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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멸치, 콩, 김, 밥 이면 충분하조에서 발표를 맡은 김소현입니다.
저희 조는 먼저 생각하는 아동 대상 자원봉사에서 실천해야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표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생각하는 아동 대상 자원봉사에서 실천해야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여야합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아동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같은 눈높이에서 말과 행동을 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도 예의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아동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하는 한 인격체 이므로 자원봉사자는 같은 위치와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대화해야합니다.
가식적인 말과 행동은 아동도 느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동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동인 만큼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적인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동에게 자선이나 동정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동기는 감정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아동에게 실망감과 좌절감, 상처를 남길 만한 행동과 언행은 하지 않습
니다.
일곱 번째는 아동이 욕구충족을 위해 왜곡된 표현을 사용할 때 올바르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동이 욕구를 잘 못된 방법으로 표출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동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여 봉사합니다.
아동은 욕구의 충족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아동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과 환
경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응급상황대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아동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는 아동에게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성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아동에게 오해가 될 정도의 지나친 신체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아동을 위한 자원 봉사프로그램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동형 오감 체험 프로그램 팀’을 결성 하는 것이 저희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 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특별성은 바로 ‘오감체험’과 ‘이동형’ 입니다.
첫번째 특별성 오감체험을 선택한 이유는 누리과정 신체 운동/건강 영역 중에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 ‘신
체 조절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등등 감각 운동 체험 즉 오감 체험은 영유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 이기에 오감체험이라는 특별성은 선택했습니다.
두번째 ‘이동형’은 요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영유아들이 자연 탐구와 아주 중요한 감각 놀이인 모래 놀이
등등 사라져 체험 할 수 없게 되어 체험을 한다면 기관에 가거나 교사들이 교실 환경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영유아
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고, 교사들이 교실에 모래놀이 활동이나 자연탐구 영역을 체험하는
환경을 만든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버스를 개조하여 오감체험
버스를 만들어 직접 영유아가 있는 곳에 찾아 가는 ‘이동형 오감 체험 프로젝트’를 활동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설명하자면 프로젝트 버스는 총 3대 입니다. 미술 체험 버스, 모래 놀이 버스, 자연 탐구
버스, 이렇게 총 3대로 움직입니다. 첫번째 미술체험 버스에서는 과/채소로 이용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로 그림 그리기, 옥수수 수염으로 수염 만들기 등등 과/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미술 창작 활

동하는 미술체험 버스에서 예술적 요소를 관심을 갖고 탐색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두번째 모래 놀이 버스에선
샌드클레이를 이용하여 감각능력을 활용하고 기르는 활동과 소근육 발달을 기르는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합니다. 마
지막 동물 체험 버스에서는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동물을 키우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에 영유아들은 자연탐구
하기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버스안에 소독과 살균 작업을 철저히 하면서 버스안에서 키우기 괜찮은 동물 햄
스터, 토끼, 닭, 고슴도치 등등 아이들이 보기 쉽진 않지만 친근한 동물들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자연탐구 영역을 키
우는 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