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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은 도덕교과 수행평가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

젝트를 1, 2학기에 실시했답니다. 프로젝트 활동과 수행평가는 끝났지만, ‘아름

다운 세상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하고 희망을 전했

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람다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이야기 셋 

■ 이야기 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히 - 꽃씨를 뿌리는 할머니.

 할머니는 열차를 타고 가시며 차창으로 뭔가를 뿌리셨습니다. 주
변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꽃씨’라며 보여주
었습니다. 

“그걸 왜 뿌리십니까?” 
“글쎄요. 언젠가는 이 철도변에도 꽃이 피겠죠. 우리 딸이 이 열차

를 타고 엄마 보러 오갈 적에나, 훗날 내 무덤에 찾아 올 적에나, 예
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말씀 하셨답
니다. 그렇게 철도변이 꽃이 활짝 핀다면, 할머니의 딸만 행복하겠습
니까?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는 집 마당에 꽃밭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가꾼 꽃밭은 할머니에게 
위안이 되고 벌, 나비에게는 희망이 되었답니다. 꽃이 져도 슬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꽃
씨를 받아 두었데요. 이듬해 봄이 오면 꽃씨 주머니를 들고 밭일이나 나들이 하실 적마다 마
을 골목에 꽃씨를 뿌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온통 꽃동네가 되었답니다. 이제 할머니는 멀
리 시집간 딸내 집에 오가실 적에도 마을의 꽃씨를 뿌리고 다니십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그
렇게 만들어 진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 이야기 둘> ‘지금’ 최선을 다하기 – 한 벌새의 이야기

  아름다운 숲 속에 불이 났습니다. 날개 달린 새들이 제일 먼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발 달려 
뛰는 놈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느리고 기는 것들은 겨우 구덩이를 
찾아 숨었답니다. 그 사이에 불은 점점 크게 번져 갔습니다. 
  오직 벌새 한 마리만이 바쁘게 날아다니며 냇물을 한 입 가득 물고 와선 불을 끄려고 애씁
니다. 작디작은 덩치에 한 입 물을 물고 왔지만 그걸로 어떻게 숲의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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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벌새는 포기하지 않고 총알같이 빠르게 수백 번을 오가며 
물 한 두 방울씩을 뿌렸답니다. 많은 새들이 나무랍니다. 덩치 큰 
것들은 비웃었습니다. 

 “ 네가 그런다고 불이 꺼지겠나?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 둬.” 

그래도 벌새는 가픈 숨을 몰아내면서 미소 띠며 말했답니다.
  
 “그래도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 이야기 셋> ‘나부터’ 희망을 갖고 함께하기

“아름다운 세상? 내 혼자 애쓴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 의심하거나 약한 마음 먹지 맙시
다. I BEST 정신(I, basic, easy, small, today 부터)으로 무장하여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분명 세상은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I BEST !!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