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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스토리텔링 

황보근영> [홈페이지] http://www.poori.net [블로그] http://munchon.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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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쿨교육통신문 13호)에서 소개된 이야기 전달하기와 
의미부여> 깨진 유리창 이론(100-1=0) / 작은 걸음 하나가 역사가 되었다. (100+1=1100)

♡다시보기> http://munchon.tistory.com/578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도 필요합니

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활동의 목적과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수업 

중에 종종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과 평가가 끝났더라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계속 이어가기를 주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하고 기대합니다. I BEST(나는 최

고!)라는 의식을 갖고 아세만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I BEST

를 위한 비주얼 씽킹 수업사례는 13호‘작은 하나의 힘’에서 소개드린 바도 있

습니다. 여기에 ‘아세만’을 위한 이야기를 모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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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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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망치기 바빴습니다. 느리고 기는 것들은 겨우 구덩이를 찾아 숨었
답니다. 그 사이에 불은 점점 크게 번져 갔습니다. 
  오직 벌새 한 마리만이 바쁘게 날아다니며 냇물을 한 입 가득 물
고 와선 불을 끄려고 애씁니다. 작디 작은 덩치에 한 입 물을 물고 
왔지만 그걸로 어떻게 숲의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벌
새는 포기하지 않고 총알같이 빠르게 수백 번을 오가며 물 한 두 
방울씩을 뿌렸답니다. 많은 새들이 나무랍니다. 덩치 큰 것들은 비
웃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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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힘들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해야 할까요? 도종환 시인의 시 한 수를 들려줄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중략)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도 꿈도 세상도 그렇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힘들
어도 견디며 이루어 가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苦盡甘來)’는 속담이 있죠. 그 고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은 라이트 형제를 잘 아시죠? 자전거점을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답니
다. 그들은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갔을까요? 
  지금부터 110년 전,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키티호프 해안가. 
‘죽음의 언덕’이라 불리는 모래언덕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기인 플라이어 1호가 12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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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36미터의 비행에 성공했으며 이날에도 수
차례의 비행 끝에 260미터를 날았답니다. 역
사적인 순간이죠. 그들은 이날 처음 시도한 
실험에서 성공했을까요? 결코 아니랍니다. 라
이트 형제는 이날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 무려 
천 여 번에 가까운 비행 실험을 하였답니다. 
이 말은 천 여 번의 실패를 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다
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지금 
세상은 얼마나 활기차고 멋진 세상이 되었습

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위대한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참 신기하죠?! “저 무거운 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활주로 들어선 비행기는 엔진의 굉
음을 울리며 치고 달립니다. 결코 갈 지(之)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며 똑바로 달립니다. 바른 길[正道]을 달립니다. 달릴수록 속력을 더합니다. 그럴수록 맞바
람이 더 세집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더욱 힘차게 맞바람에 덤빕니다. 이것이 바로 불
굴의 열정(熱情)입니다. 그렇게 맞바람에 버티고 견디며 힘차게 달리다 보면 드디어 맞바람이 
날개를 떠받치며 들어 올려 줍니다. 이제 역경의 맞바람이 도약의 신바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맞바람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비행기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을 겁니다. 맞바람이 신바람으
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실패와 역경과 좌절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시인의 말처럼 바람에 흔
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맞바람 없이 날 수 있는 날개는 없답니다. 도전하세요. 포기
하지 마세요. 실패와 역경 없이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답니다.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바람을 신바람으로 바꾸며 비상하는 비행기, 우리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라이트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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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다섯> ‘나 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 부터’ 실천하기

  “아름다운 세상? 내 혼자 애쓴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 의심하거나 약
한 마음 먹지 맙시다. I BEST 정신
(I, basic, easy, small, today 부
터)으로 무장하여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분명 세상은 아름다워 질 것
입니다. I BEST !!

♡I BEST 비주얼 씽킹 수업활동 결과물 보기> http://munchon.tistory.com/579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바꾼다.(백화점 말단직원 페리와 카네기의 어머니 이야기) > 

http://munchon.tistory.com/626

■ 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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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이야기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 트레버의 이야기

 ♡영화 일부 장면:
    https://www.youtube.com/watch?v=QihgFzlIGjc  
 ♡영화 줄거리 :
     https://www.youtube.com/watch?v=7ypoM-Smllo

■ 지식채널e> ‘작은 힘 1부, 나’ ‘작은 힘 2부, 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ZNjRxtDBSgc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https://www.youtube.com/watch?v=Gm2qtWTCcfc

■ 노래 이야기 :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한글가사 수화)

♡https://www.youtube.com/watch?v=cdMNEyEAlls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