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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RCE도시는]
세상에 눈을 뜬 책임있는 어린이를 기르는 작은 어린이집,
독일 루어RCE 빌라 쿤터분트 어린이집(Kindertagesstatte Villa Kunterbunt)

왼쪽이 빌라 쿤터분트 어린이집 교사 캄펜 씨
우리의 교육 목표요? 공정무역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르쳐서 책임있는 어린이, 세상에 대해 눈이 뜨인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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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독일 에센 시에서 만난 ‘빌라 쿤터분트 어린이집’(Kindertagesstatte Villa Kunterbunt) 캄펜(Sigrun Kampen) 교사의 말
이다. Kindertagesstatte Villa Kunterbunt는 24년 전 병원 부속 어린이집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병원과의 연계가 없는 공공
어린이집으로 발전하였다. 20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있는 작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3년간의 교육과정 중에 가족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어린이집이다.
독일유네스코ESD인증과 광역 루어지역(MetropoleRuhr)에서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인 이곳의 프로그램
은 크게 공정무역 프로그램과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나누어 진다고 설명한다.
공정무역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축구공을 가죽 조각으로 엮어 만드는 체험을 해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요? 그러
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또래 어린이들은 돈을 벌기위해 축구공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관심 가지게 합니
다. 또 공정무역 로고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갈때 공정무역 로고가 있는 칩을 주고 부모와 같이 장을 볼 때
공정무역 표기가 있는 물건을 찾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연히 배우는 것이지요.
루어RCE의 천연염색 정원 프로젝트에도 함께 하고 계시지요?
네,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은 천연염색 정원을 통해 가르칩니다. 직접 정원에 있는 여러 식물에서 다양한 천연염료를 찾고 이
를 바탕으로 스웨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을 기르는 농장에 방문해서 울로 직물 만들고
염색하고 옷으로 만드는 전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 나무로 단추도 만들어 옷을 완성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의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서 돈으로 쉽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주변의 물건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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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의 시대에 사는 아이들이 사물에 대한 존중을 배움으로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고치고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치
는 것이 우리 어린이집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어른들이 배우기도 하지요. 공정무역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어린이집을 선택해 보내는 인기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요? ESD인증과 공정무역 어린이집 인증을 잘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근의 관심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저희 어린이집에 오셔서 2~3달 단위의 연수를 받고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확산 노력도 해야지요.
공정무역 축구공으로 뛰어노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궁금하다.

by. 김변원정 CP

> 관련 자료
빌라 쿤터분트 어린이집 홈페이지 : www.villa-kunterbunt-dinslaken.de
빌라 쿤터분트 어린이집 활동 및 염색 직물 동영상 : http://youtu.be/PniPB0B1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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