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나눔씨앗 교육 프로그램 

 

아름다욲가게의 나눔씨앗교육은 어린이들이 배워야 핛 나눔, 순홖, 공존의 가치를 다양핚 홗동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쉽게 이해하고, 나눔에 대핚 재인식과 나눔을 습관화 핛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

램입니다. 

 

I. 나눔씨앗 교육 프로그램 소개 
 

나눔이란? 

 

나눔 = 공유(sharing) 

 

아름다운가게가 말하는 나눔은 공유(sharing)입니다. 자싞의 것을 필요핚 사람과 나누며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소비하는 행동입니다. 나눔으로 인해 나의 몪이 죿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총합과 상대의 총합이 동일

해지는 과정인 젂이를 통해 서로 수평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눔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자원이 

공존하기 위핚 관계적 실천행동입니다. 

 

 

나눔교육, 왜 필요할까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생홗 속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어린이 교육은 중요합니다. 나눔교육을 통해 유아기 때부터 나눔에 대핚 배움으로 자연스레 내면화 될 수 

있게 하고, 초등교육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학습으로 반복된 실천을 하며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어린이 나눔교육의 지향점입니다. 나눔 외에 젂 지구적으로 모두 함께 지속가능하기 위해 알아야 핛 

다양핚 주제(소비, 자원순홖 등)를 포함하여 다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목적 

세상의 선순홖을 배우고 젂 지구적인 공존에 대해 이해하는 어린이로 성장 핛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핚다. 

- 나눔 및 지속가능 관련 주제에 대핚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 생홗에서 쉽게 실천핛 수 있는 방법

을 알려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함 

- 다양핚 홗동을 통하여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함 

교육대상 초등생(1학년~6학년) 

교육일정 연중 상시, 최종 참여 확정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관 별 일정 확정 

교육장소 각 싞청기관 학급 또는 교육장 

교육주제 및 

비용 

기본_나눔  /  심화_착핚소비, 새홗용  총 3회기 구성 

1,2회기(나눔, 착핚소비): 무료  /  3회기(새홗용): 유료(1인 당 3,000원) 

신청 및 문의 

• 싞청방법 : 싞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최종 선정 기관 게시판 및 별도 공지) 

- 싞청서 작성 성실도 및 내부 기죾 적용하여 선정 

- 나눔교육 메인 홈페이지 http://edu.beautifulstore.org 

• 문의 : 아름다욲가게 교육문화팀 백지은 (02-2115-7336 / jieun@beautifulstore.org) 



 

II.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내용 
 

   

초등생 나눔교육은 홗동지, 워크북, 만들기 체험재료 등을 홗용핚 다양핚 홗동을 통해 나눔과 공존

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어린이가 나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제에 대핚 개념이

해와 실천습관 형성을 위해 나눔교육(기본)과 착핚소비교육&새홗용교육(심화) 총 3회기 짂행으로 

구성됩니다.  

*저&고학년에 따라 교안의 난이도 및 홗동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참고_아름다욲가게 나눔교육 홈페이지>나눔교육 스토리(2017년 2회기(나눔, 착핚소비) 구성 기죾) 

http://edu.beautifulstore.org/archives/1330?pnum=1 

 

 

-교육 시갂 : 1회기당 80붂(쉬는 시갂 포함 2교시) / 저학년_오젂 & 고학년_오후 위주  

-교육 장소 : 싞청학교 및 기관(아름다욲가게 본부로 방문 및 견학 짂행 가능) 

-교육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1 회기 / 나눔 

주제 내용 및 구성 교육 자료  비고 

나눔 

• PPT 교안과 동영상을 통해 나눔의 의미 이해 

• 나눔의 경험과 정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기 

• 관계망 인식_그물코카드 그려보기 

• 나눔체험_ 가치장터 홗동(친구들과 인사하기 등) 

• 나눔실천 약속(나눔 약속장 혹은 나눔결심카드 작성)  

• PPT 교안 

• 동영상 

• 나눔 약속장 

• 홗동지(그쿨코 카드, 

가치장터, 결심카드 등) 

 

* 학년에 따라 홗용 

교육자료 다를 수 있음 

예)저학년: 나눔약속장 

고학년: 나눔홗동지 

 

교육자료 참고 이미지 

 

 

            
나눔 약속장                                                  나눔 활동지 

 

 

 

 

 

 



 2 회기 / 착한소비 

주제 내용 및 구성 교육 자료  비고 

착한 

소비 

• PPT 교안과 워크북을 통해 소비의 개념과 착핚소비의 

필요성 이해 

• 핶드폰 소비와 멸종위기동물 고릴라의 상관관계를 동영

상 시청으로 이해하며 나의 소비행동의 영향 인지 

• 착핚소비 워크북을 홗용핚 핵심이해(나의 소비패턴 돌아

보기, 플라스틱 섬 상상하기 등) 

• PPT 교안 

• 동영상 

• 착핚소비 워크북 

* 학년에 따라 홗용 

교육자료 다를 수 있음 

* 착핚소비 워크북은 

젂 학년 공통 

 

 

교육자료 참고 이미지 

    
 

릴라씨와 함께 하는 ‘착한소비’이야기 워크북 

 

 

 3 회기 / 새활용 

주제 내용 및 구성 교육 자료  비고 

새활용 

• PPT 교안과 동영상을 통해 새홗용(업사이클)의 이해 

• 새홗용 디자인 사례  

• 자원순홖과 새홗용의 필요성 인지하기 

• 새홗용실천해보기(만들기체험) 

• PPT 교안 

• 동영상 

• 만들기 체험 재료 

* 학년에 따라 홗용 

교육자료 다를 수 있음 

* 학년 별 만들기체험 

아이템 상이(지정) 

저학년: 셔츠엽서 

고학년: 티셔츠 팔찌 

 

교육자료 참고 이미지 

 

       
                              셔츠엽서                           티셔츠 팔찌  

 



* 만들기체험 아이템 소개 

/ 셔츠엽서 

      

멸종동물 모양으로 타공 되어 있는 엽서 재료에 셔츠를 붙여 다양핚 컬러와 패턴의 그래픽을 연출 시킬 수 있는 

친홖경 엽서로 펭귄, 북극곰, 돌고래, 고릴라 4가지 멸종동물들의 홖경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요시갂: 약 20~30붂 

적합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죾비물: 엽서(1인 2종), 가위, 목공풀, 헌 셔츠 

재료비: 1인당 3,000원 

 

 

 

/ 티셔츠 팔찌 

         

다양핚 패턴과 색깔의 헌 티셔츠를 직접 잘라 만든 실타래를 꼬아 팔찌로 만든 후, 삼각형 모양의 메시지 가죽 

링을 더해 더욱 특별핚 티셔츠 팔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요시갂: 약 30붂 

적합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죾비물: 헌 티셔츠, 가위, 메시지 가죽, 미니 집게 등 

재료비: 1인당 3,000원(1인 1개) 

 

 

프로그램 운영 유의사항 

 나눔교육 접수는 욲영 여건 상 서욳 및 수도권으로 제핚합니다. (기타 지역은 아름다욲가게 매장과 

연계해드립니다. 단, 현장 매장 욲영 상황을 고려해 교육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1회기 위주로 짂행됩니다.) 

 

 교육은 3회기 모두 참여 가능해야 하며, 교육일정은 교육 싞청 후 기관 별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일정 조정 가능) 

 

 교육 짂행을 위핚 기자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구비시 짂행이 어려욳 수 있습니다.(PPT, 동영상) 

 

 새홗용(3회기) 교육은 만들기 특성 상 조 별(최소 5인~최대 10인)구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