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 선생님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세요? -

황보근영 수석 선생님 : 

공부할 때에 늘 머리로만 공부하고 손발로 실천하지 않는 공부는 반쪽 공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공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덕 공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손발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선 캠페인을 했습니다. 공동선이

란 모두가 아름답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나

이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단순히 캠페인으로 그친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감동한 것은 몇 몇 친구들이 우리 세상의 아름답지 않은 부분을 위해 열심

히 활동해 준 것입니다. 2학기 때 보니‘안아주세요’캠페인 활동을 통해 책상 속

에서 쓰지 않는 학용품을 아시아에 보내는 활동을 한 친구도 있었으며,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외국인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을 알려 주는 학생도 있었고, 또 남

자아이들은 돈을 모아 책상을 만들어 동아시아에 보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캠

페인을 통해 도덕적 성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식 선생님 :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무관심했던 우리 주변의 모든 행동들 속에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희생과 봉사가 따르기 마련

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슴 속에 희생과 봉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진 선생님 : 

도덕시간에 수행평가로 '공동체를 위한 실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실시하였습

니다. 학생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교내, 외에서 실시 후 활동

한 내용과 느낀 점 등을 동영상 혹은 리포트 양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형식이었습

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과 학

교 밖에 나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귀찮아하

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보았을 때는 친

구들과 어울려 무엇인가를 만들고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

기 스스로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어 너무 보기 좋

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와주면서 혹은 어떤 선

한행동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느꼈다면 훗날에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선한 행동

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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