이제 병원에 가지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런 법률혜택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매달 한 번
씩 실시되는 다문화 가족 법률 봉사활동은 이주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우
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자리 잡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영상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
00252022
[YTN 2009년 5월 30일자 보도기사]

2. 미리 배워보는 법률 용어
영역

주요 법 개념

헌법과 주요

헌법, 민주공화국, 주권,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기관
다문화 법령과
주요 기관
국적 취득
상속

선거권, 제헌절, 국회, 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제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초중등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의 권리협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국적법, 합법체류, 국적취득, 성과 본, 외국인 등록증, 가정법원,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 귀화, 영주 자격, 법무부
민법, 사망, 실종선고, 법률혼, 사실혼, 상속, 유언, 자필유언, 배우자, 상속 순위,
대습상속, 유류분, 상속포기,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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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법 개념

가정 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여성긴급전화(1366), 방임, 정서적 학대,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 문제

스쿨존, 교차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안전거리, 뺑소니, 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

근로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체불, 보이스피싱, 육아휴직, 산가, 산업재해

소비생활
선거와 법정

보상보험, 소비자기본법, 약관, 리콜제도, 제조물책임법, 방문판매, 환불
선거, 투표, 선거연령,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참정권, 공직선거법,
선거구, 민사재판,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원고, 피고,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원

1. 법 노래방

지켜야 할 법정 나이 (원곡 : 어머나 - 장윤정)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열 아홉살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돼요. 왜이래요 운전 못해요. 열 여덟 돼야 면허 딸 수 있어요.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열 아홉살이예요~
신용카드 만들려면 스물살 넘어야죠~ 좋아해요. 사랑해요
결혼하려면 스무살 기다려요. 주식투자 부동산거래 부모님 두 분 다 허락하면
괜찮아요.
잘해봐요. 나이제한 없으니 걱정마요.

노동보호법 (원곡 : 남행열차 - 김수희)

비 내리는 촬영장 넘어진 명수
산재보험 치료비 받네
맞벌이 봉선엄마 아기 낳고서
출산휴가 90일을 챙겼네
미성년자 알바 챙겨요 계약서를
성인겜방 안돼요 노래방도 안돼요
유흥업소 절대 안돼요
어쨌든 최저임금 잊지는 말아요
한시간 4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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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기초 질서 (원곡 : 사는게 뭔지 - 이무송)

불법이 무엇인지 벌금이 얼마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소방서 화재신고 장난전화는 않겠지 2백만원 내잖아
운전 중 끼어들기(3만3만) 불법주차(4만4만) 승차인원 초과6만원
인터넷 게시판에(악플악플) 명예회손(나빠나빠) 5백만원 물게 되리라
(반복)
강아지 대변소변(5만5만) 꽃 꺾어도(5만5만) 바위에다 낙서 5만원
돈 내고 사는 인생 힘들잖아 법 지키고 살아가리라

공중도덕 잘 지키자! (원곡 : 화개장터 - 조영남)

고속도로 난폭운전 벌금 4만원
운전 중에 전화통화 벌금 6만원~
고속버스 들썩들썩 춤자랑 노래자랑~
기사님은 10만원에 면허정지 40일 !
무임승차 무전취식 곧바로 즉심회부 웬 망신살 !
계곡물에 몸 담그면 아까운 20만원 날아가네~
아무데나 침 뱉으면 벌금 3만원~
아무데나 실례해도 벌금 5만원~
공공장소 고성방가 술주정 5만원~
국립공원 취사행위 무려 10만원 !
개방장소 자릿세도 걸리면 즉심회부 아이쿠~야
공중도덕 잘 지키면 여름휴가 참 좋아요 기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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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용어 퍼즐 문제
[퍼즐 1]
①②

③

④

⑤

⑥

⑦

<가로열쇠>
①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로써 헌법 제 31조에 국가는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할 의무를 갖음
(교육의 의무)
③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소비자)
⑤ 컴퓨터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나 용의자들을 찾아서 조사, 처벌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찰부대 (사이버수사대)
⑦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회의원)
〈세로열쇠〉
② 형벌을 받은 사람을 따로 수용하여 교화하는 곳으로 이전에는 감옥, 형무소라고 하기도 하였음
(교도소)
④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어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 (자원봉사)
⑥ 최고의 법원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대법원)

[퍼즐 2]
③④

②
①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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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열쇠>
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행하는 정치이념(민주주의)
③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로 이루어진 공화국 (대한민국)
⑤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 “당신은 묵비권을...변호사를..”(미란
다원칙)
⑦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결혼)
<세로열쇠>
②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국민)
④ 최고의 법원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대법원)
⑥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 (다수결)
⑧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혼인신고)

자료 출처: 한국법교육센터 교육자료.

2. 법률 용어 플래시 게임

출처: 사이버 법교육센터(http://www.lawedu.go.kr/) 플래시 게임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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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배워보는 법률 용어
영역

주요 법률 용어나 기관

헌법과 주요
기관

다문화 법령과
주요 기관

국적 취득

상속

가정 폭력 및
교통 문제

근로와
소비생활

선거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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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퍼즐 맞히기
개인생활과 법
1)

2)

10)

11)

13)

12)

15)

3)

4)

14)

5)

9)
18)
6)
17)
8)

7)

16)

1.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
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대차계약)
2.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계약서)
3.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
할 수 없는 상태(사실혼관계)
4.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連書)
하고 호적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시, 읍, 면의 장
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됨(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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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계약공정의 원칙)
6-가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법률에 의거해 수령할 수 있는 상속분(법정 상속분)
6-세로. 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법률혼주의)
7.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사능력)
8.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대항력)
9.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청소년보호법)
10. 전입신고 시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로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주는 일자(확정일자)
11.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자력구제금지)
12.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
13.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
람(금치산자)
14.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보통 부모가 된다.(친권자)
15.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解散) 등기까지 가지게 된다.(권리능력)
16.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 현행 민법에서 보통 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 기간을 요한다.(실종선고)
17-가로.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일(전세등기)
17-세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전입신고)
18. 주민 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해당 지역
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만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 시장, 군수가 발급(주
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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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1

2

3

4

8

5

6
10
9
7

<가로열쇠>
1.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작업을 부과하지는 않음
3.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적 구제
를 위한 제도
5.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7. 행위의 외부적 모습이 능동적·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범조의 종류
9.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체적 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
<세로열쇠>
2.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형사소추와 처벌을 구하는 의
사표시
4 형법상 책임무능력의 요건으로 비정상적 심리적 상태를 말함
6.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8.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10. 실체적 소송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송을 마
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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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래방게임
[법 노래방 1] 이렇게 개사해서 함께 불러 봐요! (남행열차)

노동보호법 (원곡 : 남행열차 - 김수희)

비 내리는 촬영장 넘어진 명수
산재보험 치료비 받네
맞벌이 봉선엄마 아기 낳고서
출산휴가 90일을 챙겼네
미성년자 알바 챙겨요 계약서를
성인겜방 안돼요 노래방도 안돼요
유흥업소 절대 안돼요
어쨌든 최저임금 잊지는 말아요
한시간 4110원 ~

[법 노래방 2] 이렇게 개사해서 함께 불러 봐요!(화개장터)

공중도덕 잘 지키자! (원곡 : 화개장터 - 조영남)

고속도로 난폭운전 벌금 4만원
운전 중에 전화통화 벌금 6만원~
고속버스 들썩들썩 춤자랑 노래자랑~
기사님은 10만원에 면허정지 40일 !
무임승차 무전취식 곧바로 즉심회부 웬 망신살 !
계곡물에 몸 담그면 아까운 20만원 날아가네~
아무데나 침 뱉으면 벌금 3만원~
아무데나 실례해도 벌금 5만원~
공공장소 고성방가 술주정 5만원~
국립공원 취사행위 무려 10만원 !
개방장소 자릿세도 걸리면 즉심회부 아이쿠~야
공중도덕 잘 지키면 여름휴가 참 좋아요 기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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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시 도전! 다문화 법 골든벨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문화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에 보장된 실질적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법률 내용에 대해 퀴즈 형식을 통해 쉽게 배우게
함으로써 법과 제도에 보장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 가족
들은 본 연수에서 습득한 다문화 관련 다양한 법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일상생활 속에서 법과 보다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1. 연수에서 습득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내용을 이해한다.
2.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법적 권리를 찾게 한다.
3. 게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법과 친숙해 질 수 있게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영상자료, PPT 자료, 보드판, 매직, 표찰(명찰)
■ 강

사 : 법교육 전문가 또는 법교육 강사

1. 어렵고 딱딱한 법률 조항보다는 다문화가정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춘다.
2. 문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게 실제 활용도가 높은 법률 상식을 중점적으로 출제하
도록 하며, 이혼이나 재혼 등의 부정적인 문제보다는 가급적 다문화가정의 화목과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한다.
3. 귀화 예상 문제도 출제함으로써 귀화 시험 준비 기능도 함께 충족하도록 유도한다.
4. 본 연수 과정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법적 지식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중간에 패자부활전 코너를 통해 다시금 재도전의 기회를 갖도록 지도한다.
6. 가족들의 흥미와 관심을 최대한 유발하도록 하고 시상을 통해 격려하도록 한다.

- 284 -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어려운 법률 내용과 그동안 연수 기간에 배웠던 중요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퀴즈 형식을 통해 흥미롭게 진행함으로써 법과 제도에
보장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말한다.
 참여 가족들은 다문화 관련 다양한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도록 한다.

법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중요 내용 소개
 본 연수과정에서 학습한 법교육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준다
(단 체험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제외한다).
(주요 핵심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주요 내용을 PPT 자료나 유인물을 통해 전체에게 공지하고 이 중에서 골든벨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필요하면 사전에 연수생들에게 배부하여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일정 시간의 준비 시간을 부여한다.

법, 골든벨을 울려라!
 우선 골든벨이 진행되도록 준비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
(보드판과 펜, 명찰 등을 준비하고 컨닝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정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골든벨의 진행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2-3명의 진행 요원을 배치하여 진행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한다.)
 문제는 O, X나 주관식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도록 한다.
 중간에 다양한 게임을 통해 패자들도 다시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중간 중간에 이벤트를 통해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하고 응원전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연수원 관계자를 참여시켜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고 재도전의 기회도 부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최종 1인자를 선발하고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문제는 연수원장이 직접 문제를 읽고 풀도록 하며, 전체적인 정리 멘트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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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벨을 울리게 되면 푸짐한 상품과 시상을 해주고 격려한다.
(다문화 골든벨 왕관을 제작하여 씌워주고 격려하며, 소감을 들어본다.)

1분 스피치, 자신 있게 말한다!
 다문화가족 연수프로그램을 듣고 느낀 점과 하고 싶은 말을 자신 있게 1분 스피치를
통해 발표하도록 한다.
 1분 스피치 내용은 연수 과정이나 프로그램,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사회 제도나
관련 법률 개선, 사람들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하게 제시한다.
(혼자서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되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한다.)
 강사는 자신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참여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배웠던 법교육과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재미있는 골든벨 퀴즈 형식에 맞추어 풀어봄으로써 다소나마 다문화가족 관련 법 내용과
친숙해질 수 있기를 당부한다.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법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일상생활 속의 다문화가족 관련 법적
문제의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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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주요 법 내용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의 취득은 출생, 인지, 귀화의 3가지 방식에 의해 가능하다. 우
리나라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경우에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적법에서 정한 조건과 인지 또는
귀화 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간이귀화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
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
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
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
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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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
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
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
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
민법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정조 의무를
지며, 일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그 일방과 이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공동의 불행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
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의 성과 본의 선택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와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자
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
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
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
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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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수 있다.

법정 상속 인정
상속이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자칫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
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특별보호를 위하여 청구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2003년 9월 15일 개정된「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2003. 9. 15. 공포) 부칙 제1조 제6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부칙 제3조).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차별 예방과 사회 적응 및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문화가정 및 자
녀가 우리사회에서 적응하도록 국어교육, 직업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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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
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헌법의 외국인 지위 보장
우리 헌법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6조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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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
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자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②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집단권의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외국 이주민과 그 자녀는 자신의 공동체가 가진 고유한 삶의
양식을 유지하며 살 권리, 즉 “집단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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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0조 인종, 종교, 언어의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은 소속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한 종교를 신앙하고 고유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2. 다문화 법, 골든벨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귀화 시험 관련 문제 등)
【○ , X 문제】다음 사례가 맞으면 ○, 틀리면 X 표시하시오!
1. 외국인 근로자 ○○○와 한국인 여자 □□□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출생
하자마자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X)
2.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와 국제 결혼하여 한국에서 1년간 살면서 아이
를 1명 낳았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은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X)
3.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와 국제결혼했지만, 혼인신고없이 자식을 낳고
부부처럼 10년 이상 살아 왔다면(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정조의 의무가 있다. (○)
4.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와 국제 결혼하여 혼인신고없이 자식을 낳고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갑자기 한국인 남편이 사망했다. 이 경우에 외국인 아내
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X)
5.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최□□씨는 3년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이혼하였고, 자녀 2명은 외국인 여성 ○○○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몇 년 뒤에 이 외국인
여성은 다른 한국인 남성 박◇◇씨와 재혼하였다. 이 경우에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을
박씨로 변경할 수 있다.

(○)

6.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에 취직하여 일한다.
이 여성은 매월 생리통이 심하여 사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장은 생리를 이유로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깎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장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X)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8.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에 취직하여 일한다.
그런데 사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직원에 비해 월급을 더 적게 주었다. 이 사장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X)
9.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10. 국내에 있는 20세의 외국인은 그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
권을 갖는다. (X)
11.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직장 상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X)
12. 2010년 최저임금 금액은 4,110원이다. (O)
13. 노동종합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번이다. (O)
14.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O)
15.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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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민국 보물 1호는 동대문이다. (O)
17.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정약용이다. (O)
18. 한글날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에 해당한다. (X)
19. 조선시대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측우기라고 한다. (O)
20.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O)
21. 중학생은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을 경우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X)
22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하고, 제3조는 대
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O)
23. 대한민국은 고종황제가 채택했던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취하고 왕국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국’을 합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였다. (O)
24.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삼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삼균주의란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교육적 평등을 의미한다. (O)
25. 카이로 회담(1943년)과 포츠담 회담(1945년)으로 독립국가 수립을 꿈꾸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갈 수 밖에 없었다. (O)
26. 6.25 전쟁 이후 미·소 양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O)
27. 나라의 기틀을 세울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을 뽑아야 했고, 1948년 5월 10일 선
거를 통해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O)
28. 우리 건국헌법의 모델이 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유진오와 권승렬이다. (O)
29.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해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O)
30.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 1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주관식 문제】다음 사례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은 무엇인가? (헌법)
2.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에 취직하여 일한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사장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라며 외국인 여성에게 술을 따르
도록 강요하고 음란한 농담을 하여, 이 여성은 매우 불쾌하였다. 이런 경우 사장의 행위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성희롱 )
3. 외국인 근로자 ○○○는 한국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4년째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선거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무
엇이라고 하는가? (투표권 또는 선거권)
4.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과 그 자녀가 한국에서도 베트남의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집단권)
5. 현재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얼마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한가? (6개월)
6.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연장을 함께 해야 하는가? (90일)
7. 결혼이민자는 거주 자격으로 몇 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으면,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는가? (2년)
8. 영주자격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어느 곳을 방문하여 영주자격을 신
청할 수 있는가?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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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어느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가정법원)
10.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
고하여야 하는가? (1개월)
11.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30일)
12.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남기게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유류분)
13.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
는가? (가정폭력)
14.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
15. 대한민국의 보물 1호는? (동대문)
16. 대한민국의 국회가 위치해 있는 서울의 지명은? (여의도)
17.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명박)
18.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
19.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연도는? (1950년)
20.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
21.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무엇인가? (홍익인간)
22. 우리나라와 일본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섬은? (독도)
23.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총 몇 년을 다니는가? (12년)
24. 음력으로 5월 5일이며 창포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는 명절은? (단오)
25.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안익태)
26. 우리나라 헌법이 태어난 날은 언제인가? (1948년 7월 17일)
27.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
28.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9.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 연령은 몇 세 이상인가? (19세)
30.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은? (직접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31. 우리나라 헌법은 총 몇 차에 걸쳐 개정하였나?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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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다문화교육과정 프로그램

제1차시 국경일과 태극기 달기
제2차시 명절로 배우는 다문화
제3차시 놀이로 배우는 문화
제4차시 사물놀이와 국악체험
제5차시 게임으로 배우는 한국어
제6차시 요가 사랑 부부 사랑
제7차시 함께하는 댄스 스포츠 축제
제8차시 부부 이해 훈련
제9차시 다문화 가족 역할극
제10차시 가족 화합 한마당
제11차시 자녀교육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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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 국경일과 태극기 달기
나라의 국경일과 기념일을 자세히 아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은 우리의 국경일과 기념일을 잘 모르며 생활합니다.
따라서 이 활동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기념일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태극기
게양 방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존중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국경일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의 특성과 탄생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1.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다.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경일 간 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고유성을 이해한다.
3. 국경일과 기념일, 태극기 사용 방법을 통해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국경일 관련 자료, 태극기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스케치북, 매직(5개),
태극기 만드는 재료
■ 강

사 : 행정안전부 관련 공무원 또는 태극기 소장가(수집가)

1.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을 중심으로 그 유래, 의미, 노래, 국기 게양법 등을 상세하게 지
도한다.
2. 우리나라 국경일과 세계의 국경일을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되
그 우월 여부를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3. 국경일 게재 홈페이지에 미리 접속하여 월별 각종 국경일과 기념일 정보를 검색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한다.
4. 태극기를 직접 그리고 제작하여 상황에 맞게 게양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5. 세계의 국경일을 살펴보고 각국의 국기도 함께 제작해 봄으로써 국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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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기념일의 유래와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태극기 게양
방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존중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른 나라와 국경일도 함께 살펴보고 배우자(결혼 이주민) 국가의 국기도 직접 만들어
보며 각 나라의 특성과 탄생 배경 등을 이해함은 물론 국가의 고유성과 소중함도 이해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경일 비교하기
 우리나라 국경일 중 하나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직접 관람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
(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3.1절이나 제헌절 기념식 장면을 감상한다.)
 외국의 국경일 관련 행사 영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한다.
(중국의 국경절, 대만의 쌍십절, 필리핀이나 태국의 국경일 영상 자료를 직접 제시하면서
함께 그날의 풍경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국경일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 자세하게 배워본다.
(국경일 노래를 먼저 듣고 무슨 국경일인지 알아 맞춰 보도록 유도한다.)
 해당 국경일 노래를 들으면서 국경일의 유래와 의미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해당 국경일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경일 행사를 서로 비교해 보고 다양한 풍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본다.

우리나라의 월별 기념일 검색하기
 기념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기념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
(한글날 기념식 장면이나 홍보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본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기념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월별 주요 기념일에 대한
정보를 찾도록 한다.
 주요 기념일의 주요 행사 내용과 주관 부처를 직접 파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의 기념을 함께 생각해보고 다양한 풍속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
(설날의 연휴 풍경과 음식, 세배, 민족 이동 풍경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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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및 아시아 만국기 함께 만들기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를 파악한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도 함께 들어본다.)
 준비된 준비물로 태극기에 직접 색을 칠해서 만들어 본다.
(시간을 고려하여 준비된 태극기 문양에 직접 색칠만 해 보도록 안내한다.)
 태극기의 게양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만든 태극기로 국경일에 태극기를 직접 게양
하는 방법을 익혀본다.
(국경일에 어떻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국기를 사진 자료로 제시하고 결혼 이주민이 속해 있는 국가의 국기를
함께 제작해본다.
(사진 자료들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국기를 보여주고, 배우자(결혼 이주민)가 속한
국가의 국기를 직접 찾아서 그려보도록 한다.)
 제작한 국기를 서로 연결하여 만국기를 만들어 함께 흔들어 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도록 한다.
(외국 국기 게양 시 유의사항이나 특이점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본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기념하는 각종 기념일들을 제정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각 기념일에는 나름대로 문화적 의미도 담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태극기
게양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평상시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올바르게 게양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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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국경일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9)이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공포하였다. 1949. 5. 24 행정부가 3·1절,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같은 해
6. 2 제헌국회로 이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 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
복절로 명칭을 수정하여 합의한 후, 같은 해 9. 21 제5회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였
으며, 2005.12.29 동 법률을 개정하여 한글날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한글날을 제외한 국경
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며(제헌절은 '08년부터 공휴
일에서 제외),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다.

3·1절(3월 1일)
3·1절(三一節)은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 주최로 기념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의미로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2010년에 유관순 순국90주기를 맞는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단다. 3·1 운동은 민족자결주의와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간디의 비폭력주의·불복종 운동과 중화민국의 5·4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47
년 3·1절에는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찰의 발포사건(제주 3·1절 발포사
건)이 일어났다. 3·1절에는 종종 폭주족이 과속 운행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때는 특히 경찰의
단속이 심해진다.
○ 3.1절 노래

정인보 작사 /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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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양력 7월 17일
이다. 1948년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그 다음 해
(1949년)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5
년 6월,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
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
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단다.
○ 제헌절 노래

작사 정인보 / 작곡 박태준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광복절(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여 항복하게 되어
한반도가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
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
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1949년 10월 1일〈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국기인 태극기를 단다. 2003년 이후, 뉴라이트에 의해서 현재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미 1919년 대한민
국은 건국되었고 동시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가 1948년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인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년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광복절노래

작사 정인보 / 작곡 윤용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벗 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개천절(10월 3일)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날짜는 10월 3일이다. 단군이 한국 최초의 고대국
가인 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로부
터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태조때 그때의 조선과 분류하기 위하여 "고조선" 으로 이름에
차이를 두었다. 개천절이 국경일로 처음 제정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또는 상해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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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더불어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였다. 이
는 당시 단군을 우리 시조로,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보는 보편화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이어져 1948년 9월 25일 '연호
에 관한 법률'에서 단군기원 즉 단기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법제화하고, 1949년 10월 1일
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다. 이날을 개천절이라고 처음 이름을 지은 것은 대종교를 중광한 나철이다. 대종교에서는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천절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부터 한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부르며 제천행사를 치렀다. 제천의 핵심은 제천
의식이다. 이 날은 하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국조의 뜻을 다시 상
기하였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고조선 멸망 후,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
맥의 무천(舞天), 마한과 변한의 계음(契飮) 등의 행사로 계승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도
단군신앙을 이어나갔다. 개천절은 나라의 가장 큰 축제의 날로 이날은 다함께 천제를 지낸
후,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놀았다고 한다.
○ 개천절노래

작사 정인보 / 작곡 김성태

1.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2.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3.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다시리 목단 앞에 삼천필 곱다

이날이 시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이날이 시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2. 미국의 독립기념일

[자료: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장면]
미국은 1869년 연방회의에서 헌법 100년 기념제를 제정하였으며, 7월 4일을 독립기념일
로 지키고 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자유 민주국가를 건설한 뜻 깊은 날로서 미국 최대의
축제일이다. 자유 민주국가를 건설한 뜻 깊은 날을 축하하는 각종 행사와 퍼레이드가 곳곳
에서 열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남가주에서만 70개 이상 지역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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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국경절
[자료1] 중국 국경절 (해방중국) 60주년 열병식 동영상(2009.10.01)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8607409&q=%C
1%DF%B1%B9%20%B1%B9%B0%E6%C0%FD
[자료2] 건국 60주년 중국 국경절 행사
(http://blog.naver.com/lc191/91044693)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국가건국일도 각각 다르다. 그
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쌍십절을 중국의 국경일로 알고 있다. 그것은 해방 이후 약 50
년간 타이완과 국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은 모택동이 천안문에 올라
가서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포한 날이다. 즉 현 중국의 개국기념일
인 것이다. 그후 1949년 12월 3일 중앙 인민 정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매년 10월 1일
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포한 날로 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국경일로 한다.”고 결의를 하
였다. 따라서 중화 인민 공화국은 그 후부터 매년 10월 1일을 국경절로 하기로 하였다. 매
년 국경절을 맞아 중국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학교나 관공서는 물론이고 길거리
곳곳에 각 상점들도 모두 저마다 크고 작은 오성홍기(五星红旗 - 중국 국기의 명칭) 를 달
아놓고 국경절을 맞이한다. 중국인들에게 매년 10월 1일 국경절은 날씨가 안 좋기로 유명
하다. 비가 내린 적도 많았고, 항상 흐리고 얄궂은 날씨가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를 TV와 선
생님의 말씀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국경절에 행해지는 행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위
에빙시, 한국 발음으로 하면 바로 열병식이다. 해마다 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서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천안문 앞은 장관을 이룬다. 천안문 앞은 당연 통제와 검열이 아주
살벌할 정도로 이루어질텐데, 엄청난 인파와 통제가 두려워 감히 그곳에 갈 엄두는 내지 못
하고, 학교 캠퍼스 내의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4. 대만의 쌍십절
10월 10일(쌍십절)은 중화민국(현 타이완)의 건국기념일이다. 중화민국은 옛날의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정권의 연속이다. 중국 민족의 지도자 쑨원(손문)은 1911년 10월 10일 무창
(武昌)에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신해혁명을 일으켰고 이에 성공을 하여 수천년을
이어온 왕정을 없애고 민주공화정치의 중화민국을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1949년 12월 7일 모택동에 패하여 수도를 대만으로 천도
하게 된 후로 10월 10일(쌍십절)을 국경일로 하게 된 것이다. 매년 이날이면 정부가 주최하
는 축하 행사가 이루어진다. 또 홍콩, 마카오 등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주최하는
축하 행사들도 행해지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중화가에서는 축하행렬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쌍십절의 상징]

[중화민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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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리핀의 주요 공휴일과 축제

국민의 힘 기념일(People’s Power Day)이다. 필리핀 국민의 평화적 힘에 의해 마르
2월 24일

코스 독재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퀘죤시의 에드사가 국민혁명의
주 무대였다.

2월 26일

디아 데 잠보앙가(Dia de Zamboanga)이다. 기독교인과 회교도인들을 위한 행사로서
과거 스페인 시대의 전통과 회교도들의 전통이 행사 중에 소개된다.
용사의 날(Day of Valor )이다. 바타안 기념일(Bataan Day)이라고도 부른다. 제 2차

4월 9일

세계대전 당시 미-필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처참했던 전투를 되새기는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바훅 바후간 사 막탄(Bahug-bahugan sa Mactan)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

4월 27일

마젤란이 막탄 섬에 상륙해서 막탄 섬의 추장 라푸 라푸와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목숨을 잃은 역사적 상황이 막탄 섬의 해변에서 재현된다.
플로레스 데 마요 산타크루잔(Flores de Mayo Santacruzan)으로서 이 기간 중에는

5월 1일-30일 필리핀 여기저기서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행렬이 오후와 밤시간에 진행된다. 하얀
옷을 입은 소녀들이 성모마리아 상을 장식한다.
카라바오 축제(Carabao Festival)로 이틀 간에 걸쳐 펼쳐지는 이 축제는 농부들을
5월 14일-15일

보호한다는 ‘산 이시드로’ 성자를 찬양하기 위한 축제이다. 5월 14일 오후에 농부들은
각자의 카라바오를 장식해 긴 행렬을 이루어 교회 마당으로 모여든다. 이 행사는
불라칸, 누에바 에시자 그리고 리잘 지방의 몇몇 마을에서 행하여진다.

6월 12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서 국가 공휴일로 군대의 행렬이 펼쳐진다.

6월 23일

마닐라의 날(Manila Day)이다.
파테로스 강 축제(Pateros River Fiesta)로서 마닐라 근교에 있는 파테로스는 오리

7월 29일

양식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 마닐라에서 소비되는 ‘발룻’(부화단계에 있는
오리알)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이 축제는 이곳 지역의 발룻 공급자들의 생명을 위협
했다는 전설적인 악어를 없애 버린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10월
10일-12일

잠보앙가 헤르모사(Zamboanga Hermosa)로서 잠보앙가시를 수호한다는 성인 ‘누에
트라 세 뇨라 델필라’를 찬양하는 행사로 이 기간 중에는 여러 종교의식과 문화행사,
전시회 및 미스 잠보앙가 선발대회가 열린다.
만성절(All Saint’s Day)로서 국가 공휴일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이

11월 1일

만나 가족이나 친척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로 가서 밤을 지새우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무덤가에는 수많은 촛불과 꽃들로 장식을 해놓아 매우 인상적이다.

11월 30일

12월 30일

보니파쇼 기념일(Bonifacio Day)로서 국가 공휴일이다. 필리핀의 영웅들을 기리는
날로 특히 카티푸난 혁명의 주도자인 안드레스 보니파쇼를 기리는 날이다.
리잘 기념일(Rizal Day)로서 국가 공휴일이다. 1896년 12월 30일 스페인 정부에
의해 처형된 필리핀의 국민영웅 호세 리잘 박사를 기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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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국과 베트남의 국경일
태국에서 7월 7일은 아싼하 부차 데이(ASALHA BUCHA DAY)로서 부처님이 처음 설법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대표적인 태국의 국경일이다. 8월 8일 카오 판사 데이(KHAO
PHANSA DAY)는 안거에 들어가는 날로 많은 기념행사들이 열린다. 태국 국경일에는 음주,
가무 금지되는 날이 있다고 한다. 빨간날은 공휴일(토.일 겹치면 월요일까지 쉬는날)이고 검
정색은 왕궁에서만 행사한다고 한다. 국왕생일(12/5), 어머니날(왕비생일)(8/12)은 음주, 가
무를 못하게 되어 있다. 베트남의 국경일은 공식 휴일로서 1월 1일은 새해 1일이며, 음력 1
월 1일은 설날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4일간 휴일이다. 4월 30일은 해방 기념일(미국전 승전
기념일)이며, 5월 1일은 국제 근로의 날(노동절)이며, 9월 2일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독립
의 날이다. 구정설에는 베트남인들도 세배돈을 준다. 꼭 세배를 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작은
봉투에 10,000동 50,000동 100,000동권을 준비하였다가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특히 4월달 해방기념일과 9월달 독립기념일때 각 한달 간은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
고 심하게 단속을 많이 한다.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기념일
월
3

주요 국경일
1일-삼일절

주요 기념일
1일-삼일절, 3일-납세자의 날, 15일-상공의 날, 22일-물의 날,
23일-기상의 날
1일-향토 예비군의 날, 5일-식목일, 7일-보건의 날, 13일-임시정부수

4

립 기념일, 19일-4.19 혁명 기념일, 20일-장애인의날, 21일-과학의
날, 22일-정보통신의날, 25일-법의날, 28일-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일
1일-근로자의 날, 5일-어린이 날, 8일-어버이 날, 14일-식품안전의

5

날, 15일-성년의 날, 스승의 날, 18일-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19일발명의 날, 25일-방재의 날, 31일-바다의 날

6

5일-환경의 날, 6일-현충일, 25일-6.25 한국전쟁의 날

7

17일-제헌절

17일-제헌절

8

15일-광복절

15일-광복절

9

1일-통계의 날, 18일-철도의 날
1일-국군의 날, 2일-노인의 날, 3일-개천절, 8일-재향군인의 날,

10

3일-개천절

9일-한글날, 15일-체육의 날, 20일-문화의 날, 21일-경찰의 날,
24일-국제연합일, 28일-교정의 날, 31일-저축의 날

11
12

3일-학생의 날, 9일-소방의 날, 11일-농업인의 날, 17일-순국선열의
날, 30일-무역의 날
3일-소비자의 날, 25일-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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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월 1일)
하루 공휴일이며, 태극기를 게양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뜻 깊은 날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새해의 첫날 설날과는 다르게 서양식 달력에 의한 첫날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낸다는 의미로 1월 1일이 되는 정각 12시에 타종을 울린다. 해돋이를 가거나 지인들에게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한 살 더 먹었다는 의미로 새해 아침 떡국을 먹는다.
식목일(4월 5일)
온나라, 온국민이 나무 심기를 하는 날. 마침 청명, 한식과 겹쳐 성묘를 많이 간다. 공휴일
이지만 국기는 게양하지 않는다.
석탄절(석가탄신일, 음 4월 8일)
불교의 교조(敎祖) 석가모니(釋迦牟尼,Sakyamuni)가 중인도 히말라야 남쪽 기슭 가비라성
에서 성주 정반왕과 왕비 마야의 태자로 B. C 623년 룸비니 동산 무우수(無憂樹)아래에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이날은 공휴일로써 불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연등행사가 치뤄진다.
어린이 날(5월 5일)
미래의 우리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공휴일. 국기는 게양하지
않는다.
현충일 (6월 6일)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의 넋과 그 가족을 위로하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국군의 날 (10월 1일)
한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
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는 온나라 온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태극기를
계속 게양하고 있다. 공휴일은 아니다.
한글날(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9일이다. 이 날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기인 태극기를 단다.《세종실록》에는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으로 쓰여 있다. 이를 근거로 1926년 지금 한글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 날을 ‘가갸글’
이라는 당시 한글에 따라 제1회 ‘가갸날’로 불렀다.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 지어준
뒤인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9
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훈민정음이 쓰인 1443년(세종 25년) 음력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5일을 조선
글날로 제정했다.
성탄절 (12월 25일)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기념일. 기독탄신일, 예수 성탄대축일, 크리스마스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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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경일 및 기념일 비교
일본의 국경일

비교

1월 1일

정월 초하루

(한국의 양력 설날)

1월 둘째주 월요일

성인의 날

한국과 달리 성인식이 있다.

2월 11일

건국기념일

(한국의 개천절)

3월 21(혹은 20일)

춘분의 날

(한국의 춘분)

4월 19일

녹색의 날

(한국의 식목일)

5월 3일

헌법 기념일

(한국의 제헌절)

5월 4일

국민의 휴일

5월 5일

어린이 날

7월 셋째주 월요일

바다의 날

9월 셋째주 월요일

경로의 날

(한국의 어버이날)

9월 23일(혹은 24일)

추분의 날

(한국의 추분)

10월 10일

체육의 날

11월 3일

문화의 날

11월 23일

근로 감사의 날

12월 23일

일본 왕 탄생일

(한국의 어린이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주요 국경일과 기념일을 비교해 봅시다.
월별

한

국

중

국

일

본

1월

신정, 정월대보름

신년

오쇼가쓰, 성인의날

2월

설날(음력)

춘년(음력), 원소절(음력)

건국기념일

3월

삼일절,

부녀절

춘분

4월

식목일, 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식절, 청명절

식목일

5월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동절, 청년절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어머니날,

6월

근로자의 날
단오(음력), 현충일

단오(음력), 아동절

7월

제헌절, 칠월칠석

건당절, 건군절

8월

광복절

다나바타, 중원, 바다의날
원폭기념일, 오봉, 종전기념일

9월

추석(음력)

교사절, 중추절(음력)

오쓰키미, 경로의날, 추분

10월

개천절, 한글날

국경절, 중앙제(음력)

체육의 날

11월
12월

문화의날, 시치고산, 근로의날
천왕탄생일, 성탄일,

동지, 성탄일, 제석(제야)

오오미소까노히(제야)

두 나라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
두 나라도 서로 다른 국경일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일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의 성인의 날은 한국에도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국민 전체의 축일 중 하나이다. ‘어
른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을 축하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 날이나 전날인 일요일에 일본 전국에서는 각 시와
마을 단위로 새로 성인이 된 사람들을 초대하여 성인식을 행한다.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8월의 일본식 추석 연휴 때 성인식을 행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기모노인 후리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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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검은 색 양복을 입거나 와후쿠라고 불리는 남성 기모노를 입기도 한다. 일본의 바
다의 날은 한국에는 없는 국경일이다. 바다의 날의 취지는 바다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해양국 일본의 번영을 기린다는 것이며 경축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바다의 날을 축일로 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고 한다. 또한 한
국과는 다르게 천황의 탄생일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23일은 아키히토 천황의
탄생일이라고 한다. 녹색의 날인 4월 29일은 쇼와천황의 탄생일이며 문화의 날인 11월 3일은
메이지 천황의 탄생일이다. 유난히 국경일이 많은 4월말과 5월초는 ‘골든위크’라고 하여 약
일주일 이상을 쉬는데 각 기관이나 단체, 혹은 지역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게 조정하기도 하고,
대체휴일이라고 하여 중간에 낀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해외
여행을 하는 일본인들도 많다고 한다.

1. 태극기 함께 그려보고 색칠하기

① 가로 세로 3:2 의 비율로 백색의 직사각형을 그린다.

② 가상의 대각선을 그린다.

③ 대각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지름이 세로길이의 1/2인 원을 그
린다.

④ 원안의 대각선을 4등분하여 4등분된 길이가 반지름이 되게
태극모양의 반원을 각각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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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태극의 형태에 빨강(상) 파랑(하)의 색을 칠한다.

⑥ 태극으로부터 대각선상 태극지름의 1/4 만큼 떨어져서 각 사괘
의 전체형태를 그린다. 각 사괘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하여 그
리며 또한 대각선에 직각을 이루게 하여 그린다.

⑦괘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하며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
로 한다. 괘의 너비는 태극 지름의 3분의 1(깃면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 사이
는 태극지름의4분의 1(깃면너비의 8분의 1)을 띄운다. 괘의 구성부분은 효로 하되, 그 효
의 너비는 괘너비의 4분의 1(깃면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⑧괘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완성한다.

2.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의 4괘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만물이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발전하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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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그 중
건은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은 땅을, 감은 물을, 이는 불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태극기는 그 후 널리 보급되었으나 도형의 통일성이 없어서 사괘와 태극
양의(太極兩儀)의 위치를 혼동하여 사용해오다가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되었다.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① 국기의 게양일과 시간: 국경일·국군의 날·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각급학교 등은 연중 국기를 게양한다.
② 경축할 때: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대문에 세울 때는 문 밖에서 보아 왼
쪽에 곧게 세운다.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하여 베란다 오른쪽에 세운다.
③ 조의를 표할 때: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반기(半旗)를 단다. 깃대가 짧을 때는 깃대의
한중간에 단다.
④ 외국기와 같이 달 때: 태극기를 최우선의 위치에 단다. 태극기와 외국기 하나를 같이
세울 때는 좌우에 따로 세우거나 서로 엇갈리게 한다. 좌우에 따로 세울 때 태극기는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세우고, 서로 엇갈리게 할 때는 태극기의 기폭은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 하고 깃대는 밖으로 가게 한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
홀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단상을 향해서
왼편이 둘째, 오른편이 셋째, 그 밖으로 왼편이 넷째, 오른편이 다섯째의 차례로 달며,
짝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왼편 첫째로 하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오른쪽
으로 차례차례 단다.
⑤ 기폭만 달 때: 바로 달 때는 건을 왼쪽 위로, 감을 오른쪽 위로 오게 한다. 늘여서 달
때는 건을 오른쪽 위로, 이를 왼쪽 위로 오게 한다. 확대해서 늘여달 때는 길이와 나비를
3:2의 비율로 하고, 실내 벽면이나 건물 정면 등에 깃면을 길이로만 늘여서 달 때는 늘인
부분을 깃면과 같은 흰색으로 한다.

3. 태극기의 게양 방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
한다.

국경일 또는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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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게양 및 강하 요령
-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
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 되며, 깃면의 너비
(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수 있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려
단다.
-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 달며, 국기를 외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4. 아시아 국가들의 국기-출신국 국기 만들기에 활용

대한민국

네 팔

동티모르

라 오 스

레 바 논

말레이시아

몰 디 브

몽 골

미 얀 마

바 레 인

방글라데시

베 트 남

부 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 리 아

싱가포르

멘

오

만

요 르 단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

도

인도네시아

카 타 르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 라 크

이

란

중화인민공화
국

카자흐스탄

키프러스

파키스탄

예

타

이

타지키스탄

필 리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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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터

키

일

본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경일과 기념일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주요 국경일과 기념일을 비교해 봅시다.

각 나라마다 공통적인 기념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각 나라마다 설날, 추석, 성탄절 등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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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 명절로 배우는 다문화
다문화 가정에서 내국인 부모와 남편(아내) 및 자녀들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남성)이 우리
나라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과 부적응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명절에 대해 잘 몰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족끼리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명절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한국인으로₹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사회에서의 4대 명절과 이와 관련된 음식문화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한다.
2. 이주 여성(남성)의 국가의 명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3. 명절증후군 없애기 행동강령을 만들어 명절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15가정 / 50명
■ 소요시간 : 120분(60분 활동 / 60분 발표)
■ 장

소 : 대강당

■ 준 비 물 : 필기도구, A4용지, 설날 차례상 음식 모형, 명절 음식 그림
■ 강

사: 다문화교육 전문가(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상담사)

1. 문화의 차이에 대해 우열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명절 문화에 적응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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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수업방향 및 목표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 전통 때문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
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사회의 명절과 음식, 다문화 가정 중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남성)의 출신 국가의
명절을 서로 조사하면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남성)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과
부적응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알려준다. 또한 명절증후군 없애기 행동강령을 만들어 명절 때 발생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명절 때 모이는 친척과
가족호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안내한다.

4대 명절 완전학습
 먼저 모국이 다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게 한국 사회에서의 명절에 관한 느낌과 이미
지를 말해보도록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남성)이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주면서 명절이란 무엇이며 한국사회의
4대 명절이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한다.
 모형을 통해 설날 차례상 차리기 내용을 학습하며 국제결혼 이주 여성(남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공유하도록 한다.
 활동지를 배부한다.
 4대 명절에서 행해지는 음식이 무엇인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퀴즈를 통해 정답을 알아보고 4대 명절과 명절에 먹는 음식들에 대해 정리해주도록 한다.

내 동반자의 명절문화 이해하기
 뉴스 동영상을 통해 내 동반자의 명절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1) 다문화 명절 관련 동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15778
2）중국의 명절 이동 동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91644
 활동지를 배부한 뒤,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다음으로는 돌아가면서 다른 국적을 가진 남성(여성)이 나와 고국 명절 및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도록 한다.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명절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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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 작성을 통해 한국 명절문화와 다른 나라의 명절문화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다 작성했으면 적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한다.

명절증후군 없애기 행동강령
 명절증후군이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본다.
 명절증후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를 경험해본 가정이 있는지 물어본다.
 남성에게도 명절증후군을 겪고 있는지 물어본다.
 강사용 지도 자료를 참고로 하여 명절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명절증후군을 예방하는
10가지, 즐거운 명절 위한 국민건강수칙 등을 제시해 준다.
 우리 가정이 만들 수 있는 명절증후군 없애기 행동강령을 작성해보도록 한다.
 활동지 작성 후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가족 호칭 알기
 결혼 후 시댁의 명절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호칭을 몰라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각 가족별로 경험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게 하고 어려움과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는 대로 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아내가 시댁에 대해, 남편이 처가에 대해 부르는 호칭에 대해 물어본다. 도표를 보여주며
가족과 친족의 호칭을 알려주며 익혀 자신 있는 명절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명절 때 만나는 친척의 호칭을 적어 발표하게 하며 서로간의 의견을 나눈다.

 오늘의 수업목표와 함께 수업내용을 다 이해하였는지 확인해본다.
 오늘의 수업내용 중에서 흥미 있고 재미있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우리와 함께 사는 국제결혼 여성(남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비록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가족임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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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이란?
명절은 옛부터 계절에 따라 의미 있는 날을 정해 놓고 기념하는 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명절이 있다.
1

설날(元日, 음력 1.1)

새해의 첫날

2

정월대보름(上元,음력 1.15)

새해의 첫 보름

3

한식(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양력 4월 5, 6일쯤 되는 날

4

초파일(初八日, 음력 4.8)

석가탄신일(釋伽誕辰日)

5

단오(端午, 음력 5.5)

수릿날

6

유두(流頭, 음력 6.15)

7

백중(伯仲, 음력 7.15)

백종(百種)

8

추석(秋夕, 음력 8.15)

한가위, 가윗날, 중추절(仲秋節)

9

동지(冬至, 양력 12.22경)

유일하게 절기에도 포함하는 날

맑은 물에 목욕하고 하루를 정결하게 보내는 날로 유두
는 맑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

2. 4대 명절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다. 산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올리는 풍속은
설날 아침, 한식, 단오, 추석 네 명절에 행한다. 술, 과일,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
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명절 하례 혹은 절사(節祀)라 한다.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룻날. 일년 중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친다. 이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니만큼 복되고 탈 없는 한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행해진다.

한식
동지(冬至)을 지난 후 105일째 되는 날을 일컫는다. 한식은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를 기준
으로 하여 정한 명절이기 때문에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들고 양력으로는 매년 4월 5일이나
6일 무렵에 들게 된다. 한식(寒食)에는 글자 그대로 찬 음식을 먹는다. 이는 이 날은 비바람
이 심해서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었다는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중국 진나라의 충신 개자추
(介子推)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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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
여자들은 단옷날 ‘단오비음’이라 하여 나쁜 귀신을 쫓는다는 뜻에서 창포를 삶은 물로 머
리를 감고 얼굴도 씻으며, 붉고 푸른 새 옷을 입고 창포뿌리를 깎아 붉은 물을 들여서 비녀
를 만들어 꽂았다. 남자들은 창포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는데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단옷날 아침 이슬이 맺힌 약쑥은 배앓이에 좋고, 산모의 약, 상처 치료에 썼다. 또 단
옷날 오시(午時)에 목욕을 하면 무병(無病)한다 하여 ‘단오물맞이’를 하고 모래찜을 하였다.
이 밖에 단오 절식으로 수리취를 넣어 둥글게 절편을 만든 수리취떡(車輪餠)과 쑥떡 ·망개
떡 ·약초떡 ·밀가루지짐 등을 먹었고, 그네뛰기 ·씨름 ·탈춤 ·사자춤 ·가면극 등을 즐겼다.

추석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그 성과의 많고 적음을 살펴 진 쪽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아 승자를
축하하고 가무를 하며 각종 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가배(嘉俳)라 하였다.

3. 명절음식 알아보기
설날

가래떡

떡국

한식

쑥떡

쑥단자

수리취떡

단오

앵두편과 앵두화채

애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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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누름적

송편

4. 설날 차례상 차리기

차례 상 놓는 순서
1열 : 떡국은 우측에 술잔은 좌측에 차린다.
2열 : 육탕, 소탕, 어탕의 순으로, 합탕을 해도 무관하다.
3열 : 어동육서 (서쪽부터 육적, 어적, 소적 순)
4열 : 좌포우혜 (좌측 끝에는 포, 우측 끝에는 수정과)
5열 :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오른쪽, 흰 과일은 왼쪽)
조율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으로) 놓지만 각 지방이나 가정의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례상 준비시 유의점
ㆍ복숭아와 삼치, 갈치, 꽁치 등 끝에 ‘치’자가 든 것은 쓰지 않는다.
ㆍ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을 하지 않는다.
ㆍ국물 있는 음식은 건지만 쓴다.
ㆍ붉은 팥은 안 쓰고 흰 고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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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에 관한 기사

"명절음식 만들며 한국말 배워요"

[앵커멘트]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베트남 이주 여성들에게 명절음식
상차림을 가르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송편 빚는 법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한국어학당에 다니는 베트남 새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
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 상차림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배울 음식은 송편
과 오미자화채. 강사의 설명에 따라 소를 꼭꼭 채우고 정성껏 모양을 냅니다.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걷히자 제법 모양을 갖춘 송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 도에 트홍,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오늘 배워서 나중에 집에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인터뷰 : 장웨 응아벗,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너무 재미있
어요."
[기자]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도 한 마디 배웠습니다. 이국에서 온 며느
리들을 가르치려고 마을 어른들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인터뷰 : 이경례,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우리 문화도 가르치지만 딸 같고 손녀
같고 그런 게 보람 있죠."
[기자]외국인 이주 여성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이웃과 정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YTN 김지선[ssunkim@ytn.co.kr입니다.
[YTN 2008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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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앞둔 중국, 최대 규모 인구이동 시작

<8뉴스>
[앵커] 중국의 가장 큰 명절도 음력설, 즉 춘제
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사람들도 고향으
로 향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이
동이 시작되는 중국 분위기를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베이징 기차역은 춘제를 고향에서 지내려는 귀성객들로 인산인해 입니다. 동
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기차를 타고 사, 나흘이나 걸릴 정도로 넓다보니 중국의 춘
제 연휴는 일주일이 넘습니다.
[가오홍샤/귀성객] “긴 시간 기차 타고 힘은 들겠지만, 고향의 가족들을 본다는 희
망에 즐겁습니다.”
[기자]중국 당국은 이번 춘제를 전후해 40여 일 동안 움직이는 연 인원이 21억 명
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시열차를 대폭 늘려 편성하고 전세기를 추가 배치
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에 들어갔지만₹엄청난 귀성객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리더취안/귀성객] “4, 5일을 기다렸는데 표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기는 하는데 답답합니다.”
[기자]귀신을 쫓고 행운을 기원하는 춘제의 전통 놀이, 폭죽 터뜨리기가 중국 전역
에서 일제히 시작되면서 공안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지난해 춘제 연휴 기간에만
폭죽놀이로 만 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백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폭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은 불량 폭죽에 대한 대대적인 단
속에 들어갔지만 춘제 폭죽놀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
니다.
이기성 keatslee@sbs.co.kr
[SBS 2007년 02월 16일]

2. 각국의 주요 명절
일본의 명절
○ 오봉(おぼん)
'오봉‘은 양력 8월 13일부터 15일 사이의 명절로 일본의 추석이다. 오봉은 불교 행사로
조상의 영혼이 이승의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라 생각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하는 사람이 많다. 오봉에는 '유카타'를 입고 '봉오도리'라는 춤을 추며 여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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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즐긴다. 오봉은 지역이나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루어진다. 7월 7일(칠
월칠석)에 조상의 산소에 가서 벌초하고 불단을 정비한다. 그리고 8월 15일이 되면 가족 모
두가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가족의 대표가 꽃과 공물을 산소에 바치고 참배한다. 그리고 돌
아가는 길에 선조의 영혼을 집으로 모시고 간다. 이것이 ‘조상맞이 행사’이다. 다음으로 8월
16일에는 ‘ 조상 보내기 행사’를 한다. 조상신이 다시 산소로 잘 돌아가도록 문 앞에 등을
바꾸어 달고서 조상신을 떠나보낸다. 조상을 모시고 왔던 기간 중에 불단에 올렸던 공물은
조상을 보내는 날 거두어 새끼로 만든 주머니에 담아 가족의 안녕을 빌며 강물에 실어 보내
고, 불꽃을 쏘면서 조상신을 하늘로 돌려보낸다.
○ 오쇼가쯔(お正月)
‘오쇼가쯔’는 일본 최대의 명절로서 양력 1월1일부터 3일까지의 설
날이다. 일본은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설날을 지낸다. 오쇼가쯔는
새해 첫날 조상신을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으로

소나무와 곡

식으로 장식한 가도마쯔(門松)를 문 앞에 세운다. 또한 시메카자리(締
め飾り)라는 장식물을 현관이나 부엌 입구에 메달기도 하였다. 설날에
[일본식 떡국]

는 라는 일본식 떡국인 오조니(お雜煮)와 오세치(お節)라는 설날 특별

음식을 즐긴다. 그리고 새해 첫날 새벽에는 하쯔모데(初詣)라고 하여 신사를 참배하고 소원
을 비는 행사를 한다. 설날 음식인 오조니와 오세치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다. '오조니'는
일본식 떡국으로 야채, 생선, 고기 등으로 만든 장국에 떡을 넣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오
세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모아 놓은 것인데, 반드시 말린 멸치, 토란이나 고구마 등이 있
고, 그 외 검정콩, 청어알, 다시마말이, 야채조림 등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설날에는 중국
전래의 탕약을 일본 술에 담그어 만든 ‘오도소'를 마시며 액운을 물리치고 풍년과 건강하게
기원한다. 오도소는 연장자가 젊음을 받아 마셔서 오래 젊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원하는
의미에서, 연소자부터 연장자 순으로 마신다.

중국의 명절
○ 춘절(春節)
춘절(춘지에)은 중국의 음력설로서 중국에서 가장 성대한 전통명절이다. 춘절은 은상시기
에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것에서 유래했
다. 양력1월1일을 원단이라고 했고 음력 1월 1일을 춘절이라고 불렀다. 해마다 음력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를 ‘춘절을 맞이하는 날’ 또는 ‘먼지 터는 날’이라 부르고, 춘절이 오기
전에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전통 관습이다. 춘절 기간에는 문 앞
에 붉은 바탕에 노란 글자로 여진 춘련, "복"자, 재물신과 문신상을 붙이고 등롱을 건다. 집
안에는 색채가 다양하고 함의가 상서로운 그림을, 창문에는 아름다운 종이 오림을 붙인다.
또한 춘절 기간에는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이 있다.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나쁜 운수를 가져
다주는 상상속의 동물, 즉, ‘년’(年)이 있었다. 그런데 년이 오면 초목이 시들고 죽어가며 년
이 가면 만물이 생장하고 꽃들이 만발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리면서 년이 놀라
서 물러가게 했다. 섣달 그믐날 밤에 모든 가족들이 자지 않고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서 술
을 마시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북쪽지역에서는 그믐날에 물만두를 먹는 풍습이 있고 남쪽지
역에서는 설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 북쪽 사람들은 제야에 온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고
밤샘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다. 만두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넣는데 동전을 넣거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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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땅콩, 대추 등을 넣어 만들었다. 만두에서 동전을 먹으면 돈을 벌고 설탕을 먹으면 한해
가 달콤해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해가 되면 가위나 칼등의 물건은 행복이나 여러 가
지 행운을 자른다 하여 집 안에서 멀리 숨겨놓고 악귀를 쫒아낸다는 의미로 온가족이 나와
서 폭죽을 터트린다. 폭죽은 말 그대로 대나무를 터트린다는 의미인데 옛 중국인 들은 정월
1일에 집 마당에서 사람들은 산조와 악귀들이 밝은 빗과 터지는 소리를 두려워 한다는 사
실을 알고 정월 1일 앞마당에서 온 식구가 모여 대나무를 터트려 산조와 악귀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터트려 뿔이 넷 달린 괴물, ‘산조와 악귀’를 쫒았다. 이런 춘절 풍습이
오늘의 춘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설날 아침에는 일반적으로 종자(주먹찬밥), 설떡,
국수, 탕원을 먹고 주로 만두를 해먹는다. 만두에는 동전이나 대추를 넣기도 하는데, 동전은
부자가 되라는 의미고 대추는 여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월대보름 음식 : 위엔샤오(元宵)]

[지아오즈(餃子)]

○ 중추절
중국의 중추절(쭝치우지에)는 한국의 추석과 같이 음력 8월 15일
수확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8월 15일이 가을의 중간에 있기 때문
에 중추절(中秋節)이라 불려졌으며, 고대 달력에서는 8월을 ‘중추’
라고 불렀으므로 중추절을 ‘쭝치우지에’라고 불렀다. 또한 밝고 맑
은 보름달이 단결과 화목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원절(團圓
節)이라고도 불렀다. 옛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달의 둥금과 이
[위에빙]

지러짐으로 ‘슬픔과 기쁨, 이별과 상봉’을 표현하였고 타향살이 나

그네는 달에 애틋한 감정을 시로 담아내기도 하였다.
옛날 왕가에서는 봄에 해, 가을에 달에 제사 지내는 제도가 있었고 민가에서는 중추절에
달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중추절에 달구경하는 풍속은 당나라 때에 특히 번성했
다. 송, 명, 청나라 때에는 궁궐과 민간 사회에서 달에 제사하고 달

구경하는 행동이 나라

전체의 큰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중추절에 달이 떠오르면 밖에 월병, 석류, 대추 등으로 제
사상을 차려 놓고 달에 제사를 지낸 후 집안 식구가 상에 둘러앉아 갖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달구경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에서 그런 배월 풍습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
중추절의 전통음식인 월병은 원형 모양으로 ‘모임’을 상징하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
리에 모이는 염원을 나타낸다.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전통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주원장은 한족을 거느리고 원나라의 폭정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는데 8월 15일에
일제히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월병 속에 소식을 담은 쪽지를 넣어 선물을 하듯 월병을 전하
는 방법을 사용했다. 중국의 월병은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고 품종이 증가되
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각기 다른 외관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가정에서 월병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월병을 사서 주위 사람들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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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토
테토는 베트남 최대의 명절로 음력설이고,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전통적인 농민의 봄 축제
이다.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전통 요리로 식탁을 장식한다. 설 전날 여러 가지 전
통음식을 장만하고 새해 맞을 준비를 한다. 새해 첫날에는 가족이 집안에 둘러앉아 자정을
기다리며 얘기를 많이 한다. 자정이 넘어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기 위해 절에 기도하러 간다.
베트남 사람들은 새해 첫 날이 1년을 좌우 한다고 생각해서, 첫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베트남에서는 수박이 익은 정도로 한해를 예측하였다. 설날에는 집집마다 수박을
준비하는데 수박을 잘랐을 때, 갈라진 수박 가운데의 빨갛게 익은 정도를 보고 한해의 길흉
을 점친다. 빨갛게 잘 익으면 다복할 것이라 믿었다. 또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녹두와 돼지
고기를 넣은 찹살 떡인 ‘바인쯩’을 바나나 잎에 싸두었다가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가정마다
추석빵(Banh Trung thu)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아이들은 밤이 되면 롱덴(Long
den)이라 불리는 별 모양의 등을 들고 다닌다. 또한 용과 비슷하게 생긴 길다란 모양의 탈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춤을 추며 뒤에는 배가 불룩한 옹디아(Ong Dia)라 불리는 지신(地神)의
탈을 쓴 사람이 따른다. 이 무리들은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채를 받는다. 예로부터 이
무리들이 집을 지나가면 행운이 깃든다 하여 집주인들은 이들에게 복채를 주었다.
○ 부란(Vu Lan)
부란은 음력 7월 보름에 실시되는 불교 명절이다. 이 날에는 죽은 영혼들이 집을 찾는 날
이라 생각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특히 견우(Nguu Lang: 응우랑)와 직녀(Chuc nu:
직느어)의 사랑 이야기가 베트남에도 구전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이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리
는데, 이 비를 견우와 직녀의 눈물로 생각한다.

퍼 보 (소고기 국수)

반미 바게뜨빵

필리핀의 명절
한국의 명절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 명절이라고 한다면, 필리핀의 명절은 대부분
카톨릭에서 유래한 명절들이다.
○ 부활절(Ester Sunday)
필리핀에서 부활절은 국민적인 명절이다. 부활절 직전 목, 금, 토요일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 부활절의 시작은 엄숙하고 거룩하게 시작하는데 이를 성주간(Holy Week)이라 한다.
성주간이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각종 축제가 행해진다. 성주간의 첫날은 종려주일(Palm
Sunday)이라 부르며, 코코넛 잎으로 장식을 만들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는 행렬
이 이루어진다. 성 수요일에는 여러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행렬을 지어 온 마을을 걷는 행
사를 한다. 성 목요일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 미사가 거행되고 이 미사 이후에도 밤새도록
성채 예배가 행해진다. 성 금요일에는 예수의 고난을 재현하고 성 토요일에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미사가 이루어진다. 부활 주일(Easter Day)에는 ‘살본’이라는 행사가 이루어진다.
천국의 문을 상징하는 글로리에타라 불리는 아치에서 예수와 마리아의 만남을 재현하고 이
후 각종 미사가 성대하게 행해진다.
몽골의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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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강사르(tsagaan sar)
몽골의 차강사르는 우리나라의 음력설과 같은 명절이다. 몽골에서도 양력과 음력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력 1월 1일은 신질(shine jil: 신년)이라 부르고, 음력 1월 1일을 ‘차강사
르’라고 한다. 차강사르 때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웃어른과 친구들에게
세배하러 다닌다. 차강사르는 ‘하얀 달’이라는 뜻인데, 그 기원은 흰색은 행복과 맑음을 상징
하거나 젖의 분비와 번식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몽골에서는 2월에 봄이 시작되는데,
봄은 우유와 유제품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몽골 사람들은 이 날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 우선 많은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겔, 가축 우리 등을 깨끗이 청소
한다. 가족들은 수백개의 buuz(찐만두)를 만들고 새 옷을 만들거나 산다. 그리고 가장 살찐
양을 잡고 하등과 꼬리를 삶아서 명절 내내 먹는다. 차강사르 전야를 ‘바툰’(Bituun)이라고
부르며 묵은해의 마지막 정찬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오점이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정오에 여자가 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음식-삶은 하등, 전통
과자, 배레스(버터, 설탕 건포도를 넣은 밥), 전통 유제품(아룰르, 토스)-으로 상을 차린다. 이
모든 음식을 그 날 저녁에 별이 빛날 때 먹는다. 다음날에는 전통에 따라 아침에 모든 사람
들이 일찍 일어나 해 뜨는 것을 본다. 새해에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각 사람은 ‘새해의
걸음’"을 한다. 태음력은 태어난 해와 올 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가를 정한다는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새해 인사를 나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겔의 북쪽에 앉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하닥(파란 비단천)을
손위에 올려놓고 인사한다. 그리고 그 파란 비단천 위 은사발에 우유를 담은 다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드린다.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과 새해 인사를 할 적에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올려드리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두 볼에 키스해주거나 서로 볼을 갖다 대면
된다.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 또한 차강사르 때에는 노래를
많이 부른다. 안주인은 차를 순서대로 드리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다.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부르며 노래 부른 것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진다.
○ 나담 축제 (Naadam)
나담 축제는 유목민이었던 몽골인의 오래된 축제였다. 초기에 나담은 산, 바위, 강의 신에
게 제사하는 종교 의식과 유사했었는데, 현재는 해마다의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몽골 국
민의 혁명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되었다. 축제의 개회는 나담 운동장에서 개최되며 군인, 운
동선수 등의 행진이 있다. 나담 축제 기간에는 몽골의 3대 전통 스포츠인 말타기, 씨름, 활
쏘기를 겨룬다.

1. 명절증후군이란?
명절 증후군은 대한민국에서 명절이 다가왔을 때 가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주부들이
겪는 현상이다. 실제 병은 아니며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맏아들의 며느리거나, 같이 할 형제, 자매가 없는 집의 주부들이 음식 장만 및 설거지
등 뒤처리에서 평소보다 늘어나는 가사를 매년 겪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웠던 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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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명절. 그러나 즐거운 보낸 후 후유증인 ‘명절 증후군’을 호
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서울 신촌 연세병원이 2007년 2월 설날 후 2주일 내에 병
원을 찾은 내원환자를 조사한 결과, 허리 디스크(46%), 무릎 관절염(32%), 어깨 통증
(12%), 기타(6%), 목통증(4%) 순으로 신체 질환을 호소했다. 또한 주부 우울증, 상대적 박
탈감 등 심리적 고통까지 가중 된 환자도 많았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당연시
여겼던 일로 인해 몸과 마음에 탈이 나기 쉽다.

2. 명절 관련기사

“복지부, 추석연휴 명절증후군 해소”
대부분의 주부가 명절연휴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목에는 뭔가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
지며 가슴도 답답해지는 등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일어
나는 명절증후군을 경험한다. 가사노동에 부담을 느끼는 주부들 70~80%가 명절 때 스트
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장시간 차를 타고 고향길 가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평소보다 늘어나는 육체적 노동도 힘겹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명절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업무에 대한 집중장애·졸리움·피로감 등의 증상을 가진다. 명절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무엇
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밝고 즐거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5일간의 추석연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석맞이 국민건강수칙 10가지'를 권장하고 있다.
<즐겁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기 위한 국민건강수칙 10가지>
1. 주어진 가사노동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 특히,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경우 명절을 기회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오랜 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취한다.
-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휴식 중에는 스트레칭을 한다.
3. 가족이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한다.
- 장보기·상차림·청소 등에 가족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휴식을 취한다.
-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주부를 위하여 가족구성원이 따뜻한 격려와 마음의 배려를 한다.
4. 경제적인 명절준비로 부담을 줄인다.
- 음식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은 물론 음식낭비로 인한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5. 가사노동 중에는 주위사람들과 흥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풀도록 노력한다.
6.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가족과 함께 전통놀이를 하도록 한다.
7. 적절한 휴식으로 육체적 피로를 줄인다.
8. 명절연휴 이후 심인성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만성적 우울증을 예방한다.
9. 금연·음주량 줄이기·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한다.
10. 불우이웃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출처링크 http://www.pharmstoday.com/paper/news/view.php?newsno=39345&..
[ 메디&팜스투데이 200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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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도

2. 가족 호칭
자신에 대한 호칭
저·제

웃어른이나 대중에게 말할 때

나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자기 쪽을 남에게 말할 때

아버지에 대한 호칭
아버지

직접 부르거나 대화 중 지칭할 때,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일컬 때

아버님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상대방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가친

자기의 아버지를 남에게 일컫는 한문식 호칭

춘부장

상대방의 아버지를 일컫는 한문식 호칭

선친,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일컫는 한문식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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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대한 호칭
어머니

직접 부르거나 대화 중 지칭할 때, 남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일컬 때

어머님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상대방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자친

자기의 어머니를 남에게 일컫는 한문식 호칭

자당

상대방의 어머니를 일컫는 한문식 호칭

현비

지방이나 축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쓸 때

대부인

상대방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일컬을 때

그 외 호칭
아내가 시댁에

남편이 처가에

아내와의 관계

아내가 부르는 호칭

남편과의 관계

남편이 부르는 호칭

시할아버지

할아버님

장인

장인어른(아버님)

시할머니

할머님

장모

장모님(어머님)

시아버지

아버님

아내

여보, 자네

시어머니

어머님

아내의 오빠

형님

남편

여보, 당신

아내의 언니

처형

남편의 누님

형님

아내 오빠의 아내

형님

아내의 여동생

처제

도련님(미혼)
남편의 남동생
서방님/시아주버님(기혼)
남편의 누이

아가씨

아내 남동생의 아내

처남의 댁

남편 형의 아내

형님

아내 언니의 남편

형님, 동서(연하)

남편 남동생의 아내

동서

아내 여동생의 남편

동서, **서방

남편 누나의 남편

서방님

고모

시고모, 시숙

고모부

시고모부

이모

시이모

이모부

시이모부

4,6촌 형제

4,6촌 시아주버님
4,6촌 시동생

5,7촌 당숙

5,7촌 시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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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명절과 음식 잇기
-어느 때 먹는 음식일까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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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명절증후군 없애기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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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 이해 징검다리

다른 나라와 한국 명절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와 한국 명절의 공통점은?

내가 오늘 새로 알게 된 명절은?

내 동반자 나라의 명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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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호칭 알아보기

아버지의 여자 형제

●

● 자형, 매형

아우의 아내

●

● 고모

딸의 남편

●

● 제수

형의 부인

●

● 시숙

누이의 남편

●

● 사위

누이동생의 남편

●

● 매제

남편의 형, 시아주버니

●

● 동서

남편형제의 아내

●

●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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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 놀이로 배우는 다문화
세계 전통 의상과 민속놀이 체험 활동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각 나라의 민속의상과 민속놀이,
민속춤을 비교 체험해 봄으로써 의상, 춤과 놀이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도록 합니다.

1. 세계의 다양한 전통의상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2. 각 나라의 춤과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한다.
3. 문화의 비교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갖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야외 운동장 또는 소강당

■ 준 비 물 : 영상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민속놀이 도구, 스케치북, 매직(5개), 춤관련
소품, 대나무
■ 강

사 : 민속놀이 연구가 또는 다문화교육 강사 2인

1. 세계의 음악과 춤을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세계의 다양한 민속 의상과 놀이를 소개하고 각각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3. 세계의 민속 의상과 놀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4. 민속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전통놀이는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문화를 느껴보도록 하고
그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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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세계 각 나라의 민속의상과 놀이를 비교 체험해 봄으로써 의상과 놀이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실제 민속의상 착용과 놀이 체험을 통해 관심을
갖도록 하며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특히 세계의 주요 음식과 필리핀 등의 춤과 음악을 감상하면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전통 놀이 체험
 팽이치기, 공기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닭싸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10개 이상의 베이스를 만들어 돌면서 모든 활동을 모두
체험한다. 각 베이스마다 게임 방법을 담당 선생님께 듣고 활동하도록 한다.

세계의 민속 의상 체험
 의상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민속 의상을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사진 자료와 함께 일부 민속 의상을 직접 착용해 본다.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낌 점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세계의 전통 놀이 체험
 전통 놀이가 갖는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전통 놀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일부 전통 놀이를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직접 체험해 본다.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한국 전통 춤 사위 익히기
(강강술래 동영상을 보여주기)
 춤사위를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해 보도록 한다. 대형도 잘 생각하며 따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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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나무 춤 익히기
(필리핀 대나무 춤 동영상 상영)
 한 동작씩 따라 배워본다.
 4명씩 짝을 지어 음악 없이 스텝과 동작을 익혀본다.
 필리핀 대나무 음악과 함께 춤을 춘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과 민속놀이, 춤을 함께 체험한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
에도 전통 의상과 춤, 민속놀이가 존재하고 각각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가 있음을 확인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
전통의상과 민속놀이를 세계화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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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자치기
자치기 놀이는 한국에서 예로부터 동네의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편을 갈라 즐겨하던 소박한
놀이이다. 긴 막대기(약 3-40센티, 두께 지름 2센티), 짧은 막대(약 10센티, 두께 지름 2센티),
두드려 칠 때 반동을 얻기 위해 양 쪽 끝을 비스듬히 깎아 만든다.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눈다, 공격은 흙바닥에 작은 구멍을 파고 큰 자로 작은 자를 날린다, 수비가 날아온 자를
공중에서 잡으면 된다, 수비가 받지 못한 작은 자가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를 큰 자로 세워
그 숫자만큼 점수로 택한다.
제기차기
어린이들이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는 놀이다. 제기는 구멍 뚫린 동전이나 엽전을 질긴 한
지나 미농지, 비단 등으로 접어서 싼 다음, 양 끝을 구멍에 꿰고 7-8센티 정도의 숱이 달리게
그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너풀거리게 한 것인데, 주로 겨울철에 많이 노는 놀이기구이다.
제기차기는 한 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는 ‘땅강아지(맨제기)’, 두발을 번갈아 차는
‘어지자지(양발차기)’,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 ‘헐랭이(발 들고차기)’ 등이 기본적인 방법
이고, 그 밖에 제기를 뒤로 차올리거나 발 등 바깥쪽으로 차는 뒷발차기, 차올린 제기를 입에
물었다 다시 차는 물지기, 제기가 귀 위까지 올라가는 귀위 차기, 키를 넘게 올려 차는 키
지기, 차서 머리 위에 올렸다가 다시 차는 언지기, 무릎으로 차는 무릎차기 등이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로서 여러 명이 모여 가위, 바위, 보로서 지는 사람이 술래가 된다. 술래는
어떠한 물체(기둥, 벽 등)에 얼굴을 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은
약 10미터 거리에서 빨리 술래 쪽으로 발을 옮겨 간다. 이때 술래가 노래를 다 하고 뒤를
돌아 볼 때 발을 옮겨 놓다가 들키는 사람은 빠지게 된다.
닭싸움
따로 훈련시킨 닭끼리 싸움을 붙여서 이를 보고 즐기거나 내기를 거는 추석의 민속놀이다.
싸움닭에게는 현미, 시금치, 번데기, 미꾸라지, 쇠고기 등의 특별음식을 주며 먹이를 높이
매달아 놓고 닭이 뛰어 올라 쪼아 먹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목이 길어지고 다리에 힘이 붙기
때문이다. 경기장의 크기나 싸움 방법 등은 곳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기장은 지름
180센티, 높이 100센티의 규모이고 경기 시간은 1시간이다. 닭은 무게와 경력에 따라 윗
닭과 아랫 닭으로 나누며, 정한 시간 안에 윗 닭이 이기지 못하면 진 것으로 친다. 닭싸움
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인도차이나반도에서도 성행한다.
이 밖에 다양한 민속놀이
사방치기, 동애따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널뛰기, 가마놀이, 깨끔질놀이, 그림자놀이, 땅
빼앗기, 눈싸움, 다리헤기, 딱지치기, 독장수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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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동영상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4579A595F896DF4ADFAC091
1B1A8BFA391D4&outKey=V12106d260bf5a5cd9ba545152de61bff7645cbbc3388713fe9
b445152de61bff7645
연 만들기
* 방패연 만들기

1. 종이(창호지, 백지, 3첩지, 닥지 등)를 물에 축여 다림질해 질기게 만든 다음 가로, 세로
2:3의 비율로 재단한다. 보통 연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60cm 정도이다.
2. 재단한 종이는 맨 윗부분에 머릿살을 싸서 접을 만큼 여부(2~3cm 정도)을 두고 한가운
데를 둥글게 오려 내 방구멍(바람구멍)을 낸다.
3. 잘 마른 댓가지를 얇게 다듬어 뼈대(머릿살은 다섯 뼈대 중 가장 실하게, 허릿살은 가장
가늘고 약하게, 중상, 장살은 중간 굵기)를 만든다. 종이 맨 위 여분 밑으로 머릿살을 붙
인 다음, 나머지 뼈대를 방구멍 중심점에 교차시켜 허릿살 → 중살 → 장살순으로 댓살
안쪽을 풀칠해서 붙인다. 머릿살 양쪽 끝과 장살 위쪽 끝은 활벌이 줄을 매기 약간 튀어 나
오게 한다.
4. 맨 위 여분 종이로 머릿살을 싸바른다. 뒤집어서 앞면에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써넣
고 꼬리나 발을 달아 장식한다
5. 연 위쪽 머릿살과 장살이 겹쳐진 양쪽 끝을 20도 가량 휘어지게 활벌이줄을 맨다. 나머
지 살이 앞으로 15도 가량 불룩하게 휘어져야 연이 잘 뜬다. 나머지 윗줄, 가운데 줄, 아
랫줄을 맨 다음 네 가닥 한곳에서 묶어 목줄을 만들고 그 끝에다 연줄을 연결한다. 윗줄
은 A, B 각 지점에서 꽁숫구멍까지, 가운데줄은 방구멍 중앙에서 윗줄, 아래줄을 위로
당겼을 때 팽팽하게 되도록, 아랫줄은 꽁숫구멍에서 A나 B까지, 꽁숫구멍은 방구멍 중앙
과 연하단 중간에서 조금 내린 지점에 연결한다.
* 가오리연 만드는 법
1. 종이를 정방형이나 마름모로 재단한다.(보통 연 크기는 가로, 세로
30cm 정도 안에서 조절한다)
2. 뒷면 가운데에 중살을 붙인다.
3. 허릿살을 양쪽 모시리 끝으로 휘어서 댓살을 세운 채로 붙이고 모서리
종이로 싸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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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와 댓살 사이가 뜨는 곳은 풀바른 종이조각을 발라 준다.
5. 뼈대 붙이기가 끝나면 앞면에 색을 칠하거나 색종이를 오려 붙여 장식한다.
6. 아래꼬리는 5cm 넓이의 긴 종이 끝을 가위질하여 앞면에서 붙이되 귀꼬리는 20~30cm,
아래 꼬리는 2~3m 정도 길이로 한다. 바람이 꼬리를 타고 흘러 연의 균형을 잡아준다.
7. 윗줄은 중살과 허릿살이 교차되는 지점에 댓살과 할께 묶고, 아랫줄은 위꼭지에서 윗줄
묶은 만큼 간격을 아래 꼭지에서 띄워 묶어 준다. 줄 길이는 위아랫줄의 가운데를 잡고
뒷꼭지와 아랫꼭지에 닿는 길이로 하되 아랫줄이 조금 긴 상태에서 목줄을 묶어준다.
출처 : Daum 지식

민속놀이 종류
놀이명
비석치기
투

호

딱지치기

놀이 내용
상대편이 세운 돌을 자기 돌로 던져 많이 쓰러뜨리는 팀이 이긴다.
한 명이 5개의 활을 던져 가장 많이 병에 넣은 사람이 이긴다.
딱지를 쳐서 상대방의 딱지를 뒤집으면 이긴다.

준비물
비석 40
투호, 투호통
2-3개
딱지 50

조원들(5~6명)이 제기를 찬다. 연습시간 3분을 준다. 그리고 실제 2번의
제기차기

기회를 준다.
2번 중 1번이라도 조원들의 제기차기 갯수가 12개를 넘겼을 때 스티커

제기 20

1개, 15개를 넘겼을 때 스티커 2개를 준다.
한 발을 두 손으로 잡고 상대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을 놓게 하여 승부를
닭 싸 움

결정함. 조별로 1대1 경기를 하여 승리자가 많은 팀이 승리. 인원수가 다를
경우 1명이 두 번 경기를 함. 무승부 시에는 대표자 경기로 결정.

화살50,
항아리5
삽, 큰 빗자루

1. 의생활을 통한 문화 이해하기(동영상 자료)
-아시아 문화한마당(http://channel.pandora.tv/channel)
-중국 운남성 중띠엔(http://blog.naver.com/bora5759/90027163769)
-인도 전통 의상과 장신구(http://netv.sbs.co.kr/movie/movie.jsp?ucc_id=10000249556)

2. 아시아의 주요 국가별 민속 의상
한국(도포와 장의, 곤복과 치적의, 관복과 군복)
우리 민족은 북방계 유목 민족으로 기마와 수렵에 적합하고 온몸을 감싸며 보온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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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옷을 주로 입었다. 귀족층은 중국의 의복을 모방하였으나, 서민층은 상고시대의 형
태를 유지하였고, 염색하지 않은 옷을 많이 입어 백의민족이라 하였다.
중국(치파오, 중산복)
광활한 영토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옷이란 청나라 때부터 입기 시작한 만주
식 호복으로 치파오라 한다. 치파오는 차이나칼라의 원피스로서 둥근깃과 통소매이며 앞에
는 단추가 있고 말타기 좋게 양 옆구리를 터놓았다. 중산복은 쑨원(손문)이 생활에 편리하
게 고안한 옷으로 쑨원의 호인 중산에서 유래되었다.
일본(기모노)
기모노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겨드랑이를 꿰맨 간단한 것이었으나
염색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형태와 색·무늬 등이 바뀌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귀족 중
심의 헤이안 시대에 일본 풍토에 적합한 기모노가 만들어졌으며 가마쿠라시대는 천하통일을
목표로 각지에서 권력 쟁탈이 반복되었던 시기로 복식이 활동적이고 간소하게 변화했다. 기
모노는 주로 검은색이나 여성의 기모노는 색상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다.
베트남(아오자이, 논과 아오자이)
동남아시아의 고원지대와 열대성 기후를 가진 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
다. 54개의 서로 다른 인종과 중국인, 프랑스인으로 구성되나 주요 민족은 비엣족으로 84%
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의 전통의상은 아오자이로 ‘아오’는 옷, ‘자이’는 길다의 뜻으로,
‘긴옷’을 가리킨다.
필리핀(바롱 타가로그, 루손섬 북부 의상)
아시아 대륙 동남부에 위치하며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루손, 민다나오와 비사
야 제도의 일곱 개 ,민다전체 면적의 96%를 차지한다. 42개의 인종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
가이다.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83% 정도이며, 기독교, 이슬람교, 토속신앙, 도교, 불교의 영
향을 받았다.

태국(파신, 사바이, 파 춘가벤)
동남아시아 중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를 갖고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다민족국가이며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도네시아(카신, 케바야, 바틱)
많은 섬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승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의 영
향을 받았다. 16세기 네델란드의 영향을 받았으며 바틱이라는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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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각국의 민속 놀이
필리핀의 판타란탄
실내에서 즐기는 게임으로 더운 이 나라에서는 저녁때가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공원이나
광장에서 이 게임을 즐긴다.
인도의 치이탈, 치이타
치이탈이란 인도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반점이 아름다운 노루를 말하며 치이타는 인도의
왕후귀족이 노루나 산양을 잡기 위하여 훈련시킨 표범의 일종이다.
파키스탄의 서클턱
실내, 실외 어디서나 가능한 놀이이며 10-50명이 즐길 수 있는 술래잡기 놀이다.
일본 돌차기
돌차기의 도형은 세계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칸 속에 돌을 던진 후 외발
또는 두발로 뛰어가서 한손으로 돌을 줍거나, 한발로 다음 목표에 차면서 전진하는 게임은
거의가 비슷하다. 이 놀이를 일본 어린이는 이시게리라 부르고 미국은 팟치 또는 홉스콧치
라 부른다. 보통 땅바닥에 흰 선을 그리고 지름 3-5센티의 납작한 돌을 사용한다.

2. 외국 놀이와 한국 놀이 비교표
국가명
파기스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놀이명

한국의 놀이

걸리단다

자치기

서클턱

수건돌리기

가찬코

진놀이

이시게리(돌차기)

사방차기

무르게인 라라이

닭싸움

치이탈, 치이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파수쿠

동애따기

비오비연

뜯어내기

텀바프래소

깡통차기

판타란타

삼팔선

세틀콕차기

제기차기

와투줌

가위, 바위, 보

기니핸기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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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강술래
추석날 밤이나 정월 대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둥글게 돌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민
속놀이다.
유래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 등 서남 해안 지방에서 전해 오는 민속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8호로 지정되었다. '강강술래'를 '강강수월래' 또는 '强羌水越來(강강수월래)'로 쓰는 일도 있
으나, '강강술래'가 일반적이다.
'강강술래'는 "주위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강'은 '둘레, 주위'의 뜻을 가진 전라도 방언이고,
'술래'는 '순라(조선 시대에 도난 및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을 순찰하던 군졸)'에서 온 말로
서 '경계'라는 뜻이다.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
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이 창안했다는 주장과 선사 시대의 풍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순신 장군 창안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수군을 이끌고 전라남도 해남에 머물 때 조선
군의 수가 매우 적어 왜군이 쳐들어올 경우 막아 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순신은 마을 부
녀자들을 모아 남자 옷을 입히고 해안 지대의 산 주위를 빙빙 돌게 하여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고 한다. 한자로 '强羌水越來(강강수월래: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
다)'라고 쓰기도 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사 시대 기원설은 선사 시대 사람들
이 달밤에 축제를 벌이며 노래하고 춤추던 풍습에서 비롯된 민속놀이라는 주장이다. 예로부
터 우리 민족은 달이 밝은 추석날이나 정월대보름날(음력 1월 15일)에 축제를 벌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고, 이러한 풍습 중 하나가 강강술래라는 것이다.
특징
노래·무용·놀이가 섞인 부녀자들의 놀이로, 추석날 밤에 주로 하지만, 정월대보름날 밤에
하기도 한다. 부녀자들이 넓은 공터나 바닷가에 모여 손을 잡고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둥
글게 돌며 춤을 추는데, 노랫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지어 부를 수도 있
으며, 가락 또는 빠르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방법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형을 이루며 빙글빙글 돈다. 이 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선창
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강강술래를 합창한다. 선도자의 인도대로 원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
갔다가 나오고, 좌우로 이동하거나 소라 모양으로 말렸다가 풀리는 등 여러 가지 춤 동작이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느릿한 동작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빠른 동작으로 흥을 돋운다.

2. 필리핀 전통 대나무춤 티니클링
티니클링은 3/4박자 리듬에 맞추어 두 개의 긴 대나무 막대를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바닥을 두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대나무 막대를 피하면서 대나무 안팎으로 뛰며 춤을 추는
필리핀의 민속춤이다. '티니클링'이란 목과 다리가 길고 점잖게 걷는 새의 이름이다. 이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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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쌀을 미끼로 해서 이 새를 새틀로 잡으려고 하지만 먹이만 먹고 피하는 새의 동작을 표
현한 춤이다.

춤추는 방법

1, 2박자에는 양발을 대나무
안에서 점프하고, 3박에 대나무

출처: 전북 남원 사매초등학교

1, 2박에 대나무 안에서

1박에 대나무 안에서

오른발로 홉하고, 3박에 대나무

오른발 홉, 2박에 왼발 홉하고,

밖 왼쪽에서

3박에 대나무 밖 오른쪽에서

왼발로 홉한다.

오른발로 홉한다.

밖 쪽으로 벌려 뛴다.

티닝클링 동영상 사이트 주소: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320574DA976883296872CFD1
6766B889B280&outKey=V1283597b6303ed829fb18d4cf4806e23be6650a8427cd25e5a7
b8d4cf4806e23be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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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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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시 사물놀이와 국악 체험
세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문화구성원이 우리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물놀이와 국악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찾아보고 전통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
함과 함께 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사물놀이의 주요 악기와 작동 원리를 파악한다.
2. 국악 체험 활동을 통해 국악의 문화적 특징과 전통 문화를 이해한다.
3. 사물놀이와 국악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 (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징, 꽹과리, 북, 장구
■ 강

사 : 국악(사물놀이) 연주 전문가 또는 난타 연주가

1. 사물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한다.
2. 국악과 판소리 중에서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만을 엄선하여 소개한다.
3. 사물놀이 악기 미니어처를 직접 제작하여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진행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사물놀이와 국악과 유사한 각 나라의 전통 음악과 악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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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와 국악이 갖는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그 우수성을 직접 느껴보고자 한다.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장인정신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생각해 본다.
 사물놀이와 국악 체험 요령과 미니어처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물놀이 직접 체험하기
 사물놀이 시연 장면에 대한 동영상을 관람한다.
 가능하다면 사물놀이 연주팀이 직접 시연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사물놀이에 참여하는 여러 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연주해 본다.
(시범 조교들이 몇 가지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여준다.)
 사물놀이 장단과 함께 배워보고 직접 체험해 본다.
 직접 사물놀이 공연을 진행해 보고 그 속에 담겨진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사물놀이를 소개한다.
(사물놀이 장면 동영상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사물놀이에 참여하는 여러 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연주해 본다.
(사진 자료나 실물 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연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물놀이에 담겨진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해 보도록 한다.
(각 나라마다 이와 유사한 전통 놀이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한다.)

민요 따라 불러보기
 우리나라 민요를 소개하고 직접 들려준다.
 민요도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직접 공연 테이프를 들려주거나 강사가 한 소절을 불러주도록 한다.)
 ‘아리랑’, ‘옹헤야’를 함께 배워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
(아리랑은 소개 차원에서 알려주고, 신나는 옹헤야를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한다.)
 각 모둠별로 자신 있는 민요를 선정하여 함께 따라 불러본다.
(가장 잘 부르는 팀에게는 시상하고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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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배워보기
 우리나라의 판소리의 한 장면을 직접 들려준다.
(영상자료를 통해서 들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불러줘도 된다.)
 판소리 ‘흥부가’, ‘춘향전’ 등의 명대사를 함께 배워본다.
 판소리 한 소절을 직접 불러보며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본다.
(가장 잘 부르는 팀에게는 시상하고 격려한다.)

국악기 미니어처 만들기
 우리나라 국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연주해 본다.
(가야금, 거문고, 장구, 징, 북, 꽹가리 등을 소개하고 연주한다.)
 장구, 가야금 등의 미니어처를 직접 만들어본다.
(미니어처 제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며 제작 시 유의사항이나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직접 제작 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장인정신을 생각해본다.
(자신이 제작한 국악기 미니어처를 가져가도록 한다.)
 이와 유사한 각국의 악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와 국악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다.
 단지 음악이나 악기 차원이 아니라 문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또한 각 나라에도 많은 유사한 전통놀이와 악기들이 있는 만큼 서로 비교해 보고
각각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문화 이해의 시간이 될 것을 당부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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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놀이 동영상 및 사진 장면
[자료1] 동영상 장면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0952691&q=%BB%E7%B9%B0%B3%EE
%C0%CC
[자료2] 사진 장면

2. 사물놀이와 풍물굿(놀이) 비교
사물놀이는 꽹과리 · 징 · 장구 · 북 이상 4가지 악기를 ‘사물(四物)’이라 하며 이는 불교
용어로 법종, 목어, 운판, 법고를 일컫는 말이다. ‘사물놀이’란 꽹과리 · 징 · 장구 · 북을 연주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놀이란 말은 위의 사물을 연주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
물놀이’란 꽹과리 · 징 · 장구 · 북을 연주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풍물굿에는 발림,
춤사위가 음악적인 요소, 진풀이를 바탕으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사물놀이에는 이러한 발림
이나 춤사위가 없으며 진풀이등도 당연히 없다. 즉, 풍물굿이 종합예술이라면 사물놀이는
음악적인 장르의 예술이다. 순수한 음악적인 특징만을 따져본다고 해도 풍물굿과 사물놀이는
상당히 다른점을 보이고 있다. 풍물굿은 맺는 가락과 푸른 가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
태이다. 사물놀이도 물론 긴장과 이완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점차 기세를 몰아나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락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감정을 고조
시켜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풍물굿의 연주시간은 한정이 없다. 무한정이라는 것은 아
니지만 각각의 공연은 1∼2시간정도에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까지 있다.(몇날 몇일을 연
이어서 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한 곡당 10분에서 20분사이 정도이다. 풍물
굿의 경우에는 각각의 악기별로 2∼3명에서 많게는 10여명까지 분포되어 총 10명정도에서
부터 30∼40명이상까지 될 수 있지만 사물놀이의 경우에는 4명을 기본으로 하여 5∼6명
정도의 인원이 연주한다. 사물놀이의 경우 워낙 정교하고 빠른 가락을 치기에 악기당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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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경우 가락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다. 보통 4명이 공연을 하지만 '두레패'의 경우 6명
(장구, 쇠2명), '풍물놀이마당'의 경우 5명(장구2명)등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오늘날의
같은 사물놀이 연주 형태는 1970년대 말 마당놀이 형태인 풍물놀이를 무대 예술, 즉 현대
적인 연주 형태로 탈바꿈하고자 했던 젊은 국악인들의 노력과 사회적 상황에 따른 관객들의
욕구가 일치해 탄생된 것이다. 이후 사물놀이는 국악 연주의 새로운 한 장르로서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다. 풍물놀이가 음악의 연주와 율동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만들어 내는 대형의 종합
예술 형태라면 사물놀이는 이를 세분화하여 악기 편성이나 연주인원, 음악의 빠르기나 엮임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율동과 음악을 분리하여 무대 연주 종목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뿌리를 둔 풍물놀이의 한 줄기라 할 수 있다.

3. 사물놀이 연주곡
사물놀이 연주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즉 「앉은반」과 「판굿」으로 구분된다.「앉은반」
은 풍물놀이에서 율동과 병행하여 연주하는 음악을 음악만의 연주곡으로 재구성하여 악기만
가지고 앉은 자세로 연주하는 것이다. 앉은반 연주곡은 사물악기(꽹과리 · 징 · 장구 · 북)
편성으로 연주하는 삼도 농악가락, 즉 경상도 지역의 농악 가락인 「영남가락」, 호남우도
지역의 농악 가락인 「호남우도굿」, 경기충청 지역의 농악 가락인 「웃다리 풍물」이 있으
며, 풍물놀이의 성악적인 “굿”형식(당산굿 · 성주굿 · 지신 밟기 · 비나리 등)을 사물악기
편성과 병창으로 재구성한 「비나리」나 「성주풀이」등이 있고, 장구만으로 연주하는 「삼
도 설장구 가락」이 있다.「판굿」은 연주라기보다는 풍물놀이의 축소판으로 다수의 인원이
행하는 풍물놀이를 소수 정예화한 무대 풍물놀이로 볼 수 있다.

[지방별 구분]
임실필봉굿, 진안굿, 남원굿 등이 전라 좌도굿에 속한다. 산악 지역이라는 지역적
전라 좌도굿

특색으로 가락이 비교적 빠르고, 상모놀음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꽹
과리 치배는 개꼬리상모를 쓰고, 치배는 채상 또는 고깔을 쓴다. 잡색놀음이 살아있
고, 아직까지 앞굿과 뒷굿이 구분되어 남아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리굿, 김제굿 등이 전라 우도굿에 속한다. 평야지대라는 지역적 특색으로 가락이
비교적 느리고 아랫놀음이 발달했다. 장구의 잔가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려하다

전라 우도굿

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최근 공연에서는 꽹과리치배는 뻣상모를 쓰고, 소고치배
는 채상모, 다른 치배들은 고깔을 쓴다. 이리굿의 경우는 판굿이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등으로 공연을 위한 재구성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구 날뫼농악
삼천포 12차
농악

영남 지방의 특징이 나타나듯이 북놀음이 유명하다.

영남 지방의 특징에 따라 북놀음이 강하며, 12차로 가락을 정리하여 판굿을 진행한다.
웃다리는 충청 이북, 경기 일원 지방을 일컬으며, 웃다리의 특징은 화려한 쇳가락을

웃다리 농악

들 수 있다. 안성 남사당 6마당 중에 속하는 풍물놀이가 있으며, 무형 문화재로 지
정된 평택농악은 무동놀이로 유명하다.

강릉농악

영동 지방의 농악을 대표하며, 가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칠고 빠른 점과 전립의
채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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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물놀이 악기
사물놀이에 쓰이는 악기는 꽹과리 · 징 · 장구 · 북으로 금속 재질의 소리를 내는 꽹과리와
징, 가죽 재질의 소리를 내는 장구와 북으로 편성된다. 이는 농악에서 주악기로 사용하는
무율타악기(無律打樂器)로 음율이 있는 다른 악기에 비해 셈 · 여림이 매우 중요시 된다. 이
악기들은 쇠와 가죽의 소리, 고음과 저음, 여운의 길고 짧은 등의 대비로 서로 음 · 양의 이
치를 이룬다. 「꽹과리(雷) · 징(風) · 장구(雨) · 북(雲)」의 소리는 자연에서 따온 것으로
쇠(꽹과리 · 징)소리는 하늘(天), 가죽(장구 · 북)소리는 땅(地) 그리고 이를 치는 사람(人)의
「삼재(天地人)사상」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들 악기의 음악적인 역할을 보면 징은 많은 박
자 수에 한 점씩 쳐서 여운을 길게하여 음악의 기초를 이루며, 뒤를 이어 북, 장구, 꽹과리
가 리듬을 잘게 잘라서 음악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풍류를 즐기는 데 쓰는 물건들" 쯤으로
해석해도 좋을 '풍물(風物)'이라는 용어는 이 사물에 고깔, 상모, 소고, 깃발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놀이란 풍물굿에서 쓰이는 네 가지 타악기, 즉 꽹과리, 징, 장고,
북으로 펼쳐내는 가 무 악(歌 舞 樂)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꽹과리

꽹과리는 사물악기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소리의 기운이 요란하고 강한
악기이다. 그래서 흔히 풍물굿판에서는 꽹과리가 지휘를 맡는데, 이 역할을
하는 치배를 '상쇠'라고 한다. 꽹과리의 소리는 그 기운이 매우 양(陽)하여
마치 천둥인 듯 번개인 듯 휘몰아치며 높은 충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흔히
벼락[雷]에 비유되곤 한다.
꽹과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고와 함께 사물가락의 흐름을 주도하며 맺
고 푸는 맛을 뚜렷이 드러나게 한다.

장고

장고는 울음통의 가운데가 가늘어 세요고(細腰鼓) 또는 요고(腰鼓)라고 하
기도 했는데 지금은 장고라고만 한다. 한자로는 '杖鼓' 혹은 '長鼓'라고 쓰지
만 'ㅏ'발음과 'ㅗ'발음이 부딪치는 현상 때문에 흔히 장구라고 발음된다. 장
고의 역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신라시대의
범종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 장고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음을 말해준
다. 산조 합주나 시나위 등에서의 장고는 반주악기로 사용되지만 사물놀이에
서 장고가 가진 강한 표현력에 힘입어 지휘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장고는
울음통의 좌우에 낮고 깊은 음을 내는 '궁편'과 높고 경쾌한 음을 내는 '열편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음정과 음색으로 꽹과리와 더불어 화
려한 신명을 자아낸다. 그래서 흔히 그 소리를 비 (雨)소리에 비유하곤 한다.

북

북은 꽹과리와 장고가 이루는 가락의 물결에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꽹과리는 가락을 싸잡아치고, 장고는 가락을 쪼개어 친다고 할 때 북은 든든
한 기둥이 되어 장단의 기본 틀을 지키는 것이다. 같은 가죽악기인 장고에
비해서도 보다 인류보편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와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북의 소리는 구름(雲)에 비유된다.

징

징은 사물놀이 뿐만 아니라 대취타나 불교음악, 무속, 등에 골고루 쓰인다.
사물놀이에서의 징의 역할은 북이 기둥을 세우고 꽹과리와 장고가 장단을
채워나갈 때 그 장단의 전체를 웅장한 울음으로 감싸는 것에 있다. 꽹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들 중에서 징은 가장 음(陰)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징소
리는 그 긴 여운으로 말미암아 바람(風)에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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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남도 민요 들어보기
[자료1] 남도민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2007.05.01)

* 출처 : 판도라TV 2분 25초 (관련동영상 보기)

[자료2]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2008 미주순회콘서트
(진도 아리랑, 옹헤야 등 공연 장면)

2.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과 종류

경기도, 충청도지역으로서 맑고 깨끗한 창법을 쓰며, 가락이 단순하고 간결하며 서정
적이다. 세마치, 굿거리, 타령 등 빠른 장단을 주로 한다.
경기민요

→ 음

계 : 경토리 [솔라도레미]

→ 대표곡 : 경기도[아리랑, 도라지타령, 풍년가, 청춘가] 충청도[천안삼거리, 실구
대소리, 총각타령]
평안도, 황해도지역으로 콧소리를 섞어 떨기도 하며, 애수적이고 감상적이다.
서도민요

→ 음

계 : 수심가토리[레미솔라도]

→ 대표곡 : 평안도[수심가, 긴아리, 자진아리] 황해도[해주아리랑, 싸름, 몽금포타령]
전라도지역으로 격렬하게 떠는 소리나 꺾는 소리를 많이 쓰며, 구성지고 극적인
남도민요

표현이 많다.
→ 음

계 : 욕자배기토리[미솔라시도레]

→ 대표곡 : 강강술래,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새타령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지역으로 강원 이북은 주로 높은음에서 낮은음으로 진행되며,
순박하고 구수하며, 애원조가 많다. 경상도는 장단이 빠르고 경쾌하며 억양이 강하다.
동부민요

→ 음

계 : 메나리토리[미솔라도레]

→ 대표곡 : 함경도[신고산 타령, 애원성, 궁초댕기]강원도[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한 오백 년]경상도[밀양아리랑, 쾌지나칭칭나네, 성주풀이, 옹헤야]
제주도지역으로 경기민요의 특징이 일부 나타나며, 강한 억양과 사투리가 많이 쓰인다.
제주민요

→ 음계 : 제주음계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대표곡[이야홍타령, 너영나영, 이어도사나, 오돌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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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소리 사진과 동영상 자료
[자료1] 판소리 장면 사진

[자료2] 판소리 동영상 장면(더불어 숲 발표회-판소리 ‘심청가’ 장면)

(출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0955676&q=%C6%C7%BC%D2%B8%AE)

2. 판소리의 종류
민속악의 한 갈래로서 부채를 든 1명의 창자(唱者)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창(소리)·아
니리(사설)·발림(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극적 음악이다. 본래는 〈춘향가〉·
〈심청가〉·〈수궁가〉·〈흥보가〉·〈적벽가〉·〈변강쇠타령〉·〈배비장타령〉·〈옹고집타
령〉·〈강릉매화타령〉·〈무숙이타령〉(왈자타령)·〈장끼타령〉·〈가짜신선타령〉(또는

〈숙

영낭자전〉을 들기도 함) 등 12마당이었으나, 현재는 〈춘향가〉·〈심청가〉·〈수궁가〉·
〈적벽가〉·〈흥보가〉 5마당만이 전한다. 판소리의 기원에 관해서는 ① 무가(巫歌) 기원설,
② 광대 소학지희(笑謔之戱) 기원설, ③ 중국 강창문학(講唱文學) 기원설, ④ 독서성(讀書聲)
기원설, ⑤ 육자배기토리 기원설, ⑥ 판놀음 기원설 등이 있다. 무가 기원설은 판소리가 일
반적으로 육자배기토리권(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남부, 경상도 서부)의 무가와 유사한 점이
많은 데 근거한다. 특히 무가의 담당층, 음악적 특성, 소재, 삽입 가요 등에서 광범위한 동
질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개 판소리의 음악은 무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
면 판놀음 기원설은 무가와 판소리의 계면조가 육자배기토리라고 하는 선율의 공통성은 인
정되지만, 판소리의 공연양식적 특성을 더욱 중요시해, 판소리의 선행 공연양식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판놀음은 조선 후기에 전문적인 놀이꾼들이 돈을 받고 벌이던
놀이인데, 판소리는 바로 이 판놀음의 주요 구성 주체인 창우(倡優) 집단의 광대소리와 성
음(聲音)·장단·조(調)·공연방식·공연자편성·사설양식·사설 율조 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판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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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기원설은 무가기원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시킴으로써, 무
가기원설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유력한 가설로 여겨지고 있다. 판소리의
형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7세기경 남도지방에서 서민 청중들을 대상으로
서서히 부상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적어도 18세기말까지는 판소리가 제 모습을 완전하게 갖
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소리꾼은 하한담(하은담)·최
선달·우춘대 등이다. 19세기에 판소리는 양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전성기를 맞았는데, 19세
기 전반기를 '전기 8명창시대'라 하고 19세기 후반기를 '후기 8명창시대'라고 한다(→ 명창).
권삼득·모흥갑·김성옥·송흥록·염계달·고수관·신만엽·김제철·황해천·주덕기·방만춘·송광록등 전
기 8명창들은 각기 특색 있는 창법과 선율을 개발하여 양반들의 감성과 미의식에 보다 가
까이 접근하려 했으며, 각 지역의 민요 선율을 판소리에 담아냄으로써 판소리의 표현력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박유전·박만순·이날치·김세종·송우룡·정창업·정춘풍·장자백 등 후기 8명
창들은 전기 8명창들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하고 이를 다듬어 다양한 더늠[長技]을 창출했
다. 이 시기에 박유전에 의해 보다 서민적인 감성에 충실한 서편제 소리가 등장하게 되었는
데, 이로 인해 판소리는 더욱 다양하고 강한 흥행성을 띤 예술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마침
내 19세기 후반에 판소리는 왕실에까지 침투하게 되고, 고종과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많은 창
자들이 벼슬을 받기도 했다. 19세기부터 판소리의 주요청중이 양반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서
민의식은 상당히 수정되었다. 덕분에 판소리는 사설·음악·무대 등에서 진경을 이루었으나,
민중적 현실인식과 반봉건적 예술적 심화나 문제의식은 일정하게 수정되어 얼마간은 봉건적
의식의 개입까지도 허용하는 굴절을 겪었다. 조선 고종 때의 판소리 작가 신재효(申在孝：
1812~84)는 중인 출신으로서 판소리 광대를 적극 후원하면서, 양반들의 미의식을 매개로
판소리의 개작을 시도했는데, 이때 판소리 6마당의 사설집과 〈성조가 成造歌〉·〈광대가〉
등의 창작 단가들이 만들어졌다. 20세기는 '전기 5명창 시대'로 일컬어진다. 그 당시 활동한
명창들은 박기홍·전도성·김창환·이동백·김창룡·김채만·정정렬 등이다. 이때는 국권상실과 급
격한 서구화의 충격으로 판소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마침내는 사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 판소리는 무대예술로 변화했다. 1902년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
지고, 판소리가 이 공연무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적 요소가 강한 창극이 탄생했다. 또한
유성기의 출현으로 판소리의 향수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본래 광대는 남자들
이 하던 것이었는데 신재효의 제자 진채선이 최초의 여창이 된 이후 허금파·강소춘·이화중
선·박녹주 등 여창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판소리의 소리·발림 등이 여성
화되기도 했다. 8·15해방 후 판소리는 여성 국극단의 등장으로 한때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
으나 판소리 명창들이 창극에 참여하면서 판소리는 점점 쇠퇴해, 1960년대에는 완전히 몰
락하게 되었다. 판소리의 몰락 이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5호)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소생의 계기를 맞은 판소리는,
197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식인·학생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재
인식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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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국악기 미니어처 제작 및 체험
- 체험 악기 : 단소, 미니가야금, 미니거문고, 미니해금, 장구
- 체험 활동 내용
체험 악기

악기 사진

단소

규격

제작 요령

단소를 지공을 뚫고, 사포로 손질하여 자기만의

45㎝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약 10분 소요)

금속으로 제작된 거문고인 전통현악기를 현을
미니거문고

32X20㎝ 올려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약 20분~30분
소요)

나무로 제작된 전통현악기 모형에 직접 줄을 걸
미니가야금

39X9㎝

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약 20분~30분 소요)

금속으로 제작된 해금인 전통현악기를 현을 올
미니해금

10X13㎝ 려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약 20분~30분 소요)

장구 모형을 직접 가죽을 걸고, 조율하여 자기
장구

42X25㎝ 만의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약 15분~20분 소요)

- 유의사항: 개인별로 1개 악기를 선택하여 제작 체험프로그램에 참가, 제작 체험시 안전
사고에 유의하고 구급약품 구비하여 비치, 제작한 국악기 미니어쳐를 함께 감상하고 직
접 가져가도록 함.
- 구입 문의처: 난계 국악기 제작촌(http://www.nangyekuk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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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시 게임으로 배우는 한국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은 필수적인 삶의 요건입니다. 다문화 구
성원이 한국어 사용에 서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이렇게 되면 자
연스럽게 생활에 적응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국어가 갖는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가족 팀별로 다양한 게임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적응력과
구사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한국어의 특징과 구사능력을 키운다.
3. 한국어 게임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의 단합을 촉진하고 언어적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스케치북, 전지, 매직(5개), 귀마개 또는 헤드폰, 초시계
■ 강

사 : 한국어교육 강사 또는 레크레이션 강사

1. 문항은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함으로써 여러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2.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난이도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며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둔다.
3.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요령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준다.
4.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가족 팀에게는 “최우수 한국어상(일명 세종대왕상)”을
수여하며 격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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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게임 활동을 진행
하고자 한다. 단순한 게임 차원이 아니라 한국어의 특징과 언어구사 능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여 가족 팀별로 함께 풀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게임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상식 스피드 퀴즈
 5개 분야(문화, 정치, 인물, 사건, 음식)로 총 10문제씩 출제한다.
(귀화시험이나 사회통합교육 이수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문제를 선정한다.)
 우선 각 가족 팀별로 1개 분야를 선정하고, 한 사람이 설명하고 한 사람이 맞추도록 한다.
(배우자가 설명하고 결혼 이주민이 맞추도록 한다.)
 정해진 시간(1분 이내)에 모두 맞추면 점수를 부여한다.

온몸으로 말해요!
 3개 분야(영화, 드라마, 인물)로 총 10문제씩을 출제한다.
 우선 각 가족 팀별로 1개 분야를 선정하고, 한 사람이 온몸으로 설명하고 다른 한 사람이
맞추도록 한다.
 정해진 시간(1분 이내)에 모두 맞추면 점수를 부여한다.

이어서 말해요!
 가장 흔하게 쓰는 문장을 제시하고, 억양을 달리하면서 이어서 말하도록 한다. 실수 없이
많이 이어서 말한 가족 팀이 승리한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만나요’ 등의 문장을 제시하고 억양을 달리하면 이어서 말하도록 한다.)
 귀에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 고사 성어(속담)를 이어서 전달하도록 한다. 정확하게
전달한 숫자가 많으면 승리한다.
(고사 성어나 속담은 너무 어려운 것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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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해요!
 외국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우리나라 말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어떻게 이해했는지, 당황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본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제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가족 팀별로
조사한다.
(여러 개의 발음이 곤란한 문장을 제시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만 점수를 인정한다.)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 노래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현숙의 ‘정말로’에 맞추어 한국말을 정확히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정확하게 가장 많이 전달한 가족 팀이 승리하며 점수를 부여한다.

 오늘은 언어적 상호 작용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면서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점검해 보고 소중함을 느껴보았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게임 활동을 통해 언어적 상호 작용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선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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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피드 퀴즈 상식 문제
-영역별 10문항씩, 귀화 시험 예상 문제
영역

문제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 석굴암,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훈민정음, 한복, 추석, 한

문화
우리나라의
정치

글날, 제헌절, 개천절, 사물놀이, 태권도
홍익인간, 국회, 대통령, 독도,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19세, 보통선거, 평등선
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사법부, 헌법, 9차 개헌

우리나라의

안익태, 윤봉길, 이순신, 을지문덕, 세종대왕, 신사임당, 정약용, 유관순, 대조영,

역사적 인물

김구, 안창호, 한용운, 신채호, 홍범도, 이승만, 이명박, 박정희, 김대중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
우리나라의
음식

6.25, 8.15, 4.19, 3.1운동, 2002 월드컵, 1988 올림픽, 6.10, 7.17, 6.29
비빔밥, 닭갈비, 불고기, 김치, 청국장, 삼계탕, 잡채, 떡국, 만두, 산적, 간장게장
빈대떡, 수제비, 순대, 육개장, 설렁탕, 김, 수정과, 식혜

1. 온몸으로 말해요 문제-영역별로 10문항씩
영역
스포츠

문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골프, 수영,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마라톤, 복싱, 태권도, 유도, 씨름,
쉬리, 공동경비구역, 서편제, 주유소습격사건, 투캅스, 반칙왕, 비천무, 편지, 약

영화

속, 장군의 아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여고괴담, 박쥐, 워낭소리, 해운대, 국가대
표,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추격자, 좋은놈/나쁜놈/이상한놈, 킹콩, 터미네이터, 맘
마미아, 미이라, 인디아나 존스
꽃보다 남자, 솔약국집 아들들, 선덕여왕, 주몽, 아이리스, 찬란한 유산, 내조의

드라마

여왕, 아내의 유혹, 천사의 유혹, 베토벤 바이러스, 온에어, 태양의 여자, 에덴의
동쪽, 일지매, 쾌도 홍길동

트로트 가요

무조건, 황진이, 샤방샤방, 오빠한번믿어봐, 곤드레만드레, 빠라빠라, 땡벌, 거짓

및

말, 내 사랑그대여, 눈물젖은 빵, 어부바, 어머나, 내여자, 자기야, 부산갈매기, 꽃

인기 가수

바람 여인, 장윤정, 박현빈,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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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고사 성어
- 모순(矛盾):창과 방패, 일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거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이르는 말.
- 백년하청(百年河淸):중국의 황하가 항상 흐리어 백년을 기다려도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래되어도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
- 사족(蛇足):뱀의 다리라는 뜻으로, 필요 없는 부분까지 그려 넣는다는 말. 또는 안 해도
될 일을 덧붙여 하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뜻.
- 어부지리(漁父之利):어부가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쌍방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이에 제3
자가 이득을 본다는 말.
-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한다는 말.
-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
- 일거양득(擧兩梁得):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
- 조삼모사(朝三暮四):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얕은꾀로 남을 속인다는 말.
- 청출어람(靑出於藍):청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는 뜻으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이르는 말.
- 화룡점정(畵龍點睛):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
- 대기만성(大器晩成):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사람도 크게 될
사람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
- 사면초가(四面楚歌):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으로, 사방이 적에게 포위를
당하여 고립된 상태를 이르는 말.
- 삼고초려(三顧草廬):오두막집을 세 번 방문한다는 뜻으로, 인재를 얻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는 말.
- 와신상담(臥薪嘗膽):섶나무 위에 누워자며 짐승의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아 낸다는 말.
- 읍참마속(泣斬馬謖):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큰일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물리친다는 말. 부로 나서는 소인배의 용기라는 말.
- 동병상련(同病相憐):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말.
- 맹모삼천(孟母三遷):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세 번 이사를 했다는 말.
- 반포지효(反哺之孝):어미에게 되먹이는 까마귀의 효심을 뜻하는 말로, 지극한 효심을 말함.
- 살신성인(殺身成仁):목숨을 바쳐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친다는 말.
- 수구초심(首丘初心):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로 머리를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
리워하는 마음,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을 일컫는 말.
- 죽마고우(竹馬故友):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를 이르는 말.
- 풍수지탄(風樹之嘆):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음을 한탄한다는 뜻으로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 어찌할 수 없다는 말.
- 군자삼계(君子三戒):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가지를 이르는 말. 즉, 술과 여자, 싸움,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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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오십 걸음이나 백 걸음이나 같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차이가 있지
만 실제로는 똑같다는 말.
- 철면피(鐵面皮):쇠로 만든 얼굴이라는 뜻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가
리키는 말.
- 타산지석(他山之石):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남의 보잘 것 없는 것도 나에게는 큰 도
움이 된다는 말.
- 결초보은(結草報恩):풀을 묶어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잊지않고 은혜를 갚는
다는 말.
- 관포지교(管鮑之交):관중과 포숙아 사이라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두터운 사이를 이르는 말.
- 이심전심(以心傳心):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해진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말.
- 조강지처(糟糠之妻):술지게미와 겨를 먹으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산 아내라는 뜻.
- 토사구팽(兎死狗烹):토끼를 잡고난 뒤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으로, 필요 없게 되면 사
정없이 내팽개친다는 말.
- 함흥차사(咸興差使):함흥으로 간 차사라는 뜻으로, 소식이 없어 답답하는 말.
- 군계일학(群鷄一鶴):무리 지어 있는 닭 속에서 한 마리의 학처럼 빼어나다는 말.
- 금의환향(錦衣還鄕):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을 찾는 것을
말함.
- 등용문(登龍門):용이 되기 위해 오르는 문이라는 뜻으로, 입신과 출세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는 말.
- 새옹지마(塞翁之馬):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게 마련이어서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
- 이판사판(理判事判):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는 판이라는 말.
- 일벌백계(一罰百戒):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뜻.
- 형설지공(螢雪之功):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공부
하여 성공한다는 말.
- 기우(杞憂):기나라 사람의 걱정거리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이르는 말.
- 문전성시(門前成市):문 앞에 시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집이; 번성하여 방문객이 수없이 몰
린다는 말.
- 일망타진(一網打盡):그물을 한번 쳐서 다 잡는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는다는 말.
-파죽지세(破竹之勢):칼로 대나무를 쪼개듯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간다는 뜻.

2. 우리나라 속담
-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이치에 당연함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틀림없이 결과가 생긴다는 말.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굉장히 순한 사람이라도 비위를 거슬려 놓으면 화를 낸다는 뜻.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비록 아무리 잘 아는 틀림없는 일이라도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뜻밖에 실패할 수가
많다는 뜻.

- 358 -

-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
라는 뜻.
-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돼지우리에 진주가 있으면 돼지가 그 진주가 귀중한 것을 알겠는가,
즉,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말함.
- 코가 석 자:내 사정이 급하여 남의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다는 뜻.
- 도토리 키 재기:비교가 안 되는 사소한 일에 경쟁하며 다툰다는 뜻.
-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힘보다 더 센 것도 이겨
낼 수 있다는 뜻.
- 배보다 배꼽이 크다:딸린 것이 주된 것보다 크거나 더 많은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믿지 못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뜻으로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짓이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말.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뽕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 해도 비켜설 곳이 있다는
듯으로 아무리 큰 재해가 닥쳐오더라도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뜻.
- 옷이 날개다:옷을 잘 입으면 누구나 다 잘나 보인다는 뜻.
- 싼 게 비지떡이다:값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말조심하라는 의미.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으레 따르게 되어 있는 두 사람이나 사물의 밀접한 관계를 이르는 말.
- 마른 논에 물대기:일이 매우 힘들다는 뜻.
- 마른하늘에 날벼락:뜻밖에 당하는 재앙을 뜻하는 말.
- 다 된 죽에 코 풀기:제대로 잘되어 가는 일을 망쳐 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
-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무쇠덩어리도 갈고 갈면 하나의 바늘로 만들 수 있다는, 즉 꾸준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속담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남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 끝에
가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
-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숭늉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나서야 끓일 수 있는데 찬 물밖에는
없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짓이란 말.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통에 공연히 약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여 아무 관계없이 해를 입을 때 쓰는 말.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자식 많은 사람은 걱정이 떠날 때가 없다는 뜻.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재산 같은 것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줄 모르게 줄어 들
어가는 것을 뜻함.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완전히 끝을 맺어 놓아야 비
로소 가치가 있다는 말.
-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글자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몹시 무식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탓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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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와 외국 말의 차이
[얘야~ 손님 받아라]
손님을 받는다? 손님을 던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받긴 뭘 받지?
[엄청 애먹었다]
어라? 뭘 먹는다구? 애를 먹어?
[뜨거운 게 시원한 거다]
나는 근처에도 못가는 엽기적이고도 살벌하게 뜨거운, 그리고 매운 그 찌개를 떠먹으면서도
연실 아~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것이다.
[한턱내려면 항상 일발 장전해야 하는 한국인]
'야~ 니가 쏴라' '뭔소리, 오늘은 니가 좀 쏴라'
[애를 그냥 먹진 않는다]
'아 왜 이리도 애를 태우는가?'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내 뒷머리 좀 제발 죽여 주세요 부탁이예요' '내 앞머리 만큼은 그냥 제발 제발 살려 주세요~~'
[때려, 때리자구]
'야..밥 때릴래?' '잠깐만 전화 먼저 때리고...'
[도둑이 칭찬받는 한국]
'야? (식탁) 다 훔쳤냐?' '네. 완전히 흔적 없이 다 훔쳤습니다.'

2. 발음이 곤란한 우리나라 문장
- 우리집 옆집 앞집 뒷 창살은 홑 겹 창살 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 창살은 겹 홑 창살 이다.
-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 쇼우
-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 과장
- 내가 그린 구름 그림 잘 그린 구름 그림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잘 그린 기린 그림
- 저기 저 콩깍지가 깐 콩깍지이냐? 안 깐 콩깍지이냐?
- 작년에 온 솥장수는 새솥장수이고, 금년에 온 솥장수는 헌 솥장수이다.
-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 깐 깡통인가?
- 저기 저 뜀틀이 내가 뛸 뜀틀인가 내가 안뛸 뜀틀인가
-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홑겹창살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홑창살이다.
-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 저기 계신 저 분이 박 법학박사이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 박사이시다.
-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 상장사냐 헌 상 상장사냐.
-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의 창살은 외창살이다.
-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 저기 있는 말뚝이 말 맬 말뚝이냐, 말 못 맬 말뚝이냐.
-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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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철창살
- 대우 로얄 뉴로얄
-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 김서방네 지붕위에 콩깍지가 깐콩깍지냐 안깐콩깍지이냐?
- 앞뜰에 있는 말뚝이 말맬말뚝이냐 말안맬말뚝이냐?
- 내가 그린 기린그림은 잘 그린 기린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그림은 잘못그린 기린그림이다.
-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 깊은산속 부엉이는 부엉 부엉하고 깊은 계곡 꾀꼬리는 꾀꼴 꾀꼴한다.
- 내가 그린 그림은 뭉게 그림 그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그림은 양털 구름 그린 그림이다.
- 다우네 외가는 외중에 있고, 다우네 외숙모는 윗마을에 있다.
- 라디오는 랄라라라 노래하고, 나는 릴라라라 춤을 춰요.
- 마차는 덜컹덜컹 우차는 삐그덕 삐그덕.
- 몽실몽실 두리몽실 호박같은 내얼굴
- 두리뭉실 두리뭉실 감자같은 내엉덩이
- 버스타고 꼬부랑길을 꼬불 깽깽 꼬불꼬불 뱅뱅돈다.
- 새장 속에 횐 꼬리새는 새장사를 싫어한다.
- 저기 저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 저기 가는 저 상 장수가 새 상 장수냐? 헌 상 장수냐?
- 한양 양장점 옆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범 옆에 한양 양장점
- 눈이 오는데 눈에서 물이 흐르니 이게 눈물인가?

3. 한글 노래방-틀리기 쉬운 우리말

틀리기 쉬운 우리말 (원곡 : 정말로 - 현숙)

멋장이 맞을까요 정말로 멋쟁이 정확해요 정말로
나는 두리뭉실하다 말했지만 알고보니 두루뭉술하다~라네
모밀국수 먹자하고 말만 하더니 바른말 메밀국수 바로 잡았네 오예!
삭월세 맞을까요 정말로 사글세 정확해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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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래방

다음 내용을 함께 따라 불러 보며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틀리기 쉬운 우리말 (원곡 : 정말로 - 현숙)

멋장이 맞을까요 정말로 (

) 정확해요 정말로

나는 두리뭉실하다 말했지만 알고보니 (
모밀국수 먹자하고 말만 하더니 바른말 (

)하다~라네
) 바로 잡았네

오예!
삭월세 맞을까요 정말로 (

)정확해요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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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시 요가 사랑 부부 사랑
평상시 바쁘게 살다보면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고 건강을 잃으면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
게 됩니다. 지금은 가정 내의 부부관계나 직장생활에서도 활기찬 건강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가와 마사지 방법을 습득하여 체험해 봄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
서 소홀히 하기 쉬운 건강을 챙기고 가정 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
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내의 소원한 부부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1.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요가와 마사지 방법을 이해한다.
2. 다문화 가정 내 요가와 마사지 체험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3. 요가와 마사지 체험 활동을 통해 건강 유지를 통한 삶의 활력과 대한민국 사회의 적응
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영상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매트, 마사지 크림, 혈압계, 혈당측정계, 체중계 등
■ 강

사 : 요가 및 스포츠 마사지 전문 강사

1.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요가 및 마사지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2. 요가와 마사지는 개인보다는 부부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3. 요가 동작은 조교를 통해 함께 배우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 요가와 마사지 방법에 대한 이론적 소개보다는 많은 시간을 실제 부부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에 할애하도록 한다.
5. 세계 여러 나라의 마사지 방법 내용을 소개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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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다양한 요가와 마사지 방법을 습득하여 체험해 봄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건강을 챙기고 가정 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내의 소원한 부부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부가 함께하는 즐거운 요가 시간!
 요가를 통한 부부 사랑 높이기 관련 동영상 자료를 소개한다.
 요가의 유래를 간단히 소개하며 체력 증진과 삶의 활력소를 안내한다.
(요가의 생활화가 체력 증진과 삶의 활력소 증진, 부부 간의 사랑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간단한 요가 동작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사전에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도록 하고, 비디오 자료와 함께 강사의
상세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지고 각 가족들이 함께 따라해 보면서 동작을 익힌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 사이에 활용 가능한 요가 동작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비디오 자료와 함께 강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부부가 함께 동작을 따라해 본다.)
 요가 체험 활동을 통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배경 음악도 함께 틀어주며 배운 요가 동작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한다.)

마사지를 통해서 함께 몸을 풀어요!
 마사지의 효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해 준다.
 원하는 부위별 세이프 업 동작을 배워보고 직접 체험해 본다.
 부위별 마사지 방법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부부 사이에 상호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마사지 체험을 통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신나는 음악도 함께 틀어주면 마사지 체험에 참여하도록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마사지 방법을 소개하고 체험해 본다.
(동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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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별로 알아보는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몸의 변화로 병의 증상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몸무게, 소변, 피부 등의 변화가 건강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체중계, 비만측정계, 혈압계, 혈당측정계 등을 비치하여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
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보건 담당자가 함께 하며 건강 정보를 직접 알려주고 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 몸의 변화에 따라 증상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다양한 몸의 변화에 따라 증상을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실제 자신들의 몸의 변화를 살펴보고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처방과 실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 안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TV 프로그램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TV 프로그램으로는 비타민, 생로병사의 비밀, 위기탈출 넘버원 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며,
건강 검진과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을 충천하기 위해 요가와 마사지 체험 활동을 해
보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활력과 함께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대한민국 사이에 적응하고 있는 국내 외국 이주민
들에게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한다.
 항상 자신의 건강은 생각하며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부부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부부 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건강한 한국 생활에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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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가의 기본 동작
아사나(Asana)란 요가의 동작과 자세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도 허리, 배, 엉덩이와 다리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어 살도 빼주고 슬림한 보디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들을
소개한다.
○ 서서 앞으로 구부리기
허리와 다리에 계속적인 자극과 스트레칭이 되어 굵기가 가늘어진다.
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다.
② 숨을 들이마신 뒤 멈춘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려 양손으로 양 발목을 잡는다.
③ 최대한 참았다가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간다. 반드시 무릎과 다리 뒷부분이 펴진
상태로 해야 한다. 3회 이상 실시.
○ 늑골 조여주기
배가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늑골이 벌어져 있다. 늑골 크기대로 복부 비만이 되므로 이 자
세를 많이 하면 늑골이 조여져 배가 들어간다.
① 갈비뼈 하단 부위에 있는 늑골 위에 양손을 올려놓는다.
② 양쪽 늑골 부분을 잡아서 지그시 눌러준다.
③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5초 정도 조여 준다.
○ 제자리에서 상체 비틀기
허리가 좌우로 비틀리면서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자극을 받아 뱃살이 빠지고 허리가 들어
가게 된다.
①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선다.
② 호흡을 마시면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양쪽으로 쫙 폈다가 숨을 내쉬면서 오른손이 왼쪽
발목으로 가게 한다. 시선은 위로 치켜 올린 손끝을 바라본다.
③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발목을 향한다. 좌
우로 번갈아 3회 이상 실시.
○ 메뚜기 자세
엉덩이가 작아지면서 힙업이 된다.
① 양손을 바닥에 대고 이마는 바닥에 붙인 채 엎드린다.
② 배로 숨을 마시면서 두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일직선을 유지한다.
③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린다. 3회 이상 실시.
○ 활자세
하복부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 허리와 배를 슬림하게 해주고, 힙업에도 도움이 된다. 변비,
생리통에도 효과적이다.
① 배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양손으로 각각 발목을 잡는다.
② 숨을 마시면서 양 발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③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힘과 동시에 최대한 다리와 머리를 들어올린다. 숨을 마
시면서 몸을 바닥으로 내리고, 내쉬면서 팔을 풀어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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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자세
처진 엉덩이가 올라가고 엉덩이 윗부분의 등 라인이 예뻐진다. 다리의 뭉친 근육도 풀리며
턱과 목선도 예뻐진다.
①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쭉 편 채로 뒤로 빼고 왼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앞쪽을 향한다. 상체를 최대한 젖혀서 얼굴이 천장을 향하도록 한다.
②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회 이상 실시.
○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기
신진대사가 좋아지며 과잉 식욕이 절제되므로 식욕과다형에 굉장히 좋다. 복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허리가 날씬해진다.
① 양 발끝을 모으고 무릎을 쭉 펴서 앉는다.
② 상체를 펴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다리와 가슴이 맞닿도록 최대한 구부린다.
③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숨을 참고 있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더 아래로 구부린 뒤 양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당긴다. 이때 괄약근을 강하게 조인다. 무릎은 편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
3회 이상 실시.

2. 피로를 풀어주는 커플 요가
둘이 함께 하는 요가는 처음 요가를 시작한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서로의 몸과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혼자 요가를 할 때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어 함께 하는 친구나 연인, 부부, 동료 등 파트너와의 친밀도를
높여주는 것 또한 장점이다.
○ 앉은 반달 자세
상체를 옆으로 늘이는 동작이 내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해소하고 다리와 몸의 피로를 풀
어준다.
① 한쪽 발바닥을 마주 보게 붙이고 반대쪽 다리는 접어 나란히 앉는다. 맞닿아 있는 다리
와 같은 쪽 손을 서로 잡는다.
② 흉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깥쪽 팔을 원을 그리듯 쭉 뻗고 숨을 내쉬며 몸을
기울여 서로의 손을 잡는다. 8~10초 머무른 후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킨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마주 보고 비틀기 자세
상체를 비트는 자세가 식욕을 억제하고 비뚤어진 척추와 허리를 바로잡아준다.
① 책상다리를 하고 서로 마주 보고 앉는다. 오른손은 허리 뒤에 대고 왼손 끝은 파트너의
오른손 끝을 향해 사선으로 뻗는다.
② 왼손으로 파트너의 오른손을 잡고 흉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오른쪽으로 비
틀어 어깨 너머를 바라본다. 10초 정도 머무른 후 천천히 팔을 풀고 마주 본다. 반대쪽
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삼성출판사 '스무살 요가')
○ V 자세 및 보트 자세
V자세는 현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흐트러진 척추를 바르게 세워 교정해주고 하복부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 준다.
보트자세는 균형감각과 복부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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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세의 기본형은 마주 보고 앉아서 무릎을 세워 발바닥끼리 마주하고 파트너의 손목을
잡는다. 이때 호흡은 들이 쉬고 내쉬면서 마주 댄 발을 위로 올려 무릎을 펴고 척추를 곧
게 세운다. 주의 사항은 척추가 사선이 되도록 곧게 펴줘야 한다.
보트 자세에서 발을 내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서 앉은 모양을 하고 서
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버틴다. 중심이 한 사람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하
는 것이 중요하다.

3. 아내의 어깨와 팔, 다리가 쑤실 때의 발 마사지법
○ 어깨와 팔
- 어깨와 팔에 해당하는 부위는 새끼발가락이다. 지압봉을 잡고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발바닥
세로선을 위에서 아래로 9회 이상 미끄러지듯이 누른다. 팔 통증이 심하면 발의 옆선을
좀 더 길게 자극한다.
- 어깨와 연결된 곳은 발가락 바로 밑의 발볼 위쪽.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크
림을 묻혀 9회 이상 지압봉을 연필 잡듯이 잡고 서서히 밀어 준다.
○ 다리
- 복사뼈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다리와 상응하는 곳이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
하므로 지압봉을 쓰지 말고 엄지손가락으로 마사지한다. 4초씩 3회 이상.
○ 종아리
- 종아리가 아프면 두 손에 크림을 듬뿍 바르고 다리를 세운 뒤, 발목부터 무릎까지 3등분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3회씩 주무른다. 양쪽 손가락을 종아리 앞쪽에 대고 발목부터
무릎 위 10㎝까지 쭉 올린다. 올릴 때는 강하게, 내려갈 때는 힘을 뺀다.

발과 종아리 마사지
○ 발
- 마사지를 받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깨끗이 씻는다.
- 마사지하는 사람이 양반다리를 하고 한쪽 무릎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 발마사지는 왼쪽 발부터 시작하며, 오른쪽 발은 수건 등으로 쌓아서 체온을 유지하면 좋다.
한쪽 발을 쭉 뻗어, 오사지하는 사람의 무릎(수건이 깔린 곳)에 올려놓는다.
- 오일과 크림을 적당량을 덜어 잘 섞은 다음, 발바닥부터 무릎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준다.
- 양쪽 엄지근육을 이용하여 발등과 발바닥 위에서 아래로 밀며 마사지 한다.
- 양쪽 엄지근육을 이용하여 발 옆을 마사지 한다.
- 엄지손가락을 새끼발가락 사이로 넣어서 손바닥 전체로 발을 잡고 반대손 엄지손 근육
으로 새끼발가락 바깥 쪽 부분을 마사지한다. 발가락 하나씩 차례로 마사지한다.
-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구부려 옆 방향으로 틀어서 발가락 하나씩 잡아당기며 마사지한다.
이때 나머지 손으로 발을 지탱하면서 하면 좋다.
-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엄지손가락 마디뼈 부분을 이용하여 엄지발가락 발톱 밑 살 부분을
마사지해주고, 엄지발가락 전체를 마사지한다. 이때 나머지 손으로 발을 지탱하면서 하면 좋다.
- 엄지손가락 마디뼈 부분을 이용하여 엄지발가락 아래 일자 선 부분을 엄지손가락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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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이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문지른다.
- 다른 발가락도 똑같이 마사지한다.
- 발가락 아래 근육(승모근)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고혈압이면 아래로
내려주면서 마사지하고, 저혈압이면 올려주면서 마사지한다.
- 발바닥을 뒤로 젖히고 발바닥 정 중앙 부분을 누르면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꾹꾹 눌러준다(폐와 기관지, 간 부분).
- 양 엄지손으로 발바닥 양쪽 가운데 들어간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며 방광부위에 해
당되는 곳 까지 내려가며 마사지한다.
- 엄지와 검지를 벌려 엄지발바닥을 눌러주고 반대 엄지손으로 발 옆쪽의 근육을 마사지한다.
- 발을 안쪽으로 젖히면 불룩 솟은 부분 복숭아 뼈 아래쪽을 마사지하고 반대쪽도 마사지한다.
- 양손을 이용하여 발뒤꿈치를 아래, 위로 수염 감싸 쥐듯이 마사지한다.
○ 종아리
- 발바닥이 따뜻해지면 종아리를 시작한다.
- 종아리 바깥쪽 : 발목에서 종아리 부분에 솟아오른 뼈 아래 부위를 엄지손으로 누르며
무릎 쪽까지 밀고 가면 근육이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발목에서 무릎 아래까지 엄지손으
로 누르며 밀고 나가며 마사지한다.
- 종아리 안쪽 : 마찬가지로 발목에서 종아리 부분에 솟아오른 뼈 아래 부위를 엄지손으로
누르며 무릎 쪽까지 밀고 가면 근육이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발목에서 무릎 아래까지
엄지손으로 누르며 밀고 나가며 마사지한다.
- 종아리 뒤쪽 : 무릎 쪽으로 엄지와 중지 등을 이용하여 종아리 뒤쪽의 양쪽 근육을 자극
하며 마사지한다.
○ 마무리
- 화장지로 발에 묻은 오일과 크림을 깨끗이 닦아준다.

4. 만성 어깨 통증에는 경락 마사지
만성 어깨통의 원인은 연부조직(soft tissue)의 손상, 냉과 습의 침범 또는 호르몬의 불균형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는 무기력과 허약 또는 기와 혈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동통해소 마사지법을 사용한다. 통
증이 한쪽 어깨에만 있는 경우 통증이 있는 쪽의 경혈만을 마사지 한다.

5. 부위로 알아보는 증세
손톱으로 알 수 있는 증세
- 손톱이 반짝이고 단단하면 간(Liver) 기능이 정상임을 나타낸다. 만일 간 기능이 저하되
어 손톱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손톱이 건조해지고, 어두운 색을 띄거나 패이고,
갈라질 수 있다. 또, 옴폭한 손톱은 고질적인 폐의 허증(Kyo) 상태를 가리킨다.
- 따라서 갑작스런 간 기능의 저하는 손톱 두께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언제부터 결핍이 진
행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손톱은 보통 6개월 정도면 다 자라지만 발톱은 12
개월이 걸리므로 손톱 상태가 12개월 동안에 얇아졌는지 반대로 두꺼워졌는지에 따라
간(Liver) 기능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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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혈쌍 GB20(풍지), Du16(풍부), Du14(대추), 경혈

단

쌍 GB21(견정) 및 경혈 쌍 S115(견중유) 등을 40 내

계

지 50회 정도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압착한다.

2
단

팔 경락 개방하기의 1단계부터 3단계를 실시한다.

계

3

통증이 있는 어깨의 팔을 들어올리고 경혈 H1(극전)

단

을 10회 압착한다. 그리고 나서 팔에 있는 동통해소점

계

A3과 B4를 각각 2분내지 4분 동안 누른다.

4

통증이 있는 쪽의 다리에 있는 경혈 St38(조구)과

단

UB57(승산)을 압착한다. 두 경혈을 동시에 50회 내지

계

100회 반복하여 압착한다.

5
단
계

양 손바닥으로 통증이 있는 어깨를 압착하고 주무르
고 문지른다. 마사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피부세
척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 시술자가 팔 부
분에 따뜻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마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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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손바닥 사이로 피 시술자의 통증이 있는 팔을 끼
6단

운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으로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계

움직여 팔을 비튼다. 피 시술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위 아래로 부드럽게 흔든다.

통증이 있는 팔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7단

10회 돌린다. 이때 원을 점점 더 크게 하면서 돌린다.

계

그리고 나서 시계반대방향으로 10회 돌린다. 다시 한
번 원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하면서 돌린다.

발가락으로 알 수 있는 증세
- 장기적으로 발가락으로 연결된 기의 흐름에 장애를 주게 되면 허증과 실증의 불균형이
나타나 발가락이 휘게 된다. 그러나 손가락은 발가락처럼 동작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기의 순환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 발가락의 측면 방향으로 기(Ki)가 쏠릴 경우 이를 실증이라 하고, 중앙 방향으로 쏠릴
경우 이를 허증이라 한다. 실증은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위로 구부러지고, 허증의 경우
에는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아래로 구부러지게 만들 수 있다.
- 비장(Spleen)의 허증과 간(Liver)의 실증은 엄지발가락을 측면 방향으로 구부리는 불균
형을 초래한다. 특히 고질적인 비장의 허증과 간의 실증이 심하면 더욱 그렇다.
맥박으로 알 수 있는 증상
- 동양 의학의 맥진(Pulse Diagnosis)은 피술자의 기(Ki), 혈액(Blood), 신체의 음(Yin)과 양
(Yang) 및 내부 기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반적인 체질과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어 혀 진단과 함께 전통적인 진단법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맥박을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시아츠(Shiatsu)에 응용하기가 까다롭다.
혀로 알 수 있는 진단
- 혀 진단은 피술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맥진보다 덜 주관적이며, 진단법을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피술자의 일시적
인 상태에서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빛이 있어야 하며, 빛이
없을 경우에는 작은 손전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진단 시 유의할 점은 피술자는 30분전
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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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시 함께하는 댄스 스포츠 축제
다문화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댄스 스포츠입니다. 춤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할뿐 아니라 부부 간의 정도 나누고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춤을
배우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기 있는 댄스도 함께
배워나가면서 각 나라마다 독특한 생활양식인 문화에 의해 형성된 음악과 춤을 통해 다양
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며 지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1. 스포츠 댄스의 유래와 종류를 알고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2. 함께 스포츠 댄스를 하면서 건강 유지 및 부부 간의 사랑을 키운다.
3. 세계 여러 나라의 댄스를 함께 익히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동영상 댄스 자료, 카세트 테이프(오디오), 카메라
■ 강

사 : 스포츠 댄스 강사 1인 또는 2인

1.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며 부부 간의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중간 중간에 댄스왕 선발대회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3.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댄스 강사가 직접 개인 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댄스 스포츠 동작을 세밀하게 익히도록 한다.
4. 아침 체조 시간과 병행하여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안내하며, 개인보다는 부부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한다.
5. 가족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가족에게는 시상을 하고 격려한다.
6. 본 강의의 진행은 전문적인 댄스 스포츠 전문 강사가 맡도록 하며, 필요하면 보조원을
3명 이내로 투입하여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 372 -

 이 시간에는 함께 즐거운 댄스 스포츠를 배울 것을 말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요가와
댄스 스포츠가 인기를 많다는 것을 언급한다.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부부들 간에 애정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댄스 스포츠와 다른 나라의 인기 있는 댄스를 함께 배워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알린다. 나라마다 독특한 생활양식인 문화에 의해 형성된
음악과 춤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세계는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을 당부하며 활동과정
소개를 한다.

댄스 스포츠의 유래와 종류
 댄스 스포츠 경기의 한 장면을 소개한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홈페이지나 PPT 자료 등을 통해 댄스 스포츠의 유래를 설명하며 이해토록 한다.
 홈페이지나 PPT 자료 등을 통해 댄스 스포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토록 한다.
(댄스 스포츠의 주요 동작과 사진 등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소개한다.)
 댄스 스포츠 열풍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자료 등도 함께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한다.

즐거운 댄스 스포츠 세계로!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
(다양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등을 가볍게 풀어준다.)
 댄스 스포츠의 모든 동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소개한다.
(강사가 보조원을 통해 댄스 스포츠의 실제 동작을 소개한다.)
(실제 동영상 자료를 통해 보충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댄스 스포츠의 종류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선 댄스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인사하는 방법과 예절을 간단하게 안내한다.
(서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도 함께 하도록 한다.)
(각 나라의 인사말을 사용해서 인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댄스 스포츠 중에서 차차차, 자이브 등의 동작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차차차, 자이브 등에 세부 동작을 자세하게 지도한다.)
(보조 강사나 동영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부 동작을 익히도록 한다.)
 음악을 틀어주면서 차차차, 자이브 동작을 직접 따라해 본다.
(가족 팀별로 연습의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하며,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개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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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연습 시간 이후 가족 팀별로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각 팀별로 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최우수 팀에게는 시상하고 격려한다.)

세계의 인기 댄스 따라잡기
 즉석 댄스파티를 개최한다.
(각자 자신 있는 춤을 추며 원안으로 들어와서 신나게 춤을 추도록 하며 교대로 나가도록
한다.)
 세계의 인기 댄스(살사, 탱고, 플라멩고) 등을 소개하고 함께 따라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일부 동작을 따라한다.)
 시범 조교들의 동작을 관람하여 주요 동작을 계속 연습해 본다.
(다문화 가정이 속한 나라의 고유한 춤을 직접 선보이는 기회도 마련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댄스 스포츠를 통해 오랜 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과 댄스 스포츠는 건강 유지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애정을 돈돈히 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세계의 인기 댄스를 살펴보고 함께 따라해 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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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댄스 스포츠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사교댄스를 가리킨다. 국제경기 규정종목은 모던댄스 5종목(왈츠·탱
고·퀵스텝·폭스트롯·비엔나왈츠)과 라틴아메리카댄스 5종목(룸바·차차차·삼바·자이브·파소도
블레)으로 나뉜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 상류층 사람들이 사교 모임 때 추던 볼
룸댄스를 기원으로 하며, 스포츠댄스 또는 경기댄스라고도 한다.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사
교댄스를 가리키며, 경기용과 시범용으로 구분한다. 일반 사교댄스와는 달리 많은 운동량과
고도의 수련을 필요로 한다. 댄스 스포츠라는 용어는 1924년 영국황실무도교사협회(ISTD)
가

볼룸댄스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왈츠(waltz)·탱고(tango)·퀵스텝(quickstep)·폭스트롯

(fox-trot)·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도형과 기법을 정리하여 모던볼룸댄스(또
는 스탠더드댄스)의 개정기법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1974년 ISTD는 룸바
(rhumba)·차차차(cha cha cha)·삼바(samba)·파소도블레(paso doble)·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을 정리하여 라틴아메리카댄스의 개정기법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은 모던댄스 5개 종목과 라틴아메리카댄스 5개 종목으로 통일되었다.
이후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댄스·댄스스포츠평의회(WD&DSC)와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
댄스스포츠연맹(IDSF)이 1987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을 추진하면서 볼룸댄스
대신 댄스스포츠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으로 하였다. 1995년 4월 4일 IOC로부터 경기종목
으로 잠정 승인을 받았고 1997년에 IDSF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98년 제13회 방
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의 고종 황제 때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가 볼룸댄스를 처음 소개하였
으며, 1920년대에 일본과 소련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이 종로의 황성기독청년회에서 처음으
로 시범을 보였다. 1960년대 이후 사회인식 부족으로 댄스교습이 금지되면서 침체를 면치
못했으나 현재는 정서·신체·사회·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점차 많이 보급되고 있다. 한국은
1974년 IDSF에 가입하였고, 1976년 WD&DSC에 가입한 이래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고 있다.
국제경기는 종목별로 대략 1분 30초에서 2분 이내로 치러진다. 모던댄스의 왈츠는 4분의
3박자에 1분간 28~30소절의 템포로, 탱고는 4분의 2박자에 1분간 33~34소절의 템포로,
퀵스텝은 4분의 4박자에 1분간 48~52소절의 템포로, 폭스트롯은 4분의 4박자에 1분간
28~30소절의 템포로, 비엔나왈츠는 4분의 3박자 또는 8분의 6박자에 1분간 56~60소절의
템포로 춘다.
라틴아메리카댄스의 룸바는 4분의 4박자에 1분간 27~30소절의 템포로, 자이브는 4분의
4박자에 1분간 40~46소절의 템포로, 차차차는 4분의 4박자에 1분간 28~33소절의 템포로,
삼바는 4분의 2박자에 1분간 48~56소절의 템포로, 파소도블레는 4분의 2박자에 1분간
60~62소절의 템포로 춘다. 국제경기 정규종목 외의 댄스스포츠로는 살사와 메렝게, 스윙,
사교춤, 폴카 등을 꼽을 수 있다.
댄스 스포츠에는 아래와 같이 모던 볼룸 댄스(Modern Ballroom Dance)와 라틴 아메리컨
댄스(Latin American Danc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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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스포츠의 국제 경기 규정 10종목
모던 댄스(Modern Dance)
왈

츠(Waltz)

탱

고(Tango)

라틴 아메리컨 댄스(Latin Dance)
룸

바(Rumba)

자 이 브(Jive)

퀵 스 텝(Quickstep)

차 차 차(Cha cha cha)

슬로우 폭스트롯(Slow Foxtrop)

삼

비엔나 왈츠(Viennes Waltz)

바(Samba)

파소 도블(Paso Doble)

모던(Modern Standard Dance)
○ 왈츠 와 비에니스왈츠
- 왈츠란 독일어로 “파도치듯 떠오르고 내려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춤은 이미
1780년경 남부 독일의 농부들이 추었던 렌들러(randler)라는 민속춤에서 유래되었으며
19세기초 유럽 사교계에 소개되었을 때는 빠르게 우회전과 좌회전을 하는 춤이었다. 그
러나 1차대전을 전후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리듬에 영향을 ke은 왈츠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졌다.
그 하나는 속도가 느린 모던 왈츠(Slow Waltz)이고, 다른 빠른 속도로 추는 비엔나 왈츠
(Quick Waltz)이다. 왈츠는 기본적으로 상승(rise)과 하강(fall)을 강조하는 기품 있고 아
주 우아한 춤이다.
- 음악 : 왈츠는 3/4박자로서 첫 번째 박자에 강한 액센트가 있으며 1분간 대략 28 ~ 30
소절의 템포이며 비엔나 왈츠는 1분간 보통 60소절의 템포로 추어진다.
○ 폭스트롯과 퀵스탭
- 미국뉴욕에서 1912년경 버드빌 전서(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배우)인
해리 폭스(Herry Fox)라는 사람이 창안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이 춤은 댄스 애호가들
의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 춤은 영국에서 더욱 발전하여 우아하고도 환상적인
폭스트롯이란 춤과 경쾌하고도 빠른 퀵스탭이란 춤으로 나뉘어 졌다.
- 음악 : 폭스트롯트는 4/4박자로 첫째와 셋째 박자에 액센트가 있으며 첫 번째가 더 강
하다. 1분간 대략 30소절의 템포이며 퀴스텝은 1분간 50소절의 템포이다.
○ 탱 고
- 18세기말 아르헨티나 동해안의 라 프라토 팜파스(La Plato Pampas) 지방의 원주민인
가우초(Gauchos)족 기마병이 술집에서 쉴 때 들여오는 리듬에 맞추어 춘 춤이라 한다.
초기의 탱고는 오늘날의 이춤이 영국에 도입되면서 더욱 세련된 춤으로 발전하였다. 탱
고는 낭만적이며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춤으로 누구에게나 매혹적인 레퍼토리
(Repertoire)로 되어 있다.
- 음악 : 2/4박자로 각 박자에 액센트가 있다. 리듬의 특징은 음이 끊어지는 듯한 스타카토
(Staccato)에 있다. 1분에 대략 33 ~ 34 소절 정도의 템포이다.

라틴아메리칸 댄스(Latin Americ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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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바
- 16세기경 아프리카(Africa)에서 노예로 온 흑인들의 리듬으로 적어도 1백년이상 쿠바에서
추어졌다. 이 춤은 1930년경 영국에서 더욱 발전시켜 원래의 춤과는 아주 다른 춤으로
변하였다. 기본적으로 룸바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댄스의 정수이다. 룸바는 매우 환상
적인 리듬과 동작을 가졌고 여성댄서가 여성다운 춤사위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춤이다.
- 음악 : 4/4박자로 첫째 박자에 액센트가 있으며 1분에 28 ~ 30소절의 템포이다.
○ 자이브
- 1927년경 유욕의 하렘(Harlem)이란 흑인 거주지에서 째즈(Jazz) 음악의 일종인 스윙
(Swing) 리듬에 맞추어 처음으로 추어진 춤이다.
- 1936년경 전 미국을 휩쓸 정도로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2차 세계대전 중 G.I(미국 직업
군인)들에 의해 유럽에 퍼졌고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놀랄 만한 인기를 계속하였다.
- 음악 : 4/4박자로 둘째와 넷째 박자에 엑센트가 있으며 1분에 40 ~ 46소절의 템포이다.
○ 차차차
- 이 춤은 원래 쿠바에서 유래했고, 맘보가 그 선구자이다. 봉고 드럼이나 마라카스를 두
드리는 음악소리 자체가 차차차로 들린다. 이 춤은 라틴아메리칸 댄스 중에도 가장 인기
가 있다.
- 음악 : 4/4박자로 첫째 박자에 액센트가 있으며 1분에 28 ~ 30 소절의 템포이다.
○ 삼바
- 삼바춤은 강렬하고 독특하나 율동을 지닌 생동감 넘치는 춤이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
래되었으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브라질 북부의 바히야 지
방에서 보급되었고, 마침내 브라질의 대표적인 춤이 되었다.
- 음악 : 2/4박자로 첫 번째 박자에 액센트가 있으며 1분에 48 ~ 56소절의 템포이다.
○ 파소 도블
- 이 춤은 스페인에서 유래되었다. 기본 스텝은 행진곡형식이며 투우를 묘사한 춤이다. 남
자는 투우사를 나타내며 여자는 투우와 망토를 나타낸다. 유럽의 남쪽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대단히 인기있는 춤이다.
- 스페인어의 파소(Paso) 스텝(Step)이라는 의미이며 도블(Doble)은 더블(Double)이라는
의미이다. 즉 '두배의 걸음'이라는 뜻이다.
- 음악 : 2/4박자로 첫 번째 박자에 액센트가 있으며 리듬의 특징은 역동적인 행진곡형이다
1분간 60 ~ 62소절의 템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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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함께 배워보는 차차차와 자이브
- 전문 스포츠댄스 강사로부터 직접 배워 본다.
<차차차>
2009.08.05
출처 : 프리챌 Q 2분 59초

•

00:21

•

00:57

•

01:33

•

02:09

•

02:45

<자이브>
2009.07.02
출처 : 네이버 블로그 3분 53초

•

00:23

•

01:11

•

01:58

•

02:46

•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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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대표적인 댄스: 살사, 탱고, 플라멩고
살사 - 즐겁고 재미있는 유산소 운동
살사(salsa)는 다양한 커플댄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춤이다. 그만큼 흥겹고
즐거운 춤이다. 살사의 고향은 쿠바다. 당시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추던 춤이 그 기원이다.
에스파냐가 쿠바를 점령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의 원시적인 춤이 가미된
춤이 바로 살사의 모태인 아프리칸 룸바(rhumba)다. 댄스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룸바는 쿠
바의 전통 춤인 손(son)에서 유래된 쿠바다살사의 모태인 룸바와는 다르다. 아프리칸 룸바가
이 흥맘보, 차차차 등의 영향을 받아 진화한 춤 장르가 바로 지금의 살사다. 살사는 자유로
운 춤으로 특정 스텝을 외워야만 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스텝만 배우면 얼마든지 자유
롭게 응용해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살사를 출 때에는 반사 신경이 중요하다. 파트너의 움직
임에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며 출 수 있는 춤이 바로 살사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
에게 살사는 최고의 춤이다. 다른 춤보다 운동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살사는 파트너끼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추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게다가 턴(turn) 동작도 많다.

◇ 배울 수 있는 곳
- 살사인 아카데미: (02)517-4203, www.salsain.net
- 깐델라댄스스튜디오: (02)565-4008, www.dandeladance.com
탱고 - 몸으로 하는 미묘하고 깊은 대화
탱고가 그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한 180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의 남녀 성비는 무려 40:1에
이르렀다. 당시 유럽에서 대거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대부분 남자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남자들은 여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남자는 최대한의 배려심을 가지고 여자를 리드하고 여자는 남자의 배려 속에서 마음
껏 우아해질 수 있는 춤이 바로 탱고다. 그래서 탱고를 추면 남자는 더욱 남자다워지고 여
자는 더욱 여성스러워진다. 탱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1910년대 프랑스에서다. 남
녀가 서로 안고 추는 춤이 소개되자 프랑스 언론들은 탱고를 '서서 하는 섹스'라고 소개했다.
이런 자극적인 보도 이후 탱고는 오히려 프랑스 사교계에 급속도로 퍼졌다.

◇ 배울 수 있는 곳
- 아름다운땅고: (02)323-4936, www.beautifultango.com
- 플로르 땅고 컴퍼니: (02)3442-3062, http://cafe.daum.net/flordel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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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멩코 - 어려운 만큼 성취감은 최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플라멩코(flamenco)를 배워본다. 플라멩코는 어떤 춤
보다 예술적인 면이 강하다. 흥겨움, 분노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플라멩코
만한 게 없다. 플라멩코는 원래 집시의 춤이었다. 아랍, 북아프리카, 그리스, 체코 등을 떠돌
다 스페인에 정착한 집시들은 엄청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들의 분
노와 서글픔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플라멩코다. 바로 이 점이 일반적인 춤
과 다른 점이다. 플라멩코는 가볍고 흥겨운 일반적인 춤과는 달리 호소력이 강하고 강렬하
다. 그만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에 적당한 춤이다. 게다가 이 춤은 기본적으로 솔로 춤이다.
듀엣이나 트리오로 추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 성향이 강한 춤이다. 게다가 연
주와 노래에 맞춰 발 구르기 동작까지 구사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춤보다 배우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한번 배우면 중독성이 강하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온다. 그런 만큼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춤이 바로 플라멩코다.
◇ 배울 수 있는 곳
- 알마 플라멩카: (02)543-3927, http://cafe.daum.net/almaflamenca
- 김태훈 플라멩코 댄스 컴퍼니:
(02)6414-7940, http://cafe.naver.com/dancesudal.cafe
- 코리아 플라멩코 협회: (02)747-7460, www.lolaflamen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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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시 부부 이해 훈련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형성했지만,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너무 다르고, 또한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 맞추어 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성격과 기질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추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남편과 아내 각자의 고민거리와 기대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3. 부부간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부부간 유대를 증대시킨다.
4.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부담이나 상처를 주지 않게 전달하게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 가정(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소강당

■ 준 비 물 : 학습지, A4 용지, 볼펜, ICT 활용 <심성수련> 교수 학습 자료,
MBTI검사 프로그램
■ 강

사 : 상담 전문가(다문화가정 및 자녀 상담 경험자) 및 교육자

1. 대화를 통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한다.
2. 정서적 안정감 및 래포 형성을 통해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3. 상대방을 자극하는 질문이나 불편한 내용은 상담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 ‘나-전달법’의 3요소 중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과
‘나의 감정’만을 표현한다.
5. 부부간의 이해 훈련이지만 가족들에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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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방법(상대방의 개인생활, 고민거리, 희망사항 등)을
기록하고 서로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진행에 대한 대강을 안내한다.

개인생활 이해하기
 남편과 아내 각자가 서로 상대방의 개인 생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적는다.
• 남편, 아내가 가장 좋은 하는 음식은? 취미 활동은?
• 남편, 아내가 가장 좋은 하는 노래는? 가장 싫어하는 일은?
• 기타 질문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 대해,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 대해 각자 기록하고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고민거리, 희망사항 이해하기
 남편과 아내 각자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각자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적는다.
• 현재 남편, 아내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고민거리를, 아내는 남편의 고민거리에 대해 각자 기록하고 서로 맞는지
살펴본다.
• 현재 남편, 아내가 각자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각자
기록하고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영상 메시지 형태로 보내도록
한다. 이후 기념사진 촬영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부부 간 공감 대화하기
 ‘나-전달법’의 대화 기법을 CD 강의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설명한다.
(ICT 활동 「심성수련」교수․학습자료의 Ⅰ.적응활동-라. 함께하기-(2)내 말 좀 들으세요,
(4) 공감대화 부분을 활용한다.)
 일반 대화와 공감 대화(마음의 대화)의 차이점을 질문하면서 공감 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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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대화 사례를 제시하고 ‘나-전달법’으로 표현하고 발표한다.
 ‘나-전달법’을 하고 난 후 좋은 점의 예를 제시하고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을 발표한다.

부부 MBTI 성격 검사하기
 부부 각 개인의 예시와 같은 성격검사를 컴퓨터를 통해 간단히 진행한다(진행방법을 알려
주고 실행하게 한다).
 검사결과를 보고 각 개인의 기질과 성격이 모두 다른 것을 이해하여 부부 간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알게 한다.
 검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발표한다.

 오늘은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상담 활동을 토해 서로 상대방의 개인적 문제, 고민거리,
희망사항 등에 대해 파악함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시간이었다. 다문화 가족이
서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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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생활 이해하기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영역

질문 내용

나의 생각은?

․ 남편, 아내가 가장 좋은 하는 음식은?
․ 남편, 아내가 가장 좋은 하는 취미 활동은?

개인생활의

․ 남편, 아내가 가장 좋은 하는 노래는?

이해

․ 남편,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 기타 :
․ 현재 남편, 아내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고민의 이해

․ 현재 남편, 아내가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무엇일까?
․ 기 타:
․ 현재 남편, 아내가 각자 상대방이 해주기를

희망사항의
이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현재 남편, 아내가 상대방이 고치기를 원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 기타 :

기 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은?

1. 나-전달법

나-전달법의 활용
○ 친구가 모임에 늦게 왔을 때
- 직면적 나-전달 법: 나는 네가 모임에 늦게 와서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어 기분이 상했다.
- 예방적 나-전달 법: 나는 네가 모임에 늦게 올까 봐 걱정이 되니까 네가 일찍 모임에 와
주었으면 좋겠다.
- 긍정적 나-전달 법: 나는 네가 모임에 시간 맞춰 와 주어서 오랫동안 안 기다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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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전달법의 예
청바지와 팔이 훤히 다 보이는 망사로 된 블라우스 옷을 사오면서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
았는데, 남편은 그 옷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척 화를 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까지 배운 대로 하면?
남편- (이때 화는 나지 않았다) 니 옷 산다더 만 옷 샀나? 함 보자.
부인- 여보, (애교를 떨면서) 아이...너무 놀래지 마요. 당신 놀랠 까봐 걱정된다.
남편- (화가 나서) 니가 지 정신이가? 그걸 돈 주고 샀나? 니가 단단히 돌았구나?
부인- 당신, 옷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지요?
남편- (화가 나서)니 그 옷 입은 거 내 눈에 띠이면 알아서 해래 이!
부인- 여보, 그 옷 입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 까봐 부끄러워 화가 나지요?
남편- (아직도 조금 화가 났다)생각을 해봐라, 나이가 몇 살이고? 여태까지 안 입고 다니다
가 주책이지..이그...
부인- 늙을수록 망령 드는 것 같아서 못마땅하죠?
남편- 망령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부인- 아! 당신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뭐라 할 까봐 걱정되는구나?
남편- 그렇지..
부인- (이때 자기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슬퍼요.

당신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니까 너무

옷을 사서 집에 오는데 기분이 날아갈 듯 좋고 당신 앞에서 입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못 입고 장롱 속에 처박아두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남편- 아참...그렇게 입고 싶었나?
부인- (애교 스럽게)네.
남편- 그럼, 뭐 입어야지.. ..어쩌겠노.
부인- 와!!! 당신이 입으라고 하니까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네요.

2. 일반 대화와 공감 대화(마음의 대화) 차이
○ 일 반 대 화
아버지 : (저녁 식탁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다음 달에 도마동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아 들 : (놀라면서) 예? 또 이사를 가요? 전 싫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 : 뭐라구?

싫으면 그만 둬라!

아 들 : 전 이 동네 친구들도 좋구요, 교회도 마음에 들어요.
전 이사가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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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친구가 밥 먹여 주냐? 이것 팔아서 이사가면 오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것도 몰라? 이 철딱서니 없는 녀석아!
아 들 : (저녁도 먹지 않고 불만스러운 듯 일어나 자기 방으로 나가 버린다)
○ 공감대화(마음의 대화)
아버지 : (저녁 식탁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다음 달에 도마동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아 들 : (놀라면서) 예? 또 이사를 가요? 전 싫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 : 이사 가는 게 싫은 모양이구나!
아 들 : 예. 전 이 동네 친구들도 좋구요. 교회도 마음에 들어요.
전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 정든 친구들도 있고 교회도 마음에 들어서 네가 이 동네를 떠나기가 싫은 게로구나.
아

들 : 그럼요. 영철이, 철수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서로 친하고 좋아하는데요. 교회
에서도 애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주일 학교 선생님도 나를 좋아해요.

아버지 : 그래, 정든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섭섭한 일이야.
나도 좋은 친구들과는 늘 함께 살고 싶거든․․․․․․․.
아 들 : 왜 꼭 이사를 가야만 하나요?
아버지 : 안 갈 수만 있다면 네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정든 교회와 친구들 곁에서 늘 함께 살 수 있으면 말이야.
아 들 : (가만히 듣고만 있다.)
아버지 :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마음이 무겁다. 전학을 가면 당분간 재미가 없을지도 모
르지. 옛날 친구들 생각도 자꾸 나고 말이야․․․․․․․.
아 들 : (눈물이 핑 돈다.)
아버지 : 네가 눈치 챈 대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 오천만 원은 떨어지니까, 그걸 보태서 새로 장사를 시작하려는 생각
이란다.
그래야 네 학비도․․․․․․․.
아 들 : (심리적 저항이 줄어든 상태로)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 고맙다. 집안 형편을 이해해 주어서․․․․․․․.
출처: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서울초중등상담기법연구회(2003),

ICT 활동 「심성수련」교수․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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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검사하기
MBTI 성격검사 예시
○ 성격검사1(E(외향)-I(내향))
1번
- 나는 말하기를 좋아해 실수 할 때가 종종 있다.
- 나는 말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 할 때가 있다.
2번
-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
- 나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하다.
3번
- 나는 말하면서 생각하고 대화 도중 결심할 때가 있다.
- 나는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신중히 생각하는 편이다.
4번
- 나는 팀으로 일하는 것이 편하다.
- 나는 혼자 혹은 소수로 일하는 것이 편하다.
5번
- 나는 나의 견해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 나는 대체로 나의 생각, 견해를 내 안에 간직하는 편이다.
6번
- 나는 말을 할 때 제스처가 큰 편이다.
- 나는 말을 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면 어색한 편이다.
7번
- 나는 오랜 시간 혼자 일하다 보면 외롭고 지루한 편이다.
- 나는 혼자 오랜 시간 일을 잘하는 편이다.
8번
- 나는 일할 때 적막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리가 도움이 된다.
- 나는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일하기가 힘들다.
9번
- 나는 말이 빠른 편이다.
- 나는 목소리가 작고 조용하게 천천히 말하는 편이다.
10번
- 나는 활동적인 편이다.
- 나는 집에 있는 것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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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유형검사2(S(감각)-N(직관))
1번
- 나는 현실적이다.
- 나는 미래지향적이다.
2번
- 나는 경험으로 판단한다.
- 나는 떠오르는 직관으로 판단한다.
3번
- 나는 사실적 묘사를 잘한다.
- 나는 추상적 표현을 잘한다.
4번
- 나는 구체적이다.
- 나는 은유적이다.
5번
- 나는 상식적이다.
- 나는 창의적이다.
6번
- 나는 갔던 길로 가는 것이 편하다.
- 나는 새로운 길이 재밌다.
7번
- 나는 했던 일이 편하다.
- 나는 새로운 일이 흥미 있다.
8번
- 나는 약도를 구체적으로 그린다.
- 나는 약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어렵다.
9번
- 나는 구체적이다.
- 나는 비약한다.
10번
- 나는 실제 경험을 좋아한다.
- 나는 공상을 좋아한다.
○ 성격유형 검사3[T(사고)-F(감정)]
1번
- 나는 분석적이다.
- 나는 감수성이 풍부하다.
2번
- 나는 객관적이다.
- 나는 공감적이다.
3번
-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의사결정 한다.

- 388 -

- 나는 상황을 생각하며 의사결정 한다.
4번
- 나는 이성과 논리로 행동한다.
- 나는 가치관과 사람 중심으로 행동한다.
5번
- 나는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 나는 따뜻하다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6번
- 나는 경쟁한다.
- 나는 양보한다.
7번
- 나는 직선적인 말이 편하다.
- 나는 배려하는 말이 편하다.
8번
- 나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쉽게 파악한다.
- 나는 사람의 기분을 쉽게 파악한다.
9번
-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느끼는 편이다.
-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다고 하는 편이다.
10번
- 나는 할 말은 한다.
- 나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 성격유형 검사4[J(판단)-P(인식)]
1번
- 나는 결정에 대해서 잘 변경하지 않는 편이다.
- 나는 결정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2번
- 나는 계획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 나는 마지막에 임박했을 때에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3번
- 나는 계획된 여행이 편하다.
- 나는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 편하다.
4번
- 나는 정리정돈을 자주 하는 편이다.
- 나는 날 잡아서 정리하는 편이다.
5번
- 나는 조직적인 분위기에 일이 잘된다.
- 나는 즐거운 분위기에 일이 잘된다.
6번
- 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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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순발력을 믿는다.
7번
- 나는 규범을 좋아한다.
- 나는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8번
- 나는 일할 때 친해진다.
- 나는 놀 때 친해진다.
9번
- 내 책상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 내 책상은 편안하게 되어 있다.
10번
- 쇼핑을 갈 때 적어 가는 편이다.
- 쇼핑을 갈 때 적지 않고 그냥 가는 편이다.
당신의 성격은○○○○형입니다
결과
ISTJ

ISFJ

INFJ

INTJ

세상의소금형

임금뒷편의권력형

예언자형

과학자형

ISTP

ISFP

INFP

INTP

백과사전형

성인군자형

잔다르크형

아이디어뱅크형

ESTP

ESFP

ENFP

ENTP

수완좋은활동가형

사교적인유형

스파크형

발명가형

ESTJ

ESFJ

ENFJ

ENTJ

사업가형

친선도모형

언변능숙형

지도자형

출처: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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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영역

질문 내용

개인생활의
이해

고민의
이해

희망사항의
이해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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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은?

부부 간 공감 대화 연습하기
역할

대

화

* 경우에 따라서 배역을 바꾸어 진행한다.

MBTI 성격 검사하기

당신의 성격은 ○○○○형이군요.
저의 성격은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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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시 다문화가족 역할극
다문화 가족이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재연해 봅니다. 역할극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다문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동질성 상황을 이해한다.
2.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 차별과 협동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3. 다문화 가족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생각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80분
■ 장

소 : 대강당

■ 준 비 물 : 포스트 잇, 전지, 색연필, 유성매직세트, 간이 우체통
■ 강

사 : 다문화 교육 강사 혹은 연극지도강사 2인

1. 다문화 가족들이 상황 재연을 하는 역할극이 자칫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지도
한다.
2. 문제, 갈등, 침해 등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
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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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화가 달라서 겪는 오해에 대해 생각해보고 문화적 차이를 접근하게 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하기 위해 가족역할극 활동을 할 것과 진행과정에 대해 알려준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의 사례를 가면 역할극을 통방을

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과정을 알려준다.

가족의 역할 이해하기
 가족은 입양과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본 사회의 단위인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랑과
신뢰가 가족의 바탕임을 이해시킨다.
 가족이 주는 의미와 가족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족별로 이야기하게 한다.
 입양과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예를 제시하고,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활동지 쓰거나 이야기한다.

역할놀이하기
 가족에 상관없이 4명씩 모둠을 구성한다.
 문화적 갈등 및 인권침해, 지역사회 내 편견, 차별 등과 관련된 가면극 역할놀이를 해
본다. 나누어주는 대본을 보고 시연한다(20분간 연습할 시간을 준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역할을 실감난 연기를 하도록 한다).

역할 바꿔보기
 각 가정별로 부부가 역할을 바꾸어 보기 위한 상황 설정을 한다.
 부부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즉석에서 시연한다.
 역할이 끝난 후 느낌을 얘기 해보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갖게 한다.
 역할극이 끝나면 가족 간 점수를 매겨 잘한 가족에게 가산점을 준다.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역할극을 보고 난 느낌, 자신이 겪은 감사함이나 고마움, 문화적 차이 등의 사례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이 때 자신의 이름을 꼭 밝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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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지와 봉투를 나누어 주고 편지를 쓰게 한다.)
(편지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강사가 1명씩 불러서 MP3 플레이어로 음성 녹음을 한다.)
 다 쓴 편지를 앞의 우체통에 넣는다.
 1명씩 나와서 우체통에서 편지를 1통씩 꺼내서 읽는다.
(자신의 편지를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을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문화적 차이, 사회적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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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구성원 역할 변화 PPT
- 옛날과 지금의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하는 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PPT자료를 통하여
알아본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일, 어른과 아이들이
하는 일이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본다.
- 의료기술과 기계의 발달, 정보수단의 발달 등으로 역할이 달라진 정도에 대해 알아본다.

2.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 사례
행복의 꿈을 꾸고 온 중국인
저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시에서 27년 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온 정옥매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대학 공부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
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았
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사는 줄 알았는
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생각보다 다정
하지 않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았으며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오랜 세월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가족들 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한국에 온 저는 눈물을 흘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
히 학교나 여러 기관에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주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 교사로 불러 주어서 답답했
던 마음을 달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족들과의 갈등도 줄어들
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벌이고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
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일을 도움으로써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불렀다. “마을에 사람이 죽어 상가(喪家)가 있으니 도와주고 와요, 그
곳에 가서 두 팔 걷어 부치고 설거지 먼저 도와주세요.” 겸연쩍고, 무안하고, 부끄럽기도 했
지만 낯을 익힐 기회가 될 것 같아 상가로 갔다. 우리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풍습이었고 상
황이었다. 그 곳에서 연이어 사흘간 중노동을 하고 나니 몸이 말이 아니게 피곤하고 아팠
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
심히 일을 했다.

그 뒤에도 남편의 말대로 마을의 애경사(哀慶事)가 닥치면 가장 먼저 뛰

어가 제일 밑바닥 설거지부터 먼저 했던 것이다. 이것이 차츰 쌓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였다. “아이! 일본 댁 이리와 이 부침개 한 쪽 맛 봐. 그리고 직접 만들어 봐.” 하면
서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몇 계단 올라 생선 손질이나 찌개도 하
게 됐다. 그리고 또 오르고 올라 김치까지도 담그게 됐다. 파김치, 무김치, 배추김치, 어떠한
김치도 담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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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의 다짐
저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다티몽니예요.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생활과 문화도 몰라서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 때문에 저
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저를 의심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베트남 친구들
도 못 만나게 하였어요. 그리고 뭐든지 제 맘대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모두들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이리저리 혼내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쉬는 날에 저는
한 번씩 시내에 나가서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가서 보기도 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었는
데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정말로 9개월 동안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저는 정신을 차
릴 수가 없었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도 할 수
없으니 저의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알릴 수가 없었고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고 내 마음
을 나눌 사람도 없어서 베트남에게 계신 엄마와 식구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었어요. 어디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베트남 엄마
를 생각해보면 저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아프고 걱정할 까봐 그래서 참고 살았어요. 저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혼자서 마음속에 베트남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생활
나는 베트남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못사는 편
은 아니었지만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 아니었습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 두메산골인데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었
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 물
어 볼 수도 없었고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갈수만 있다면 당장 베트남으로 달려가고 싶었
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에 왔던 사람이 몇 달을 살다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경계하고 감시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 정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러나 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외톨이였습니다. 외톨이로 살아가면서 밤이 되면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
서 혼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그냥 살 걸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든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날이 올까요?

남편의 사랑과 가르침
나는 일본에서 시집온 사유리다. 내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연로하신 시어머님만 계셨다.
낯설고 물설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알겠는가! 그저 로봇이었다. 나는
학교만 다녔고 객지 생활만 했다. 이렇게 살아온 내가 한국에 와서 모내기 하고, 고구마 심
고, 고추도 따는 등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따라 밭으로 매
일 나다녔고, 남편을 따라 들로, 논으로 매일 같이 휘젓고 다녔다. 허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
움이 있었다. 일본에서 30여 년을 넘게 살아온 내가 어떻게 한국 음식의 흐름을 알 수 있겠
는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또 난감해 하는 내게 시어머님은 알뜰하게 알
려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 시어머님도 외국인 며느리인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시
원찮기도 하여 당신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말씀보다 행동으로 가르쳐주셨다. 이런 시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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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따스한 사랑과 가르침으로 많은 나날이 뭉텅뭉텅 지나갔다. 그러는 나날에서도 남편의
자상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졌고 배려되었다. 남편은 선생님 같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나에게 글을 가르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했는데 너무나 좋았고
만족했다. 일본과는 비교 될 수 없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나는 남편의 그런 면이
좋았다. 어차피 한 배를 탄 운명, 이제부터는 불행도, 행복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기에 나도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다.
출처: 전라북도 교육청(2009),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함께 가요, 함께 해요

역할놀이 대본

행복의 꿈을 꾸고 온 중국인
등장인물: 중국인 정옥매, 한국어 강사 이경미, 그 외 이주 여성들
장

소: 이주 여성 교육 센터장

(오후 2시 반, **이주 여성 교육 센터 A반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온 이주 여성들로
가득 찼다. 모두 눈을 똘망똘망 뜬 채로 이경미 한국어 강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경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강생들: 안녕하세요!
이경미: 오늘 날씨도 추운데 빠진 분들이 별로 없이 많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
배우시면 가족과 대화도 잘 되시고, 취직자리도 더 잘 구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
다! 그럼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글 맞춤법 공부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들
이 한글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ㄲ, ㄸ’과 같은 자음들을 소리 내
어 발음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혹시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으세요?
(정옥매는 손을 번쩍 든다)
이경미: (웃으며) 정옥매 씨!
정옥매: 네, 선생님. 교재 25쪽을 보면 ‘집’이나 ‘짚’을 발음할 때는 ‘ㅂ’으로 발음이 나네요.
그런데 ‘집으로’ 할 때랑 ‘짚으로’ 할 때는 발음이 달라서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이경미: 네, 그것은 뒤에 ‘O’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에 자음들이 그대로 O쪽으로 옮겨져
소리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옥매: 네.
(한국어 수업은 이후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이 있었다. 정옥매는 이
경미 선생님을 따라 교실을 나선다)
이경미: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정옥매: 아니에요. 저... 선생님이 지난 번 말씀해주신 중학교 중국어 방과 교사 말인데요.
이경미: 아, 방과 후 교사요?
정옥매: 방과... 방과 후 교사요.
이경미: 하시겠어요?
정옥매: 네, 살림만 하면 뭐 하나요? 남편이 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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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이라고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제
가 잘하는 것은 중국어니까...
이경미: 잘 생각하셨어요. 중국어 방과 후 교사도 하시고, 우리 센터 직원들에게도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죠. 직원들이 배우고 싶은 언어 중에 중국어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정옥매: 그럼요. 취직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데 당연히
직원들을 도와야지요.
이경미: 그래요. 제가 센터 소장님께 옥매씨 의견 말씀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 열심히 복습
하시고 내일 뵈어요.
(그들은 웃으며 헤어진다)

마을 일을 도움으로써
등장인물: 일본인 사이또, 남편 최장수, 시어머니 최간난, 마을 아주머니 김옥분 등
장

소: 한국의 시골 농촌 마을 상가(喪家)집

(사람들은 2008년 일본에서 시집 온 사이또를 일본댁이라고 부른다. 사이또가 일본에서 시
집을 왔기 때문이다. 아직 사이또는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오늘은
마을 어느 집이 상을 당해 마을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사이또는 상가집에 갈 생
각을 하지 않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벌써 상가에 가고 없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최장수: 어이, 이보게. 아직 자네 김씨 집에 안 갔어?
사이또: 네.
최장수: 어허. 그러면 안 되지. 마을에 상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어서 그곳
으로 가 보게.
사이또: 어머님이 거기에... 전... 잘 몰라요.
최장수: 아니, 아니지. 어머니는 어머니고 당신은 당신이지. 사람들이 일본댁이라고 자네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집 체면이 뭔가.
사이또: 제가 꼭 가야 해요? 김씨 할아버지 잘 몰라요.
최장수: 어허,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일본에 없소? 한국에는 있어요. 안 그래도 나이든 아주
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일하고 있으면 젊은 자네가 도와야 한다고. 어서 가 보시게. 나도 옷
을 갈아입고 갈테니. 당신도 좀 놀가 옷을 찾아봐. 놀가 티에 놀가 치마 입고 가요.
사이또: (고개를 숙이며) 네.
(사이또는 남편 말대로 검은 티에 아무 장식없는 검은 치마로 갈아입고 정신없이 상가 집으
로 간다. 상가 집 앞은 문상객들, 일꾼들, 마을 사람들, 울부짖는 친척들과 몰려든 아이들로
시끄럽다. 이웃집 개 한 마리는 사람들 소리에 놀랐는지 여러 번 짖는다. 사이또는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린다. 시어머니는 차일 아래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나
르고 있었다)
사이또: 어머니, 제가 가져갈게요.
최간난: 아니, 그래. 오기로 한거니?
사이또: 네, 아범이...
최간난: 그래, 너도 음식을 나르고 도와라. 난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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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또 다른 이웃집 김옥분 아주머니가 사이또를 발견하였다)
김옥분: 일본댁! 왔어? 잘 왔어! (옥분은 사이또의 등을 두드려준다)
사이또: 네...
김옥분: 그래, 한국 며느리들은 어른이 불러도 와야 하지만, 부르지 않아도 눈치껏 와야 좋
은 소리 듣는 거야. 잘 왔어. 사람들이 일본댁 며느리 참 잘 봤다고 그러겠네. 이제 아기만
가지면 되겠다! 좋은 소식 있어?
사이또: 네? 아직은... 없어요.
김옥분: 그래. 곧 있겠지. 같이 부엌에 들어가자.
(사이또는 이후 마을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의 시골 마을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갈 것이다)

몽니의 다짐
등장인물: 베트남 다티몽니, 남편 이선주, 전처 아들 7살 이우민, 시어머니 박금순,
시아버지 이상업
장

소: 인천 바닷가 마을

(오늘도 다티몽니는 바람이 부는 부둣가 앞으로 나와 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배
들을 보면 배를 타고 고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엄마!’라고 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
는지 모른다. 베트남에서는 배고팠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와
서 우울증이 생겼다)
박금순: 얘, 너 뭐하니?
몽니: (깜짝 놀라 뒤를 본다) 어머님?
박금순:（화를 내며) 제대로 썰라고 하지 않았어? 어휴!!!
몽니: 어머님? 제가 뭘 잘 모해나요?(잘 못했나요?)
박금순: 이그, 손님들이 이렇게 썰면 좋아하겠니? 남편이 고기를 잡아 오면 뭐하나. 제가 저
렇게 썰면 다 망치지... 이그... 어머, 저것 봐. 또!
(그때 시아버지 이상업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상업: 왜 그래?
박금순: 저것 보세요. 생선을 저렇게 썰지 뭐에요. 계속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상업: 쯧쯧...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서 그런가 했더니 영, 손재주가 없나?
(문이 또 열리며 손자가 들어온다. 손자는 새어머니인 몽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할아버지에
게 달려간다)
이우민: 할아버지! 소라 보세요! 제가 잡았어요.
이상업: 그래, 어디서 잡았어?
이우민: 저쪽 앞 갯벌에서요.
박금순: 내 새끼, 소라잡는 것도 좋지만 밥도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 돼.
이우민: 할머니, 밥주세요.
박금순: 그래, 어서 먹자. 할머니가 차려줄게. 당신은 먹었어요?
이상업: 어, 먹었어. 쟤도(며느리도) 먹어야지?
박금순: 으휴, 너 그거 치우고 밥 차려서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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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고, 가게 옆 쪽방 한 군데에 불이 켜져 있다. 몽니는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보고 있다. 손에는 베트남에서 동생이 보내 온 안부 편지가 들려 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 이선주가 들어온다)
이선주: 뭐하는 거야? 또 울어? (약간 술냄새가 풍긴다)
몽니: 언제 와어요?(왔어요?)
이선주: 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선 잘 못 써냐?
몽니: 노려할래요(노력할게요)
이선주: 벌써 9개월 되었어. 이제는 눈감고도 못해?
몽니: 노려할래요(노력하게요)
이선주: 에이, 참... 내가 속았지.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과 똑같다고? 한국 여자들보
다 더 잘 한다고? 어휴...
(그날 밤 몽니는 벽을 쳐다 보고 잤다.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잔다. 한국에서 몽니
에게 봄은 언제쯤 찾아 올까)
-대본 각색: 서울 상원초 권혜정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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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역할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생각해보며 작성합니다.

옛날과 오늘날 집안일은 주고 누가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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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해하기
역할놀이를 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상황 설정에 따라 역할을 바꾸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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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시 가족 화합 한마당
놀이와 스포츠는 서로를 더 가깝게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놀이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세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구촌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1.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2. 함께 협력하면서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게 한다.
3.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인식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15가족)
■ 소요시간 : 120분
■ 장

소 : 운동장

■ 준 비 물 : 각종 공, 줄다리기, 배드민턴, 과자, 고리 던지기, 긴줄넘기, 바톤, 풍선,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 붓
■ 강

사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강사 2인 이상

1. 강사들은 놀이를 하는 동안 가족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2.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우미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3. 너무 승부에만 연연하지 않고 가족들이 즐겁게 화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도록 한다.
4. 베이스마다 필요한 비품은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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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즐거운 게임과 스포츠 활동 시간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껏 뛰고 놀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록 소개한다. 또한 게임을 통해 법과 인권의 소중함도
깨닫고 협동심도 기르는 활동과정을 안내한다.

놀이와 스포츠 활동
 가위바위보 달리기로 준비운동을 대신한다.
 과자 따먹기, 긴줄넘기, 콩알 옮기기, 인간 볼링, 공주님 모시기 등의 10개 이상의 정도의
베이스를 만들어 돌면서 모든 활동을 가족별로 돌면서 모두 체험한다. 각 베이스마다 게임
방법을 담당 강사에게 듣고 활동한다.
 T볼 게임, 발야구, 슈퍼맨 피구, 공주병 피구 등의 몇 가족씩 나누어 공놀이를 한다.

세계 국기 도미노 쌓기 게임
 세계 국기 도미노 조각을 연결한다. 세계의 각 나라는 국경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 하
나의 지구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대륙별로 나누어 함께 도미노 조각을
연결해 보도록 한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먼저 놓은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계속 세워가며 가정먼저 완성시키는 가족에게 가산점을 준다.

뛰어서 지구 한바퀴
 가족 단위로 대륙을 상징하는 조끼를 배분한다.
 조끼를 입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시간으로, 자기 대륙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도록 열심히
응원하게 한다.
 우승가족에게 시상한다.

Face Painting 서로 해주기
 국기 도미노에 있는 나라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2개의 나라나 외국 음식 등을 짝에게
말하면 그 짝이 상대방의 양 볼에 그려준다. 바꾸어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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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을 진행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장 주변을 정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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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 및 레크레이션 매뉴얼

공놀이 매뉴얼
놀이명

놀이 내용

준비물

티볼은 T 자 모양을 거꾸로 뒤집은 듯한 막대에 공을 올려놓
고 배트로 치는 운동으로서, 온가족이 야외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이 티볼은 소프트볼의 규칙과 거의 비슷하
지만, 야구나 소프트볼과 달리 투수와 포수가 없다. 그리고 홈
T볼 게임

런이 아닌 그라운드 볼일 경우 타자는 2 베이스까지, 주자는 1
베이스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1 에러 시, 1 베이스를 더 갈
수 있다. 타자는 올려져 있는 공을 5m 라인 밖으로 쳐내야 한

글러브,
배트,
티볼세트

다. 5m 라인 안에 맞으면 파울이 되며 1스트라이크가 적용된
다. 야구에서는 2스트라이크 이후 파울을 하면 스트라이크 수
가 늘지 않지만 티볼은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변형 피구로서 양쪽 팀에서 남자와 여자 한 명을 선정해 슈퍼
맨, 원더우먼이라고 칭한다. 이 두명은 양팀에서 아무리 공에
슈퍼맨 피구

맞아도 죽지않는다고 약속한다.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자기 팀
원이 죽지 않도록 열심히 공을 막아야 한다. 슈퍼맨 원더우먼
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으면 경기는 끝난다.
양팀에 상대편 몰래 왕자와 공주를 1명씩 선정한다. 상대방이

공주병 피구

왕자와 공주가 모두 죽으면 설령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
어도 경기는 끝나게 된다.

짝축구

남녀가 손을 잡고 축구 경기를 한다. 골키퍼도 남녀가 손을 잡
고 서서 공을 막아야 한다.

공인 피구공,
청홍 조끼

공인 피구공,
청홍 조끼
청홍 조끼,
피구공 또는
비치발리볼

놀이 매뉴얼

놀이명

놀이 내용

준비물

두 개팀을 만들고 반환점을 각각 1개씩 세운다.
반환점에 1명씩을 각각 세운다. 출발점에 서 있는 팀원들은
가위바위보
달리기

반환점에 서 있는 상대방 팀 사람에게 달려가서 가위바위
보를 하고 이기면 반환점에 앉고, 지면 출발점까지 다시 달
려갔다가 온 후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반환점에
앉고 지면 다시 출발점으로 달려갔다가 온다. 빨리 반환점
에 많은 사람이 앉으면 그 팀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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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청홍
조끼

놀이명
공주님
모시기

잡고
달리기
돼지몰이

준비물

보자기에 풍선을 놓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반환점을 돌아

풍선,

온다. 반환점을 빨리 돌아온 조원(4-5명)에게 스티커를 준

보자기나 신문지

다.(3번을 반복하여 이긴 팀에게 수여)

콩알 옮기기
훌라후프

놀이 내용

2장

정해진 시간 동안 젓가락으로 콩알을 컵에 많이 담은 팀에

콩알 2컵,

게 스티커 수여한다.

젓가락

팀별로 훌라후프를 1개씩 주고 그 훌라후프를 한쪽 손으로만
잡고 협력하여 반환점을 향해 달려갔다가 빨리 돌아온다.
막대로 빈병(캔)을 몰고 가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릴레이 경
기. 인원수가 다를 경우 적은 팀 1명이 두 번 경기를 함.

훌라후프 2-4개
빈병이나 캔
막대기 2-4개

한 조에게 1번의 연습기회를 부여한다. 한 조에게 2번의 기
긴줄넘기

회를 줘, 그 개수를 합산하여 더 많이 넘으면 이긴다. (줄은

긴줄 3

명예교사 2분이 돌린다)
림보

높이가 더 낮은 고무줄을 넘어지지 않고 지나간 학생 수가

고무줄

많을수록 그 조가 이긴다.

높이뛰기대

볼링핀 수대로 사람을 세운다. 술래 1명은 맨 앞 줄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그 뒷줄 사람과 또 가위바위보
인간볼링

를 한다. 이렇게 하여 맨 뒷줄인 5번째 줄 1명에게까지 5
번 이기면 1점을 딴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돌아와 다음
사람이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가위바위보를 한다.

▶ T볼 게임 사진

▶세계 국기 도미노 게임

출처: 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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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시 자녀교육과 이해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문제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모국과 이질적인 한국의 교육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하며 갈등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분은 크나큰 선결과제입니다. 본 활동에
서는 유용한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1. 세계의 다양한 자녀교육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자신이 경험한 자녀교육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자녀학습 방법을 공유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녀교육 책자 만들기 활동과 교육제도 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습득
하고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정 (15가족)
■ 소요시간 : 2시간
■ 장

소 : 실내 강의실 혹은 교실

■ 준 비 물 : 개별 필기도구, 연수생들이 사례를 쓸 수 있는 종이,
강사용 지도자료를 참고로 만든 책자(연수생 수 만큼)
■ 강

사 : 부모교육 전문가 혹은 Socio-drama 전문가

1. 진행자는 부모-자녀간 갈등 사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법에 대해 전문가여야 한다.
2. 강사용 지도자료 외의 다양한 부모 교육자료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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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족이란 무엇인지 물어보고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들을 서로 공유하여 확인
해보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오늘의 수업목표 및 수업과정에 대해 설명해주도록 한다.
① 세계의 다양한 자녀교육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② 성공적이었거나 효과적인 교육방법 노하우 전수하기
③ 자녀교육 책자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녀교육에 유용한 정보 정리하기

책으로 알아보는 세계의 자녀교육법
(강사용 지도자료에 있는 자료들을 배포해준다)
 받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효과적인 세계의 자녀교육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나
묻고 답한다.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세계의 자녀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다.

효과적인 자녀교육 방법 노하우 전수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적 많았을 텐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지 묻고 경험을 이야기 해 보게 한다.
 먼저 자녀를 잘 교육했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가 만드는 자녀교육 책자
 전개 1과 2를 통해 알게 된 좋은 교육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거나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여 자녀교육 책자를 만들어보게 한다.
 다 만들었으면 자신이 만든 책자를 공유하면서 모둠별로 돌려보도록 한다.
 이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선택한 내용으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서로 돌려보며 확인해보게 한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안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알아 자녀양육에 준비하게 한다. 자녀 연령에 따른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하게 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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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하여 자녀에게 활용해본다.
 모국에서의 자녀양육방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여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터득하여 교육하게 한다.

 평생 같이 만나고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할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소중하며 갈등이
있으면 이를 지혜롭게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임에 대해 상기시킨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서 교육제도를 알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녀양육에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자녀의 적응을 위해 자녀와의 대화와 학교폭력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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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으로 알아보는 세계의 자녀교육법
세계 자녀교육의 영웅들
○ 소개 : 이어령, 최인호, 신용호,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모차르
트, 타이거 우즈 등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재를 키워낸 부모들의 자
녀교육 비법을 담은 책.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게는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전 문화
부장관 이어령이 언어의 천재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
머니의 '본보기 교육'이 있었다. 뛰어난 인재 뒤에는 더 훌륭한 부
모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이 부모들의 자녀교육 비법을 믿음, 여행, 발표, 독서, 역
할모델, 감성교육, 로드맵 교육 등 15가지 주제로 모아 설명한다.
또한 각 장마다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란을 두어 해당 주제의 자녀교육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한 예를 보여주며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안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을
키운 위대한 부모들의 자녀교육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자녀교육의 해법을 풀어내는 책이다.
○ 내용
1. 최인호 : 작가 최인호를 만든 어머니의 ‘믿음’
믿음 속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_ 14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1 ‘패밀리 데이’를 정하고 가족전통을 만들어라 _ 24
2. 네루 : 외동딸을 총리로 만든 인도 초대 총리 네루의 ‘서신교육’
자녀를 ‘열공 모드’로 바꾼 아버지의 편지 한통 _ 30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2 자녀를 성공시키려거든 1백 통의 편지를 써라 _ 40
3. 모차르트 : 음악천재를 만든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 ‘여행’
여행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다 _ 46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3 여행은 최고의 체험학습, 가족이 함께 떠나라 _ 54
4. 스티브 잡스 :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의 달인으로 키워라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 _ 60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4 어릴 때부터 큰소리로 읽고 글로 표현하게 하라 _ 69
5. 토플러 : 미래학자를 만든 앨빈 토플러의 ‘신문읽기’
세상을 보는 비판적인 관점과 창의력을 키워라 _ 74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5 매일 신문스크랩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_ 82
6. 신용호 : 교보문고 창립자 신용호에게 배우는 ‘독서’의 힘
TV를 끄고 아이와 함께 ‘천일독서’를 실천하라 _ 88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6 자녀를 ‘독서영재’로 만들어라 _ 94
7. 에디슨 : 발명왕 에디슨처럼 ‘메모’하며 상상력을 키워라
천재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메모광’이다 _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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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7 성공하고 싶다면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_ 108
8. 타이거 우즈 : 타이거 우즈를 키운 ‘역할모델’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시련을 이겨낸다 _ 114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8 부모는 자녀의 든든한 ‘등대’이다 _ 124
9. 스티븐 스필버그 : 흥행의 마법사를 만든 스필버그 아버지의 ‘감성교육’
상상력을 키워준 밤하늘의 별똥별 _ 132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09 큰 인물을 원한다면, 예체능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마라 _ 141
10. 손정의 : 일본 최고 부자 손정의를 만든 ‘긍정’의 힘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_ 146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10 간섭은 최소화, 지원은 최대한으로 하라 _ 155
11. 공병호 : 공병호 박사가 들려주는 ‘로드맵 교육’
어릴 때부터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먼저 깨우치게 하라 _ 162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11 ‘하 팀장네’의 자기계발 교육 프로젝트 _ 170
12. 워렌버핏 : 세계 최고 부자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경제교육’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_ 176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12 자녀와 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라 _ 46
13. 록펠러 : ‘기부왕’ 록펠러에게 배우는 ‘나눔’의 교육
어릴 때부터 세상의 법칙을 가르쳐라 _ 190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13 ‘인색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남기지 말아라 _ 197
14 이어령 : 이어령 박사를 만든 어머니의 ‘본보기’교육
부모의 솔선수범만큼 위대한 교육은 없다 _ 204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14 6남매의 독서분투기… 독서는 취미가 아닌 습관 _ 211
15. 오바마 :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든 오바마의 ‘격대교육’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가 큰 인물을 만든다 _ 218
큰 인물 만들기 15원칙 15 인생이란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공동작업이다 _ 227
자료출처 : 책사랑 블로그 http://lovebooks.tistory.com/2701 2009년 10월 18일자 검색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세계명문가의 자녀교육

세계적인 명문가들은 무엇이 다른가?
1. 부부 사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도 궁합이 좋았다.
2. 부모가 평생 자녀의 멘토 역할을 했다.
3. 인간관계와 인맥을 중시했다.
4. 부모가 자녀교육의 본보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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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표를 정하면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6. 가문의 전통이 큰 인물로 키워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7. 부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리세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했다.
8.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들려면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10계명
1. 식사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2.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3. 단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4.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라
5.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
6. 어머니가 나서서 품앗이 교실을 운영하라
7. 대대로 헌신할 수 있는 가업을 만들어라
8.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험여행을 떠나라
9. 평생 일기 쓰는 아이로 키워라
10. 자신을 사로잡는 목표를 찾아 열정을 다 바쳐라
자료출처 : 행복통조림블로그
http://blog.naver.com/mx1236?Redirect=Log&logNo=110069362384 2009년 10월
18일자 검색

키즈 스킬
○ 소개 :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아이들
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 애쓰는 핀란드 학교와 가정 교
육의 핵심을 정리한 자녀교육서이다. 경쟁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학업성취도에서 늘 최고의 성적을 나타내는 핀란
드의 교육을 통해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생각해 보
게 된다.
핀란드에서는 아이가 지닌 문제를 스킬로 파악하여 아직 배우지
않은 스킬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
복하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
아준다. '키즈스킬' 프로그램에 따라 아이는 문제 행동을 자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을 통해 해결해 간다. 이렇듯, 아이와 어른이 윈윈 전략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
게 된다. 좋은 이론과 실천 방법을 담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하지 않아도 세계 제일’
학교를 다니면서 ‘경쟁’ 이란 말은 100미터 달리기할 때나 듣는다는 나라. 우리 아이들과
비교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4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학습만족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
은 나라. OECD가 만 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에서는 늘 최고 성적을 내는 나라가 핀란드다. 이 나라의 성공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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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교육자들이 북유럽의 교육 강국 핀란드를 찾고 있다. 과연
핀란드의 아이들이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
까?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경쟁 아닌 협동, 아이들에 대한 배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다. 아이의 공부나 행동 발달이 뒤지는 까닭은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부족하거나, 이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동기를 갖지 못했거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
거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수 엘리트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아이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 애쓰는 핀
란드 학교와 가정 교육의 핵심을 정리한 자녀교육서 『키즈스킬』이 출간되었다.

○ 내용
키즈스킬 프로그램 15단계
Step 1 - 아이에게는 해결 스킬이 필요하다
문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스킬을 찾아보세요 / 아이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 복잡한 문
제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세요 / 스킬은 무엇인가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 ‘하지
마라’와 ‘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Step 2 - 아이가 배울 스킬을 결정하자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해요 / ‘나’ 대신에 ‘우리’를 활용하세요 / 마음을 열고 아이와 함께 이
야기하세요 / 서로 돕는 마음이 중요해요
Step 3 - 스킬을 배우면 왜 좋을까
아이는 뭔가를 배우려 한답니다 /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Step 4 - 스킬에 이름을 붙이자
만화 캐릭터는 가장 좋은 친구예요
Step 5 - 영웅은 어떤 도움을 줄까
영웅을 그려보세요 / 영웅은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까요
Step 6 - 후원자를 모아라
모든 사람이 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세요
Step 7 - 자신감을 높여주자
이렇게 자신감을 만들어주세요 / 믿음이 가는 근거가 필요해요
Step 8 - 축하 모임은 촉진제가 된다
축하 모임은 왜 가져야 할까요? / 아이가 축하 모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 나이가 든 아이도
축하받는 것을 좋아 해요
Step 9 - 미리 보여달라고 하자
시연은 큰 효과가 있어요 / 역할놀이를 해보세요
Step 10 - 공개적으로 알려라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 공개적으로 알리면 편견이 줄어들어요 / 어느 범위까지 알려
야 할까요 / 차트를 활용하세요
Step 11 - 스킬을 연습하자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아이 스스로 스킬을 배우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얼마나 자주 스킬을 연습해야 할까요?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옮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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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기록하면 효과가 커요 / 관심과 칭찬이 중요합니다 / 세 가지 칭찬 방법을 활용하세요
/ 간접적으로 칭찬하면 더 좋답니다 /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Step 12 - 스킬을 잊지 않게 하자
실수를 인정하세요 / 이렇게 상기시키세요 / 아이들은 서로서로 도움을 줍니다
Step 13 - 모두 함께 성공을 축하하자
왜 스킬 배우기에 실패할까요 / 축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
현하세요 / 감사의 마음은 아이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Step 14 - 다른 사람에게 스킬을 가르쳐주자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 감사 표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옵니다 / 아이는 다른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요
Step 15 - 다음 단계의 스킬로 넘어가자
아이는 더 어려운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 순서에 맞게 배우세요

좋은 부모 프로젝트
○ 소개 : 이 책은 현직 교사가 제안하는 가정교육 지침서로, 자녀
교육의 마지막 찬스인 초등 시절에 꼭 해야 할 40가지 부모 훈련을
담고 있다. 『수학 100점 엄마가 만든다』 시리즈를 펴내 엄마표
학습 지도의 중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준 송재환 선생
님의 가정교육 편 제안서이다. 자녀 교육서이자 부모의 자기 개발서
개념의 책으로, 육아의 과정을 단순히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는 재환
국한시키지 않고, 부모 자신도 뚜렷한 자아상과 삶의 목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육아를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모델의 도서이다. 학력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가 고
스란히 투영된 아이들을 매일매일 접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책으로, 아이들의 솔직
한 언행 속에 녹아난 우리 가정의 모습은 부모인 나를 반성하게 만든다. 여기에 좋은 부모
실천 편을 따라 꼼꼼히 나의 육아 방식을 따져보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기대하기
전에 스스로를 정비하게 한다. 이는 좋은 부모로 살아갈 내 삶에 대한 기대와 올곧게 성장
할 우리 자녀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 40일 프로젝트의 힘이다.

○ 내용
나는 좋은 부모인가
Day 1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삶을 끌어당긴다.
Day 2 내 아이는 칭찬화분인가 욕화분인가
Day 3 콩나물 기르듯 가르쳐라
Day 4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나쁜 부모인가
Day 5 생수 같은 사랑인가 바닷물 같은 사랑인가
Day 6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Day 7 추억이 없는 아이가 가난하다
Day 8 사랑의 코드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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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9 오늘 자녀에게 무슨 칭찬을 해주었는가
Day 10 교사를 불신하는가
Day 11 매일매일 자녀를 떠나보내라
Day 12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Day 13 자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닮는다
Day 14 어릴수록 엄격하게 대하라
Day 15 우리 집은 자녀 중심인가 부부 중심인가
Day 16 부부 싸움하고 각방을 쓰는가

부모의 직무를 다하라
Day 17 부모가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라
Day 18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Day 19 실력이 칼이라면 성품은 칼집이다
Day 20 속더라도 믿어주어라
Day 21 조급해하며 먼저 해주지 말라
Day 22 자녀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
Day 23 초등학교 때 반드시 획득해야 할 덕목 '근면성'
Day 24 결국 습관이 경쟁력이다
Day 25 밥상머리 교육을 회복하라
Day 26 아이에게 권위를 가르쳐라
Day 27 궁핍함이 풍요보다 좋은 스승이다
Day 28 하나님은 부모에게 1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Day 29 자존심은 생일잔치로 세워지지 않는다
Day 30 반장한다고 리더십 키워지지 않는다
Day 31 내 아이가 안 좋은 친구와 어울려요
Day 32 게임 중독은 치명적이다
Day 33 휴식이 없는 아이들 방학이 더 고달픈 아이들
Day 34 학원이 능사가 아니다
Day 35 텔레비전을 없애라, 거실에서라도
Day 36 노는 것이 공부다
Day 37 자녀를 존경받는 부자로 키워라
Day 38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나는 좋은 아빠인가
Day 39 아이에게 아빠는 산소 같은 존재다
Day 40 아빠의 책임은 가정 경제가 아니라 가정 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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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모든 교육기관은
1∙ 2학기 학기제이며, 1학기 시작은 3월 초이고, 2학기의 시작은 9월 초이다.

초등학교 입학전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있고, 여기서는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봐주
고, 교육시킨다. 유치원은 만3~5세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으로, 교과목 중심의 교육화동을
하지 않고, 주로 체험 및 활동(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발달을 돕는 교육활
동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과정은 6년으로, 만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사회, 자연과목), 즐거운 생활(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목을
배운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중학교 교육
중학교 과정은 3년이고, 한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과목을 배우게 된다.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게 되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다. 과학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시험을 통해 입학이 가능
하며, 그 외 일반고등학교는 지역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추첨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을 배우고, 2~3학년은 각 학생의 적성과 능력,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한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서, 전문교육과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1학년은 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을 배우고, 2~3학
년은 전문교과를 이수한다. 전공은 크게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계열 등이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IT, 로봇, 애니메이션⋅영상, 조리, 미용, 관광 등 전공이 점점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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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찾아내어 지도하며,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주는 교육기관이다.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 또는 2년이상
수료자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기타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학
교들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전공하게 한다.
이러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일정한 전형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한다.

대학교육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2~3년제인 전
문대학, 기능대학 등이 있다. 일반대학은 여러 분야의 전공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으로 산업인력을 키우는 산업대학,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통신매체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원격교육 대학
인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여러 분야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능대학 등에 비해 가장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이나 학비는 각자가 부담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학비를 낮은 이율
로 빌릴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정부가 보증하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기간은 보통 개학하기 2~4주
전 정도이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이용방법
studentloan.go.kr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 → 기금승인 → 등록금 수납기간 중학교에서 지
정한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금신청 → 등록금 수납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간 52주 중 34주를 수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8주는
방학이다. 방학은 봄, 여름, 겨울에 시행되며, 봄방학은 대개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이고,
여름방학은 대개 7월 넷째 주에서 8월 말까지이며, 겨울방학은 12월 넷째 주에서 1월말이
나 2월 초까지이다. 대학 강의는 3월 초 1학기를 시작하여 15주를 마친 후 여름방학에 들
어간다. 2학기는 8월 말이나 9월초에 시작하여 15주를 마친 후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2. 보육료 지원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만5세이하)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보육료 및 유치원지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

육료 지원 수준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유치원비를 지
원해 준다. 지원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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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모의 월소득인정액(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독)이 도시근로
자가구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ㆍ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액을 직접 입금한다.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나머지 보육료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008년도, ‘09년 7월부터 적용)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 인정액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신청 절차
신청

학부모

확인
읍⋅면⋅동

증명서제출

학부모

사무소

어린이집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어
린이집(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지원대상 신청시 구비서류(‘09년 7월부터 적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 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보육시설ㆍ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소득ㆍ재산 등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420 -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절차(‘09년 7월부터 적용)
자 치 구

동ㆍ주민센터

보육료 신청서 제출
(i-사랑카드 신청서
등 포함)

영유아 복지대
상자 확정
(읍면동에 통
보)

소득ㆍ재산조
회(금융재산
포함)
(관내분, 전국
분)

새올시스템의
지원아동
등록 및 기록
유지관리

실태조사내역
등록
영유아 복지대
상자 확정내용
통지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관

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ㆍ어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
가정육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이나 어촌으로 온 결혼이주자의 경우에 농ㆍ어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결혼이주자인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합계가5ha 미만인 농ㆍ어업인의 만5세 이하의
자녀(취학하지 않은 만6세 포함)
ㆍ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다닐 경우 :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ㆍ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가정육아
비용 지원)
○ 지원범위
ㆍ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 0~4세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수준이고, 5세,6세는
100%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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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 아동의 연령에 따라 57,000원부터 12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ㆍ이장 또는 통장을 통해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의료보험증 사본 첨부)
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한다.
ㆍ대상자로 확정되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ㆍ이장 또는 통장을 통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4.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아동양육지원도우미가 방문하여 아동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부진한 언어교육이나 아동 놀이지도를 받을 수 있어 농어촌 지
역에 있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지원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5.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상담관련 지원센터 이용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
경을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저소득층가정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
녀를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이고,
이용시간은 주 5일 8시간 이상씩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토ㆍ일요일에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제공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보호프로그램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연결

복지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교육프로그램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등

청소년상담 관련 지원센터
○ 시ㆍ군ㆍ구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개발
하고,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청소년상담 관련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광역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그 외 시ㆍ군ㆍ구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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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청 혹은 전화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388을 누르면, 가까운(상담)지원센터로 연결된다.
○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이용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며, 심리검
사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를 받기도 한다. 센터이용은 대부분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오후6시부터 9시까지는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접수 받는 곳이
많고, 지역에 따라 24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어, 지역여건과 청소년센터의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개인상담

청소년문제(학업, 친구, 비행), 비행예방, 부부관계, 가족 간의 갈등 등

집단상담

친구사귀기, 효과적인 대화법, 시간관리, 학습방법 등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

사이버상담

공개상담, 비밀상담, 채팅상담, 웹심리검사 등

청소년캠프

심신수련, 친구관계, 진로결정, 비행예방 등

부모교육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아버지 교실 등

6. 방과 후 교육과 숙제지도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
○ 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방과
후 교육과 숙제지도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방과 후 아카데미(국가청소년
위원회), 방과 후 교실(교육인적자원부), 방과 후 보육사업(여성부), 인터넷 학습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초, 중)나 방과 후 학교(초중고)는
중고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지역아동센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청소년의 경
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므로 지역별 보육시설이나 시도
교육청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구분

문의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전국지역아동센터

전국 각 지역

공부방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홈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02-313-4503,

(☎02-6430-0908,

www.jckh.org)

www.youthacdemy.or.kr)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교육

중앙보육센터
시⦁도교육청

(☎02-701-0431,
wwww.eaducare.or.kr)

준비물과 숙제지도 및 정보이용
○ 학교 준비물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간학습안내장이나 주간계획표에 나와 있고, 숙제는
아동의 알림장에 적혀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무실로 전화하면 각 반 담임선생
님께 연결해 주거나 각반에 설치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더 상세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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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숙제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용
주변 가까운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색창, 인터넷학습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 학습사이트는 숙제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만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녀가 종종 과도하게 컴
퓨터를 하거나 게임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지역 명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서울

꿀맛닷컴

www.kkulmat.com

부산

사이버스쿨

cyber.busanedu.net

대구

e-스터디

estudy.dag여.net

인천

e-스쿨

cyber.edu-i.org

대전

사이버가정학습

www.edurang.net

울산

교수학습지원센터

www.ulsanedu.net

경기

다높이

danopy.kerinet.re.kr

강원

에듀월드

gcc.keric.or.kr

충북

교수학습지원센터

www.cbedunet.or.kr

충남

사이버가정학습

cell.cise.or.kr

전남

e-스쿨

cyber.jnei.or.kr

경남

사이버영재교육원

ct.gnedu.net

제주

e-스터디

www.jejuestudy.net

7.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교육기관 현황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 대학 부속기관, 각 지역교육청, 정부부처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밖에 비영리 기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구분
대학 부속 기관
및 학회

각 지역교육청 및
정부 부처 관련
기관

기관(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multiculture.snue.ac.kr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cmc.snu.ac.kr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www.mcfc.or.kr

한국다문화교육학회

www.kame.or.kr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www.kwfamily.or.kr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tmfc.familynet.or.kr

경기도 다문화센터

www.cme.or.kr

광주교육청 다문화가정센터

family.gen.go.kr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노동부

www.molab.go.kr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

ecamp.kdu.edu

문화관광부 한국어학습

www.mct.go.kr

법무부

www.moj.go.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서울중앙다문화교육센터

cmc.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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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교육청 및
정부 부처 관련
기관

여성부

www.mogef.go.kr

유네스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ccap.unesco.or.kr

전북교육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onnurian.jbe.go.kr

충남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www.gohappy.or.kr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www.migrantok.org

서울지역

비영리기관 및
종교 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

경기도
지역

전라도
지역
경상도지역

기타 관련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교육청
지정 다문화 연구
학교

다문화어린이도서관

www.modoobook.org

무지개청소년센터

www.rainbowyouth.or.kr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www.smwc.or.kr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ijunodong.prok.org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다문화공동발전협의회

www.damunhwa.org

국경없는 마을

www.bvillage.org

코시안의 집

kosian.or.kr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www.afwc.or.kr

천안외국인근로자센터

www.migrant.or.kr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자센터

asm.nodong.net

경기도초등다문화교육연구회

www.beautifulworld.kr

익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www.ifamilynet.or.kr

곡성군 결혼이민자사이버지원센터

www.tomic.co.kr

대전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www.immigrantwoman.wo.to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www.eulim.org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

www.mntv.net

다문화 열린사회

www.multicos.co.kr

한국 다문화사회 공동체

www.dalove.or.k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ww.wmigrant.org

서울 경동초등학교(2007.3-2008.2)

www.kyungdong.es.kr

서울 보광초등학교(2007.3-2009.2)

www.bogwang.es.kr

부산 주감초등학교(2007.3-2008.2)

www.jugam.es.kr

인천 박문초등학교(2007.3-2009.2)

www.pmkids.co.kr

광주 광천초등학교(2007.3-2009.2)

www.gwangcheon.es.kr

대전 비래초등학교(2007.3-2009.2)

www.birae.es.kr

강원 가평초등학교(2007.3-2009.2)

www.zat.es.kr

강원 미원초등학교(2007.3-2009.2)

www.miwon.es.kr

경기 안산초등학교(2007.3-2009.2)

www.ansancho.es.kr

경기 양지고등학교(2007.3-2009.2)

yj.hs.kr

충남 부리초등학교(2007.3-2009.2)

puri.es.kr

충남 병설초등학교(2007.3-2009.2)
전북 장수초등학교(2007.3-2009.2)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안학교

www.jb-jangsu.es.kr

전남 천태초등학교(2007.3-2009.2)

www.cheontae.es.kr

경북 우곡초등학교(2007.3-2009.2)

www.ugok.es.kr

경남 안남초등학교(2007.3-2009.2)

www.anm.ms.kr

아시아공동체학교(부산 소재)

www.asiaschool.or.kr

새날학교(광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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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민층 둘째아 이상 보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구 분

‘09년

‘10년

• 지원대상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 지원조건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만 지원

자녀 둘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

* ‘09년 4인가구 기준 436만원
<무상보육ㆍ교육 확대에 따른 부모부담 변화>
(‘09년)

정부지원
(100%)

소득하위60%

(‘10년)

(80

부모

%)

부담

70%

정부지원

⇨

부모부담

(100%)

70%초과

소득하위70%

70%초과

오는 3월부터 서민층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만 0~4세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무상 보육 및 교육 지
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차감 후 보육료 지원 변화>
부모부담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60%

소득하위50%

60%

30%
70%

기타

맞벌이가구 보육료• 육아학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자료:기획재정부)

현재는 소득하위 60% 이하 가구의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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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닐 때만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앞으론 소득 기준이 하위 70%
이하(2009년 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단,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자녀 모
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땐 월 1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만 지급된
다. 따라서 서민층 학부모로선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편의 혜택이 더 크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육아·교육비에 대한 기준단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납입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
낼 경우엔 추가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세부 지원내용>
구분
소득기준

가형
보육료 지원 하위 50%
(4인 258만원)

나형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하위 50%가 되는
가정

기타
하위 50%
초과

요금체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본인부담

(월115만원)

69만원(60%)

46만

57.5만(50%)

57.5만

115만

지원시간

1일 11시간, 주5일(평균 20일)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둘째 자녀 이상 무상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은 10만3000여명 수준
으로 보고 있으며, 1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되는데, 3월부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가 차감한 후 소득 인정액에 합산토록
함으로써 지난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6만원이었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맞벌
이 가구의 경우 498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약 1000가구)의
0세 아이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월 58만~69만원)을 지원하는 영아 전담 가
정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경제 2010년 01월 29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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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의 기본원칙
부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면,
아이는 잠재된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활짝 펼치게 된다.
1. 자녀는 아직 어린 아이
자녀가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아직도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
상에 겁먹고 불안해하는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항상 자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 따뜻하게 대하면 된다.
2. 바른 생활습관과 학습습관 가르치기
우리말에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생활습관과 학습
습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렵다.
3.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 알려주기
유치원과 학교는 어린 자녀가 집을 떠나 처음으로 만나는 큰 사회이다. 부모는 자녀가 친
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기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남과 비교당하면 마음의 큰 상처를 받는다. 형제나 이웃, 같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어야 한다.
5. 자녀의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해 주기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고 늘 잔소리를
하고 혼내다 보면,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부모는 늘 자녀의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해 주고.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감을 갖도록
항상 북돋워주어야 한다.
6. 자녀가 즐거워하는 활동 함께 하기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7. 한계를 분명히 하고 과잉보호 않기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잉보호하면서 감싸면, 생활 속에서 오히려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하는 마음에 좌절하게 되고 부모에 의존적이 된다. 부모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알아듣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뭐든지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8. 부모의 욕심이나 불안으로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 강요않기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이나 불안감으로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대로 하기를 바
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부모의 경험에 비추어 우려가 되고 자신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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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녀에게 일관된 말과 행동하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칠 때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
하고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자녀는 눈치를
보게 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10.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여유갖기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나 정도가 다 다르다. 부모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고 조급해하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긍
정적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1. 내 아이에 대한 남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
자식에 대한 편견은 자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된다. 선생님, 친구의 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가져야 한다.

7. 부모와 자녀의 바람직한 대화
부모와 자녀의 바람직한 대화방법
부부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로, 서로 자라온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
기도 한다.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는 바람직한 대화방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가
야하며 이러한 부부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준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좋은 의도로 대화를 하여야 하는데, 자녀가 오히려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경우 감정에 치우쳐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여는 대화’와 ‘문제를 푸는 대화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대화방법이다. 다문화가족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부부가 생활 속에서 이런 방법을 먼저 실천해 보이면,
자녀에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1단계

상처가 되는 대화방법 중단하기


2단계

마음을 여는 대화방법 실천하기


3단계

문제를 푸는 대화방법 실천하기

1. 상처가 되는 대화방법 중단하기
부모-자녀간 대화시 자녀가 짜증내거나 화를 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
키려고 할 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 지시, 위협, 경고,
비난, 욕설, 캐묻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아이는 반항과 분노, 수치심, 거짓말로 응
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하고 그
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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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을 여는 대화방법 실천하기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가 있다. 부모
의 말에 대해 자녀가 감정적으로 과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이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억울하거나 자신의 할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부모는 항상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마음을 여는 대화방법’을 실천해야

때가 우선 일상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 마음을 달래주고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좋다.
3. 문제를 푸는 대화방법 실천하기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입장에서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경우 자녀와 감정적으로 부딪칠 수가
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문제나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도
와줄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도 ‘잘 하고 싶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문제를 푸는 대화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는 조력자가 되고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자녀와의 대화 십계명 만들기
- 고든(Gordon)의 부모교육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람직한 자녀와의 10가지 대화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명령과 지시는 아이와의 대화를 단절시킨다.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예) 빨리 장남감을 치워라. 너 얼른 이 닦아!
② 경고하고 협박하는 것은 아이의 반발심을 유발시킨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나 유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분노를 키워 가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 장난감 정리 안하면 모두 갖다 버릴거야! 너 말 안들으면 아빠한테 말할거야.
③ 훈계하고 설교하는 말은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거나
아이가 행동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인사를 잘해야 착한 사람이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거야
④ 충고하고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이가 시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게 된다.
미리 일어날 상황을 걱정하거나 충고를 하면 아이를 소심한 사람으로 기르게 된다.
예) 그렇게 만들면 다 무너진다.
⑤ 비난하고 탓하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항상 긍정적으로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우회적으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예)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엄마가 이걸 다 틀렸잖아! 하기 보다는 “네가 조금 조용히 해
주었다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한다.
⑥ 과잉 칭찬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한다. 뻔한 칭찬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은
상투적인 말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예) 그래, 네 말이 맞아. 넌 정말 천재야!
⑦ 비웃거나 욕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비웃거나 욕을 하는 것은 불신의
벽을 쌓게 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예) 똑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알아듣겠니? 어이구 참! 네가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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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나치게 동정하는 말투는 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킨다. 유아들이 말하
거나 행동할 때에는 즉각적이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미리 부모가 알아서 먼저 해결해주는 것은 자립심이나 자율적 문제해결에
매우 큰 방해요소이다.
예) 아! 잠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휴, 쯧쯧 안됐다.
⑨ 심문하듯이 철저히 조사하는 듯한 말투는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아이들은 믿어줄 때 신이 나서 잘하게 된다.
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틀림없이 뭐가 잘못했을 거야.
⑩ 주의를 돌리고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것은 아이가 무시당한 느낌을 갖게 한다. 유아들은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신뢰가 생기면 그 어떤 말에도 관심을 기
울인다.
예) 아이 : 친구가 날 자꾸 놀려요.
엄마 : 그 일은 걱정 말고 만화나 봐.

8.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
력을 말한다.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행동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되고 학교폭력에 시달릴 때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에 대해 미리 사전 지
식을 가지고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ㆍ신발, 옷, 안경, 가방 등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ㆍ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되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
다고 한다.
ㆍ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죽고 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 있다.
ㆍ용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거나,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집어간다.
ㆍ풀이 죽어있거나 한숨을 쉬고, 자기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ㆍ입맛이 없다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ㆍ자주 몸이 아프다고 하고,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ㆍ친구에게서 전화 오는 것을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
ㆍ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거나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ㆍ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다.
ㆍ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 앓는 소리를 하거나 이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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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방법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때 관련 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학교 : 먼저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경우 사실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담임선
생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체자치위원회에서는 조사 후
에 처리한다.
○ 교육청: 학교폭력 SOS 지원(위기상담센터 ☎1588-9128/ ☎1588-7179(학생고충상담전화))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는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개입하여 분쟁조
정과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 사회단체: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긴급전화 ☎1388
피해자와 부모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적인 정보와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17로 전화(핸드폰 사용시 지역번호 + 117)
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하여 긴급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One-stop 지원서비스는 상담, 수사,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이버상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이버청소년상담기관은 왕따닷컴과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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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부모-자녀 갈등 사례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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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육 책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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