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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초 록

본 연구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려면 국가의 법적제도적 보장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 ‘나눔’이 있어야 하고 나눔의 ,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나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나눔 교육의 필요성과 나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나눔의 . , . ,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나눔 문화와 나눔 교육을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 , 
게 실시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의 방안을 문학 활용 프로그램으로 모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구조화된 . 
경험적 집단 프로그램이고 내용 면에서는 나눔에 대한 개념 나눔의 대상 나눔의 방법 나눔과 관계된 기관에 대한 , , , ,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 .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

키워드 민주시민의식 문학 활용 나눔 나눔 교육 문학 활용 나눔 교육: , , , ,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an understanding that a true welfare society requires voluntary ‘sharing’
of citizens in addition to the state's legal and institutional security and that to make the culture of 
sharing find a firm ground in our society, ‘Philanthropic Education’ is needed from the childhood. This 
study examined three issues; first suggested the need of philanthropic education and learning methods. 
secondly, to find out the present situations of sharing in Korea, the study looked into sharing cultures 
and philanthropic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thirdly, the study explored ways of philanthropic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Korea in literature based program methods.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was designed as structured experimental group program. And the content of this program 
is composed of concepts, objects, process, institutions regarding philanthropy, and finally practical 
behavior of it. This study implies that discussions in taking root and revitalizing the philanthropic 
education to encourage prosocial behaviors of children by more efforts of family, community and school.

Keywords: Democratic citizenship, Literature based, Philanthropy, Philanthropic education, Literature

based philanthrop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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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는 개인과 소집단 중심의 이기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및 인 가정의 증가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1 , 

는 모든 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족 내 상호작용 기회를 감소시켜 개인주의를 더 심화시

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 

를 갖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들은 이미 선진국의 반·

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 

있다 개인 중심의 성취 지향성이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 , 

일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의식은 미흡하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나눔을 위한 봉사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

서의식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시민의식이 내면화 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런 시민의식이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체계, 

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 

마침 년 고시된 누리 교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 공동체에서 2012 , , ,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적응하는 능력과 바른 인성 

기르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 , 

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의 , , , 

내용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나눔과 배려 공감 능력이 남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기 , , 

위해 필요한 시대적 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존지수 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에서(NQ : Network Quotient)

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학, 

생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프로그램 방안을 개발 및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시민의식 프로그램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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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초등학생 대상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초등학생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 

함양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연구방법2. 

본 연구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위한 방안을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민의식과 나눔 나눔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 다른 나, , , 

라의 나눔 교육의 실례를 찾아보았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나눔 교육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 

있게 해주면서 가정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나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 - .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의 방안을 문학 활용 , 

프로그램으로 모색하였다 프로그램의 모색은 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 2014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원시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C .

이론적 배경. Ⅱ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시민의

식 및 나눔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시민의식과 나. 

눔 교육의 개념을 고찰하고 나아가 외국에서의 시민의식교육과 나눔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한다. 

시민의식1. 

시민의식 또는 시민성 은 사회라 칭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citizenship)

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혹은 마음 자세를 말하며 라틴어 를 어원으로 한다, civitas . 

시민성 이론은 학문적 분야와 학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을 형성해 왔다. 

특히 그동안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 

성의 의미를 간략하게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나 대체로 시민성은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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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국적(nationality)’과 유사한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철학적 맥락에서 정치 공동체 내의 구성원의 실질적인 규범적 이상, 

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맹식 (substantive normative ideal) ( 2005, 12).

흔히 시민 내지 시민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한 나라 구성원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즉 한 나라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 내지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민의 . . 

지위와 권리의 확대가 시민성의 확대이며 이것을 민주화의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동시, . 

에 시민성은 실질적이면서도 규범적인 바람직한 구성원을 강조한다 즉 . ‘시민성(citizenship)’

이란 시민이 지녀야 할 자질과 관련하여 그의 가치관 태도 신념 규범 등을 포괄하는 것으· · ·

로 이해되며 동시에 한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의 권한 과 의무 를 한, (authority) (obligation)

정하는 신분 과 역할 로 정의할 수 있다 박재창(status) (role) ( , Seliger 2007, 73).

오늘날 시민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율적인 개인(autonomous individual)’을 뜻하

기도 하며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하기도 한

다 이에 따라 시민성을 이해하는 입장에도 크게 시민권을 갖는 구성원으로서의 . ‘자율적인 개

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지는 (liberalistic) ‘공동체의 구성원’

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전통이 있다 우맹식 (communitarianistic) ( 2005, 2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의식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녀야 할 자질에 

필요한 가치관 태도 신념 규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짐과 · · · , 

동시에 의무 또한 요구되는 덕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나눔 교육2. 

에 의하면 나눔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단순히 돕는 것에서 더 나아Payton(1989)

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개인적 차원보다 인류라는 집, 

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 

기구에 돈과 시간 재능을 기부하는 행위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나눔의 포괄적 의미로는 , , 

인간을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 종교 습관 국적을 초월한 인간· · ·

애를 말한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행위 동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선행위(giving), 

깊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적인 박애활동 등 세 가지로 구(charity), (philanthropy) 

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에 기반을 둔 나눔은 타인을 위한 선의 특히 복지를 증진시키기 philanthropy , ① 

위한 활동 인류애 나누고 돌봄 공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재산을 계획적이고 , , , , ,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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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대가없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눔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단순히 . , 

사람을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 

개인적 차원보다 인류라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비스를 위한 ,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에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 

나눔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서비스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 , 

된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경은 ( 2007, 6).

나눔 교육 에 대한 정의는 나눔의 의미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빈(philanthropic education)

곤 장애 등 사회적 약자와 나를 ,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고 나눔이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즐거운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열

린’ 교육을 뜻한다 아름다운재단  ( 2005, 3). 

는 세에서 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의 Bjorhovde(2002) 5 18

리더로서의 시각을 고무시키고 그들의 삶과 그들과 관련된 타인의 삶 속에서 시민으로서 참, 

여해야 하는 의무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나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나눔 교육을 . 

통한 의식의 개선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나눔 행동을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에 참여시키

는 것 또한 나눔 교육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나눔 행동은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친사. 

회적 행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 , , )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체득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나눔 교육이란 인종 종교 습관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를 형성· · ·

할 수 있도록 행하는 교육 전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외국의 시민의식 교육3. 

시민의식 교육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깊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프랑스 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지향적인 기조가 강하다 교육은 국가의 공공도서비스라고 .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교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그 공교육에 의해 , , 

국가의 인권보장상황에 대해 비판적 감시가 가능한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용구 (

2010, 83). 

프랑스에서는 년부터 시작된 시민교육 재활성화의 움직임에 의해 초등학교 중학교1985 , ·

에서 시민교육이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모든 교사가 , ‘시민교육’과의 목표를 염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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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중요한 교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어서 년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서는 . 1997 1999

년부터는 고교에서도 ‘시민 법률 사회· · ’과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후 년 교육과정 개정. 2002

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습기 에는 ( ) ‘시민교육’과를 대신하여 ‘공동생활’과가 설치되어 

주당 분씩 토론을 행하도록 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30 , ‘시민교육’과가 독립된 하나

의 교과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여러 과목에 분포하는 횡단영역(domaines transversaux)

으로 바뀌어 모든 교과가 시민교육을 의식하여 내용에 있어서 최소 주 시간의 시민교육 내1

용을 포함시키고 분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30 . ‘시민교육’ 교 

과의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프랑스의 ‘시민교육’이 단지 프랑스공화국의 시민만을 목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 국제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 ,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7, 127-128; 134-135). 藤井佐知子 

년 월 프랑스 교육부의 지침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시민성 1998 7 (circulaire) ｢

교육 에서는 시민성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을 표 에 나타난 프랑스 시민성 교육의 < 1>｣

구조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송용구 ( 2010, 91).

시민성 교육의 세 분야

시민교육 교과1.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

수업과목

초등학교 에콜 ( : École)

시민도덕교육 과목｢ ｣

세계의 발견｢ ｣

기초학습과정( )

역사 지리」｢ ｢ ｣

심화학습과정( )

중학교 콜레쥬 ( : Collège)

시민교육 과목「 ｣
역사 지리」｢ ｢ ｣

고등학교 리세 ( : Lycée)

시민 법률 사회 과목· ·｢ ｣
경제사회과학 철학」｢ ｢ ｣

방법
토론 시민교육교과에 대해 초등학교는 년 교육과정 이후 시간배정이 애매해졌고( 2008 ,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배정된다· 30 )

내용 인권교육 제도의 이해 세계속의 프랑스, , 

그 외의 교과 횡단영역      2. ( : domaines transversaux)

테마
인권과 시민성 개인 집단의 책임· ,

비판적 정신의 연습과 토론의 실천

방법 토론

시민적 이니셔티브                             3. 

테마 폭력 비시민적 행동, 

표 프랑스 시민성< 1> (citoyenneté 교육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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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 이라는 (Politische Bildung, Politische Unterricht)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인성교육 직업. , 

교육과 함께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정치교육은 청소년을 성숙한 .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독일 학교에서. 

의 시민교육은 우선 ‘역사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나치스의 역사는 이들에게 지울 수 . 

없는 치욕의 역사이며 이 때문에 독일이 민주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교육부에서는 년에 학교시. - 2013

민교육의 슬로건을 ‘미래를 위한 기억(Erinnern für die Zukunft)’으로 정하여 실시한 바 있

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교육의 시작이라는 논리다 또한 독일에서는 . . 1, 

차 세계대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세계사적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학교에서 할 2 , 

수 있는 민주교육의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정치수업에서 아이들은 정. 

치적 지식과 정치적 세계상을 획득한다 이로써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아이들의 . ‘정치적 사-

회적 성숙’을 목표하는데 이는 앞으로 이들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특수교육의 영역이나 특별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교육. 

의 범주에 든다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 (Allgemeinbildung) . ‘정치적 역량’은 ‘사회적 역량

(Sozialkompetenz)’에 해당된다 즉 이는 글자를 알고 셈을 할 줄 앎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역량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오 ( 2014, 37-38). 

독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교육의 중심 테마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참여 의 능력과 가능성을 배양(Kommunilation), (Kooperation) (Partizipation)

시켜 주는 것이다(Pö 왜냐하면 이들은 훗날 시민사회의 ggeler 1981, 178). ‘공동의 삶

(Zu-sammenleben)’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공동체 시민. 

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학교 정치교육. 

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면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민주시민사회의 가치를 자기책임으로 체득할 ,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ickel 1995, 562).

다 유럽 연합. 

유럽 통합은 크게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그리고 사회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951

년 서유럽 개국이 참여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로 출범한 유럽 연합은 전통적 국가 6 (ECSC)

간의 협력을 벗어난 유례없는 초국가적 방식의 지역 통합을 발전시켜왔다 유럽 연합은 단일 . 

통화를 통하여 지역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라고 지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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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임의장을 선출하여 정치적 통합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정치 경제적 . ·

통합은 사회적 통합 즉 유럽 연합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없이는 그 한계에 도, 

달할 수밖에 없다 신두철 ( 2010, 88).

이런 이유로 유럽의 시민교육과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유럽시민교육네트워크

는 (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NECE) ‘유럽 시민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년 월 유럽 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 1995 3

된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 회원국과 준회원국 등 총 개 국가에서 참여했으며SOCRATES 31 , 

유럽 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교류를 다양화 하고 만남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럽 연합 시민으로서의 동류의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국의 나눔 교육4. 

나눔 교육은 긍정적 자아상 확립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형성 및 향상을 가져오고 자발성, 

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며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한다, .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성장 과정 속에서 부정. 

적인 자아상이 형성된 경우일지라도 기존의 과목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공을 경

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의. 

미 있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감을 느낄 때 극대, 

화된다 초등학교 시기는 성취감과 열등감 자존감이 발달하는 때이므로 이 시기에 나눔에 대. , 

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눔의 실천을 통해 , 

누군가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나간다 최서연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나눔 교육 ( 2012, 17).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영국. 

영국은 뿌리 깊은 나눔 문화의 전통으로 인하여 나눔이 생활화 되어 있고 자선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학교에서 구현되. 

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성 교육과 연결되어 있고 나눔의 실천을 시민의 자질로 여긴다, .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Go-Givers’와 ‘Giving Nation’, ‘Oxfam Education’ 등이 있다 . 

이 가운데 ‘Go-Givers’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교육 프로젝트로 배, 

려와 주변에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자신감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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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형태. 

의 다양한 게임 활동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년 웹사이트 개설 이후 개의 수업안이 , 2007 117

년에서 년 사이에만 번 다운로드 되었다2010 2011 57,266 .

두 번째로 ‘Giving Nation’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년 영국이 . 2001

정부차원에서 나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청소년 나눔 교육 사업이며 개가량의 , 3,700

학급에서 만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만큼 대대적으로 진행된 프16

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주관하는 . ‘Giving-Week’ 행사를 기획하여 년에 여개의 학교 2003 400

가 이 행사에 참가하였고 년에는 여개의 학교들이 참가하였다 신경희 2004 800 ( 2010, 29).

마지막으로 ‘Oxfam Education’은 세계 모든 아동들이 무상 초등교육의 권리를 누려야 한

다고 주장하는 ‘Oxfam’의 교육정책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빈곤 완화 과정의 밑바탕이 되기 . 

때문에 빈곤층을 위한 우선 정책이다. ‘Oxfam’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 , 

세상이 되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xfam’의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인 

‘Oxfam Education’은 여개의 온라인 자료와 수업 지도안 제공 교사 연수 실시 전문 인100 , , 

력 개발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을 지원한다, . 

나 미국. 

미국의 나눔 교육으로는 ‘Child Development Project’, ‘Skills for Growing’, ‘The 

Giraffe Project’, ‘Learning to Give’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 

에 적용 가능한 것이며, ‘The Giraffe Project’, ‘Learning to Give’는 고등학생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 두 프로그램은 교사 안내서와 네 개의 학년군으로 구분된 수업안을 제공. 

하고 있다. 

이 가운데 ‘Learning to Give’는 년 미국 미시간주재단위원회 미시간주립대학교와 1997 , 

다른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시작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년의 시간을 들여 내용 체계 구성. 5 , 

수업 자료 제작 교사 연수 출판 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 , . ‘Learning to Give’ 프로그램은 미 

국 전역 약 여개의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고 전 교사의 이상이 이 단체의 수업안을 1,900 , 1/3 

활용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의 표 는 앞서 살펴본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나눔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 2>

면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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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에서는 나눔의 실천을 시민의 기본 자질로 여기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자선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는 . 

등 나눔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구현되는 나눔 교육 프. 

로그램은 시민성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미국의 나눔 교육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사립학교 혹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을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으로 진행되는 (Community Foundation)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와 같은 지. ‘Learning to Give’

원 체계를 통해 연수를 실시하거나 교안을 작성하여 배포해 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나눔 . 

교육은 학교와 단체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눔 교육은 그들의 사회 환경과 독립되어 실시될 수 없다 따라. 

서 가정과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 

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계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관에서 문학을 활용해 나눔 교육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의 기본 철학을 수용

하고 하나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표 영국과 미국의 나눔 교육 특징< 2> 

 

선행연구5. 

선행연구는 시민의식 함양과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가 시민의식 함양. 

고문길 은 어린이회를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2002)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 , 

의식과 질서를 지키며 그 집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와 집단 사고에 의하여 합리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가는 활동이라 하였, 

다 따라서 어린이회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별활. 

동 과정의 하나인 자치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회 활동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

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 방법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 ,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와 현장의 여건을 토대로 어린이회에 대한 성격과 의의, 

를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수호 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 규범과 행동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시(2014)

민의식과 나이에 맞는 전문적인 시민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므로, 

독서교육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영향에서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독

자를 양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전제 하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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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실시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토의 및 토론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일상적 과정으로써 교실 .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주 경험해야할 활동인 동시에 고급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참여식 교수법이라고 불리는 메타플랜을 활용한 토의 토론 학, ·

습 모형을 구안 개발하였다. 

윤종원 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급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2014)

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를 현장에 적용하고 아동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학년 개 반. 3 1

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총 차시에 걸쳐 학급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26 , 

구축하였으며 의사결정하기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의사, 

결정 확장하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내면화 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프로그램. 

을 분석한 결과 인간존중 기본 질서 공동체 의식 민주적 절차 능력이 신장하게 된 것을 알 , , , 

수 있었고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다른 친구들을 존중해가는 모, 

습들이 증가하였으며 학급에서 소리 지르기를 통한 의사전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 

견을 조율하려는 모습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박순규 는 공공도서관과 시민의식의 관계 연구를 통해 논산지역의 공공도(2012)

서관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키

워나가고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성숙에 필요한 사회 자본을 축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식정보의 전달, , 

열람실 운영 취미나 자아연찬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 , 

는 의식들이 사회와 세계로 확장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나 나눔 교육. 

이경은 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2007)

연구를 위해 수도권의 각각 다른 개 초등학교의 학년 개 학급 학생 명을 실험집단으, 3 4 3 81

로 각 실험집단의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급을 임의로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 , . 

험집단에는 차시에 걸친 연구자가 제작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통제집단에는 6 , 

보통의 수업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 조사. ·

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 

더불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고 특히 도와주기 협동, , 

하기 보호하기 공감하기 영역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초등학교의 수, , . 

업현장에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

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나눔 활동의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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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사회성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큰 밑바탕

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류숙희 엄채윤 송석재 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유아 및 초저학· · (2012)

년을 대상으로 하여 교수체제설계 모형에 따라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효율성

과 효과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먼저 설계하였ADDIE 

다 또한 내용상에서 다중지능이론의 인성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의 개념을 활용. ( , )

하여 기존의 나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분석 나눔 . (

교육 실태와 요구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분석 설계 프로그램 구조 연령별 내용 단계 수업, , ), ( , , 

교안설계 개발 초안개발부터 수정보완까지 다섯 단계 실행 및 평가 강사양성과정 및 ), ( CD ), (

나눔 교육 실행 의 네 단계에 걸친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를 활용하고 인성지능이라는 ) , ISD , 

심리적 토대의 형성에 초점을 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천 및 보완이 가능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예임을 확인하였다.

이소진 은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상 나눔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5)

를 통해, ‘일상’을 주제로 하여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생. 

들은 자신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등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 계속해서 되돌아

보고 자신감과 깨달음을 얻으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 

박신영 은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 (2015)

효과성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급 중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학급을 편, 9 2

의표집 하였다 그리고 나눔 교육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하는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일반 . 

교과 내용으로 진행하는 비교집단 학급을 편의표집 하였다 각 집단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1 . 

총 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효과성 차이 검증을 위하여 총 47 , 47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 

단을 대상으로 나눔 교육 프로그램 회기를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비교집단은 담당 교5 , 

사에 의해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나눔과 공동체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것

은 물론이고 실제로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를 보였다는 의미를 밝혀내 주었다, .

그밖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했지만 문학 그림책 동화 을 활용한 연구에는 맹지나 와 ( , ) (2010)

박춘기 등이 있다(2013) .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시민의식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

민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나눔 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문학을 활용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동시에 나눔을 추구하. 

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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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활용 나눔 교육 방안. Ⅲ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1.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년 하반기에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원시에 있는 초등2014 C

학교에서 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총 차시 동안 적용을 했다 따라서 문학 활용 나눔 3-4 8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은 그 프로그램을 예로 제시하면서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 < 1>

은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교육 목표 설정 → 교육 구성 → 자료 선정 → 교육 계획 수립 → 적용

그림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가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표는 정해진 기간과 시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만약 . 

정해진 기간이 차시라면 그 도달점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종합목표라 하고 차시 동안 각 8 , 8

차시에 이루어야 할 목표는 세부목표라고 한다 즉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종합목표와 세부목. 

표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실행되는 셈인데 목표는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일 필요도 있다, . 

종합목표1) 

지은림과 선광식 은 (2007) Cogan(2000),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김태준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01), (2003)

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음의 표 과 같이 정리하였다< 3> . 

출처 구성요인 내용

Cogan

(2000)

국가적 정체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문제에 접근 조명할 수 있는 능력· , 

타인과 협력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비폭력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권리 자격의식·

책임과 의무감

참여의식

사회적 가치 수용

표 시민의식 구성요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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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요인들을 구성하고 < 3>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함양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 및 책임의식 참여의식 구성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 , ‘다양한 가치 수용’,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웃 관심’, ‘봉사활동’, ‘희생정신’을 중심으로 종합목표를 수립했

다 다음의 표 는 연구자가 수립한 본 프로그램의 종합목표이다. < 4> .

종합목표

현대 사회는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나눔은 소수의 사람. 

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동이자 미덕일 뿐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느덧 나눔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할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나눔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심이 팽배한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로 만들  

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 

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이 나눔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 , 

만들 어 주는데 초점을 두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문학을 선정해 나누며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동일시. , 

와 함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은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나눔의 미덕을 익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표 종합목표< 4> 

세부목표2) 

는 나Bjorhovde(2002, 7-19) 눔 교육의 중요 개념 및 교육 방법을 다음의 표 와 같이 제< 5>

시했다.

IEA

(2001)

민주주의 시민자질,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

관련기관과 그 실천은 어떠한가· ?

국가정체성 국제적 , 

관계

젊은이들의 국가정체성 혹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 ?

이것들은 다른 나라나 지역 국제조직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나· , ?

사회통합 다양성, 
젊은이들에게 사회통합과 다양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들은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태준 외

(2003)

국가정체성

국가의식 국방의무에 대한 태도 국기 및 국가에 대한 태도 국산품 애용 및 국산시· ( , , 

장 보호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 및 존경의식 한글 영어에 대한 태도, , · ,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

국제관계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독립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 역사에 · ( , , 

대한 열등감)

신뢰 및 가치공유

신뢰 정부 관련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 , ,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신뢰· · )

기회균등 차별에 대한 지식 평등원칙에 대한 태도 남녀의 역할에 대한 태도· ( , , )

민주적 가치 다양성 비민주적 절차 허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 · / ( , , 

수용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

권리 및 책임의식
법 규범 준수 법질서 의식 공공질서의식 사회규범 준수· · ( , , )

도덕성 및 양심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사회적 도움 양심적 행위· ( , , )

참여의식
사회변혁 참여 정당참여 투표 저항의식 환경활동 참여· ( , , , )

지역사회 참여 이웃 관심 봉사활동 환경보호 희생정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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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부내용

중요 

개념

사실적 개념
나눔이란 나눔의 역사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역할 정부와 시장과/ / / 

의 관계

동기적 개념

사람들이 나누는 이유 부에 상관없이 기부와 봉사를 통해 나눔을 행/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인지 개인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 

인지

과정적 개념
어떻게 나눔의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비영리 조직의 구조와 운영 / / 

나눔의 결과 분배

개인 발전적 

개념

가치와 기술의 발전

다른 이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 알거나 모르는 다른 사람을 돕는 능/ 

력 소속된 조직과 지원할 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같은 현명한 , 

의사결정 기술

나눔의 윤리
기부자로서의 권리와 기부자의 증대를 위한 비영리 조직의 의무 기부, 

와 타인의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

교육 

방법

인지적 방법

표현하고 토론하기
아동들이 듣고 이야기 기사를 읽고 그들이 듣고 읽은 것을 말로서 , , , 

표현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 

반영하고 과정하기
배운 것을 아동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활동

모델링
어른이나 선배들이 나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얘기해 보는 

활동

작문

아동이 역사적인 상황이나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는 것, 

그들이 나눔을 행한 사람의 경험을 기술한 자서전이나 위인전을 써보

는 것

감정적 표출
이 방법은 어떻게 아동이 어떤 나눔 행동의 결과가 되는 상황과 욕구

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돕는 토론

경험적 방법 체험 활동 봉사 활동 기부 활동/ / 

표 나눔 교육의 중요 개념 및 교육 방법< 5> 

표 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 교육의 세부목표는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단< 5> . 1

계는 나눔에 대해 아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단계는 그것을 실천하는데 목표가 있다2 . 

표 과 표 은 각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6> < 7> .

종합목표 차시 세부목표

나눔에 대해 알기

1 나눔의 개념 알기

2 나눔의 역사와 문화

3 나눔의 대상 알기

4 나눔의 방법 및 절차 익히기

표 단계 나눔에 대해 알기<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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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목표 차시 세부목표

나눔 실천

5 나눔 실천해 보기

6 나눔 참여하기 1

7 나눔 참여하기 2

8 나누미로 거듭나기

표 단계 나눔 실천< 7> 2 - 

나 교육 구성 . 

교육 기간 및 시간1) 

대부분의 교육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덕분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이 , .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 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이라면 학기 단위로 수업과 문화프로그램이 ( ) 

운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대 차시를 운영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차시 미만으15-16 , 8

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차시 당 시간은 분 혹은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120 90 . 

본 연구자가 운영한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매주 2014 10 28 12 23

차시 씩 총 차시에 걸쳐 차시 당 분 씩 방과 후에 진행되었다1 8 , 1 120 . 

교육 운영자 및 참여자2)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참여 구분을 각 학년별로 하는 경우 저학년, (1-2)․

중학년 고학년 으로 하는 경우 저학년 고학년 으로 하는 경우가 (3-4)· (5-6) , (1-3)· (4-6)

보편적이다 본 연구자는 이 가운데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구성은 각 학년별 구분 두 번째는 . , 

저중고학년의 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저 고학년의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각 학년별 , · . ․ ․

구분이 학습 및 생활 경험 수준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년별 구분을 . 

해서 참여자를 결정하고 참여 학생의 숫자에 따라 주 교육자 인과 보조 교육자의 숫자를 , 1

달리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학년 학생들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 진행자 인과 보조 진행자 3-4 13 , 1

인이 함께 운영하였다 보조 진행자 인을 둔 이유는 모둠을 나누어 활동하거나 활동지 작1 . 1

성 및 발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표 은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항. < 8>

을 정리한 것이다.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는 총 명이다 그 중 < 8> 13 . 

학년이 명 학년이 명이고 남학생이 명 여학생이 명이었다 비록 같은 학년끼리의 구성3 8 , 4 5 , 5 , 8 . 

은 아니었으나 인접하고 있는 중학년들끼리의 구성이어서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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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년 성별 이름

1 3 남 박**

2 3 남 고**

3 3 여 윤**

4 3 여 최**

5 3 여 이**

6 3 여 김**

7 3 여 김**

8 3 여 이**

9 4 남 신**

10 4 남 전**

11 4 남 김**

12 4 여 설**

13 4 여 이**

표 프로그램 참여 학생< 8> 

다 자료 선정. 

자료는 참여 학생들의 학년 교육 목표 교육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 많지 않으면, , 

서도 담고 있는 주제 및 내용이 취지에 맞는 것 위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분량이 . 

많은 것은 참여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해 읽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차시 별 교육 프로그, 

램 시간에 중요 장면들을 스캔해서 보여주면서 발문과 관련 활동을 이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자료 선정은 문학 활용 나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작업이다 표 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선정한 . < 9>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차시 자료 구분 제목

1 동화 세상을 밝혀주는 힘 나눔

2 동화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3 동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4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5 그림책 달리는 나눔 가게

6 그림책 행복을 전하는 편지

7 동화 나누면 행복해요

8 동화 작은 나누미

표 선정 자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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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을 위해 선정한 자료는 동화가 다섯 편 그림책이 두 편 그리고 영화가 한 편이다, , . 

선정된 자료들은 모두 나눔을 주제로 하고 있다.

라 교육 계획표. 

이상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계획표는 다음의 표 < 10>

과 같다. 

차시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소개 나누기 및

나눔의 개념 알기
세상을 밝혀주는 힘 나눔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

나눔이란?

2 나눔의 역사와 문화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눔 실천가와 만나기

3 나눔의 대상 알기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눔 대상 마인드맵, 

쿠폰 만들기

4
나눔 방법 및 

절차 익히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Pay it forward 

방법 알기

5 나눔 실천해 보기 그림책 달리는 나눔 가게: 아나바다 장터 열기

6 나눔 참여하기 1 도서 행복을 전하는 편지: 
힘든 사람들에게 

편지 써주기 

7 나눔 참여하기 2 도서 나누면 행복해요: 기부하기

8 나누미로 거듭나기 도서 작은 나누미: 
나눔 계획 작성,

참여 소감 나누기

표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계획표< 10> 

 

마 사후 평가.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 마지막 시간에 사후 평가를 실시했다 사후 평가는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 7

배부하고 각 문항 별로 ‘만족’, ‘보통’, ‘미흡’의 세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본 . 

설문지는 수원시 인문학 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관한 경기대인문학연구소에서 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구성한 것이며 전반적인 만족도 내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 ,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 과 같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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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강의는 인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2 강사는 열심히 강의했나요?

3 강의 내용에 만족하나요?

4 강사는 수강생들과 의사소통 상호작용 을 잘 하였나요( ) ?

5 강의 시설 이용은 편리했나요?

6 강의 시간은 충분하였나요?

7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잘 이루어졌나요?

표 설문 문항 구성< 11>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2. 

본 장에서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차시를 위해 구

성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학생들의 활동 사항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차시. 1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정의와 동기를 아는 것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1 .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참여 동기와 흥미를 높이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 . 

는 서로 나누어야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더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 

측면에서 나눔의 기본 속성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개 나누기가 끝나면 각 참여 학생. 

들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는 무엇인지 활동지에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표 는 . < 12>

차시를 위해 구성한 활동지 양식이며 표 은 참여 학생들의 답을 정리한 것이다1 , < 13> .

내가 생각하는 나눔에 대해 적어보세요.

표 내가 생각하는 나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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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년 이름 답변 내용

1 3 박** 기부를 하는 것

2 3 고** 같이 놀아 주는 것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것, 

3 3 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4 3 최** 동생에게 양보해 주는 것

5 3 이**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 것

6 3 김** 우정을 나누어 주는 것

7 3 김** 친구에게 준비물을 나누어 주는 것

8 3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9 4 신** 누가 달라고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주는 것

10 4 전**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11 4 김** 돈을 나누어 주는 것

12 4 설**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것

13 4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표 내가 생각하는 나눔에 대한 답변< 13>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나눔< 13>

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 혹은 주변 사람들과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차시. 2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이다 나눔의 역사와 문화는 선정 자료 2 .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설명을 하기 보다, 

는 도서를 읽고 온 학생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불어 도서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내용들은 슬라이드로 구성해 제시해 주었다 표 은 선정 자료를 바탕으로 나눔. < 14>

을 실천한 사람과 단체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 사람 혹은 단체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마더 테레사

사랑이 꽃피는 동네 최귀동

팔봉이 아저씨 어디가요? 국제로타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래하자 김장훈

내가 여성들을 돌봐야 해 이태영

세상의 슈바이처들 국경없는 의사회

표 나눔을 실천한 사람과 단체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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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시. 3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선정 자료 3 . ‘누구나 나눔이 필요해요’는 장애

인 등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 나눔이 . ,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 선정 자료를 바탕으로 발문을 나누고 이어서 . ‘나눔 대상 마인드맵’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마인드맵의 주제를 . ‘나눔 대상’으로 정한 뒤 참여 학생들 스스로 , 

주변 사람들 중 나눔 대상에는 누가 있는지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나눔 대상 마인드맵’이 끝난 뒤 실천을 위하여 ‘나눔 쿠폰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 활동은 . 

나눔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적어서 직접 전해주기 , 

위한 것이다 표 는 . < 15> ‘나눔 대상 마인드맵’을 위한 활동지 양식이고 그림 는 참여 학, < 2>

생의 활동 내용이다.

나눔 대상 인물 혹은 단체 의 이름을 가운데 적으세요 그런 다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마인드맵을 완성해 ( ) . 

보세요.

표 나눔 대상 마인드맵< 145 

마이에군 옥수수 추장님 김순권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최일도

먹을거리를 저장해요 푸드 뱅크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앤드루 카네기

나눔은 가까이 사랑은 멀리멀리, 오프라 윈프리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달려가요! 유니세프

사람도 침팬지도 모두 자연이네 제인 구달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임종국

돌고래야 돌아와, ~ 그린피스

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자 유한양행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더 바디샵

헌 물건에는 먼지만 있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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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눔 대상 마인드맵 활동 내용< 2> 

라 차시. 4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방법과 절차를 익히는 것이다 선정 자료 4 . ‘아름다운 세상을 위

하여 원제 ( pay it forward)’는 나눔을 위한 방법을 중학생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행복 순환

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그림책 ,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에도 소개되는데 한 사람, 

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동이 이어지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차시에는 차시 때 정한 나눔 대상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 4 3

게 주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마 차시. 5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 실천해 보기이다 선정 자료 5 . ‘달리는 나눔 가게’에는 요셉네 가족

이 등장한다 이 가족은 가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 . , 

의해 버려졌지만 쓸 만한 물건들을 주워온다 그런 뒤 그 물건들을 깨끗하게 닦거나 고쳐서 . 

새 것처럼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과정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 쓰게 만드는 동기를 만들어 준다. 

차시의 활동은 5 ‘아나바다 장터 열기’로 선정 도서의 내용에 따라 참여 학생들에게도 필요

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장을 열어보았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참여 학생들이 . 

물건을 챙겨 와야 하는데 만약 챙겨 오지 않으면 나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하루 , 

전에 문자를 보내서 알리고 학부모에게도 미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림 은 아나바다 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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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다른 친구들과 나누거나 물물교환

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은 참여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매우 .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나누어 활용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자원을 아낄 수도 있고 , 

나눔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림 아나바다 장터 열기< 3> 

바 차시. 6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 참여하기이다 차시를 위해 선정한 자료는 그림책 6 . 6 ‘행복을 전하

는 편지’로 편지 한 통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 

도서와 ‘굿네이 버스 편지쓰기 대회 동영상’을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 

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을 함께 나눈 뒤 직접 발송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만약 , . 

편지 받을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굿네이 버스 편지쓰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 차시. 7

차시의 세부목표도 나눔 참여하기이다 차시에는 나눔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7 . 7

믿음 아래 실제 기부를 통해 행복을 얻고 있는 사람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 ( , , , 

마윈 등 을 먼저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 . ‘굿네이 버스’ 등을 통해 신청한 저금통을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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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주고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 . 

알려주어 학생들 스스로가 기부를 위한 항목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실천할 수 있는 방, 

안을 만들어 주었다.

아 차시. 8

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누미로 거듭나기이다 차시는 프로그램을 마치는 시간으로 그동8 . 8 , 

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 계획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나눔은 . 

교육 중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실천될 필요가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표 . <

은 나눔 계획표 만들기 활동지 양식이고 표 은 참여 학생 중 학년 16> , < 17> 4 ‘이**’의 나눔 

계획표이다.

나의 나눔 계획표

항목 나눔 대상 방법

나눔 계획

표 나눔 계획표 만들기 양식< 16> 

나의 나눔 계획표

항목 나눔 대상 방법

나눔 계획

자선냄비 어린이 환자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다.

굿네이버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굿네이버스 저금통에 돈을 넣는다.

필요 없는 물건 기부 거지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어 준다.

피아노 동생 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

표 나눔 계획표< 17> 

자 사후 평가 결과. 

표 은 마지막 차시에 참여한 명의 학생들이 평가 문항에 답한 결과를 빈도로 정리< 18> 12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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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만족 보통 미흡

1 10 2 0

2 12 0 0

3 10 2 0

4 11 1 0

5 9 3 0

6 5 5 2

7 11 1 0

표 사후 평가 결과< 18> 

표 의 평가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 걸쳐 < 18> ‘만족’ 혹은  ‘보통’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문학 활용 나눔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 민주시, 

민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에 대한 인식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번 항목에서는 . 6 ‘보통’과 

‘미흡’의 답변 빈도가 높은데 이는 교육 프로그램 횟수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나눔 교육은 단기에 그치기보다는 체계적이면서 .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Ⅳ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개성화와 개별화가 심화되어 시, 

민 각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도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독서는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종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은 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

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교육계에서도 활발히 모색되고, 

문학을 활용한 독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미래의 주역이 , 

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민의식과 나눔 나눔 교육의 의미를 , 

살펴보고 더불어 다른 나라의 시민교육 및 나눔 교육의 실례를 찾아보았다 이어서 년 , . 2014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원시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실C

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문학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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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문학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는 면에서 다른 연구

와의 차별성과 함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 3-4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기타 학년 및 유아 중고등학생을 위한 , , ․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화 된 시. 

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학 활용 나눔 교육 방안이 모색되고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만약 단계별 방안이 모색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 , 

라 국민의 시민의식과 나눔에 대한 인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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