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가게가 전하는 지속가능교육 | 유아용

01. 학습지도안

주제 나눔
차시 및

진행시간
1차시 (20분)

대상 유아(6 – 7세)

학습목표

1. 나눔의 의미를 이해한다.

2. 놀이를 통해 비물질적인 나눔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한다.

3. 일상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나눔의 실천방법을 배운다.

수업준비물 교안(pdf)

단계
시간

(누적)

슬라

이드

번호

교사활동

시작하기
1‘

(1‘)
1-2

[인사 및 교사 소개]

 인사 및 진행 교사를 소개한다.

 교안의 중심 캐릭터인 릴라씨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소개한다.

T. 여러분 반가워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다양한 대답)

맞아요. 이 동물은 고릴라이고, 이름은 릴라씨에요.

1.

릴라씨의

비밀

1‘

(2‘)
3

[릴라씨 소개]

 릴라씨를 통해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릴라씨는 나눔을 통해 기증된 어린이 티셔츠로 만들어졌음을 언급한다.

T. 이 릴라씨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가게에 나눔을 해 준 티셔츠로 만들어졌어

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는 릴라씨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릴라씨와 함께 오늘 나

눌 이야기를 알아봐요.

2.

나눔의

의미

2‘

(4‘)
4-6

[나눔의 의미 이해]

T.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눔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대답)

 평소 나눔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T. 나눔을 경험해 본 친구가 있나요? 해 본 친구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눔 해본

적 있다 손 든 친구! 무엇을 나눴나요? 그렇다면 누구와 나눴나요? 기분은 어땠어

요? (충분히 질문 나누기)

 공존을 위한 균형 로고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나눔의 의미를 설명한다.

 공존(함께 존재하기),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T. 오른쪽 그림이 뭐 같아요? (대답) 그래요, 저건 시소, 혹은 저울 같죠? 두 개의

하트가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나눔을 해봤을 때 기분이 좋았던 거 처럼, 나눔이란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예요.



3‘

(7‘) 7-8

[그물코 관계성 및 나눔의 대상영역 확장]

 그물코 그림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T.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거미줄, 우주 등 다양한 대답) 이건 그물코에요. 물고기

를 잡을 때 그물이 구멍 없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물에는 선을 서로서로

이어주는 그물코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서로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옆 사람에게 나눔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나눔이 전해질 수 있어요.

 나눔의 의미를 그물코 그림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T. 내가 나눔을 할 수 있는, 나와 그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

림을 보고 대답) 이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다양한 대답) 맞아요, 모두 내가 나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랑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끼리도 이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사람 뿐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고양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까

지 우리 모두는 연결될 수 있어요.

3.

나눔의

종류

7‘

(14‘)

9

-10

[비물질적인 나눔의 이해]

 나눔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인사, 웃음, 생각, 눈빛 등의 비물질적인 나눔의 종류를 설명한다.

T.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엔 무엇이 있을까요? 나눔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인사를 나눌 수도 있고, 웃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번엔 생각이네요! 지금 여러분

과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생각을 나누고 있는 거구요, 눈빛을 나눠요! 선생님과 여러

분도 동시에 이렇게 마주보면서 눈빛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나눔에 대해

알고 있지만 깜빡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눔은 쉽죠? 장난감처럼 꼭

물건이 아니여도 서로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1

-14

[나눔 놀이 활동]

 나눔 놀이를 진행한다. 아이들이 나눔 놀이를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 우리 이제 직접 나눔 놀이를 해볼까요? 이제 여기(화면)에 나오는 친구들을 따라

나눔 놀이를 해봐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해보기로 해요!

 인사를 나눠요 :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안녕?하고 인사해봐요.

 웃음을 나눠요 :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마주보며 함께 5초 동안 하하하~ 즐겁게

웃음을 나눠봐요.

 눈빛을 나눠요 : 옆 사람과 서로 다정하게 쳐다보며 눈빛을 나눠봐요. 부끄러워

하지 말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나눠보세요! 친구에게 칭찬 한 마디

를 나눠도 좋아요!

15

-21

[나눔 O,X 퀴즈]

 나눔 O,X 퀴즈를 진행한다.

 머리 위로 동그라미(O), 엑스(X)를 그리게 하거나, O/X 판을 들게 하거나, O,X 존(Zone)

을 나누어 이동하게 하는 등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T. 이번엔 릴라씨가 나눔 O,X 퀴즈를 낼 거에요. 그림을 보고 나눔이면 손으로 동그

라미를 만들어서 ‘나눔~!’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만약 나눔이 아니면, 손으로 엑스자

를 만들어서 ‘나눔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친구들을 도와줘요 : (나눔!) 맞아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서로 힘을 나눌 수 있어요.

 장난감은 함께 가지고 놀아요 : (나눔!) 잘했어요. 장난감을 함께 나누어 놀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어요 : (나눔이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와 함께 나눠먹지 않고

혼자 먹으면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없어요.

4.

나눔의

방법

4‘

(18‘)

22

[나눔의 방법 알기]

 나눔 놀이, 나눔 퀴즈에서의 나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눔임을 인지시킨다.

T. 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소에 우리가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것들

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무엇을 나눌 수 있었는지 간단히 질문해도 좋음)

 아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건(물질)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한다.

T. 그림에서 릴라씨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슬퍼 보이죠. 릴라씨가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들은 어떤 거에요? (옷, 인형, 장난감 등

대답) 여러분도 자주 쓰는 물건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

는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나누면, 릴라씨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23

-25

[아름다운가게의 나눔 알기]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에 대해 설명한다.

T. 여러분은 입거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긍

정적, 부정적 대답)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이 생겼을 때, 할 수 있

는 나눔이 있어요! 바로 아름다운가게같은 재사용 나눔가게에 가져다주는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물건을 예쁘게 잘 정리해서 판매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내

물건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거에요! 또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을 판매하고 번 돈으로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기도 해요.

 나눔의 결과 사례로 네팔 아름다운도서관에 대해 설명한다.

 나눔이 먼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통해 관계성을 다시 인지하게 한다.

T. 이렇게 우리와 멀리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관도

지었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뒤에 보이는 장난감과 책

은 어디서 났을까요? (대답)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눔해준 것이에요. 와!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아름다

운가게에 가져다줬을 뿐인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죠? 역

시 나눔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이에요!

5.

나눔을

실천해요

1‘

(19‘)

26

-27

[나눔 약속하기]

 물질적인 나눔과 비물질적인 나눔 모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 한다.

T. 오늘 우리 함께 나눔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나눌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물질적, 비물질적 대답) 우리, 서로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나눔을 계속

잘 실천할 수 있나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다양한 대답)

 나눔을 약속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T. 계속 나눔을 잘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친구는 새끼 손가락을 들고 릴라씨를 보며

함께 약속할까요? 자 약속~

마치기
1‘

(20‘)
28

[마무리 인사]

T. 멋진 나눔을 약속해준 친구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며 수업 마무리 할게요. 친

구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02. 더 알아보기

1) 릴라씨

‘릴라씨’는 환경파괴로 멸종 위기에 놓인 고릴라를 모티브로 탄생한 인형으로,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입

지 못하는 티셔츠나 자투리 원단을 깨끗이 세탁하여 디자인을 더해 재탄생 되었습니다.

'릴라씨'를 자세히 보면 원래 고릴라에 비해 팔이 훨씬 긴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나보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을 더 많이 안아주겠다는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릴라씨 얼굴과 표정도 다르며 옷도 달라 똑

같은 릴라씨를 찾기 힘든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 참고 : 아름다운가게 Beautiful Story “Hello~ 릴라씨!” (https://goo.gl/PBGiCb)

2) 아름다운도서관

 설립목적 : 아름다운도서관은 교육 낙후지역 아동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여 커뮤니

티가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네팔과 필리핀의 교육 낙후 지역

 지원내용

① 커뮤니티 도서관 건립 : 교육 낙후지역에 주민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커뮤니티의 상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거나 비어있는 공간을 리

모델링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도서 및 교육 기자재 지원 : 커뮤니티 도서관 내부에 다양한 분야의 도서 및 교육을 위한 기자재(ICT 기자재,

아동 교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 지원 : 지원 종료 후 커뮤니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수요를 기초로 하는 지

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업하여 그 수익을 도서관 운영에 사용합니다.

※ 참고 : 나눔사업 아름다운도서관 (http://www.beautifulstore.org/beautifullibrary)

https://goo.gl/PBGiCb
http://www.beautifulstore.org/beautifullibr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