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꿈터’ 체험 프로그램

“올바른 우리말, 체험으로 재밌게 익혀요”

우리말 꿈터 중 <출발! 우리말 여행> 체험 공간의 모습. 지역 방언으로 개사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 제공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
면서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 줄임말 남발, 띄어쓰기 무시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
는 것.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은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우리말을 익힐
수 있는 체험 공간 ‘우리말 꿈터’를 지난해 10월 개관했다. 우리말 꿈터는 4개의 체험 공간(△
도전! 사전 탐험대 △출발! 우리말 여행 △안녕! 우리말 △나도 우리말 지킴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간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도전! 사전 탐험대’에서는 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한편 사전을 활용해
십자말풀이를 해 볼 수 있다. ‘출발! 우리말 여행’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을 알아맞혀 보
거나 지역 방언으로 개사한 노래를 작은 노래방에서 불러 보며 각 지역 방언의 특색을 느껴본
다. 언어 예절을 주제로 한 ‘안녕! 우리말’ 체험관에는 틀리기 쉬운 높임말과 인사말을 바르게
고쳐 보는 체험, 인터넷에 착한 댓글을 달아보는 체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
했던 말을 엽서로 전하는 체험이 마련돼 있다. ‘나도 우리말 지킴이!’에서는 소중한 우리말을

주제로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본다. 또 우리말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직접 해결해 본다. 헷갈리
는 띄어쓰기를 몸으로 뛰는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도 있다.
사전에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2명의 전담 강사로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 및 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진행되며 2시간 가량 소요된다.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1회차(오전 9시 30분), 2회차(오후 1시 30분) 교육 중 원하는 시간을 골
라 사전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한 회당 30명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문의 02-2669-9728

● 서울올림픽기념관의 ‘올림픽 아카데미’

“올림픽을 위해 일하는 내 모습, 그려봐요!”

올림픽 아카데미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 서울올림픽기념관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 겨울 개막한 다. 평창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
는 동계 올림픽.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이미 1988년에 서울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때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며 문을 연 곳이 바로 서울올림픽기념관이다.
서울올림픽기념관은 청소년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바로 알려주고,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직
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로 운영한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이
나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생긴다면 서울 올림픽기념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해 보자.
교육 프로그램 ‘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제 스포츠 조직과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서울올림픽기념관에 마련
된 전시장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직접 국제경기연맹의 일
원이 되어 새로운 올림픽 게임을 만들거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로운 게임을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게임을 친구들
앞에서 시연해 보이며 스포츠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것.
1시간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교육 프로그램인 ‘올림픽에서 길을 찾다’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
대 올림픽의 기원과 의미, 근·현대 올림픽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과 서울올림픽의 메달, 기념
주화 등 기념품이 전시된 공간 등을 관람하며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한다. 이후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직접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체험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관은 이밖에도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교
육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금요일에 진행되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문의 02-410-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