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기

살아 있는 신앙교육은 심장이 뛰어야 한다.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라는 돈 보스코 성

인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신앙교육을 위해서

는 교사가 아이들 마음 가까이에 다가서야 하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도 캠프에

함께 참여하는 게 좋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

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

여한다. 수련관이나 위탁 기관에서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고 해서 방관자나 단순한 관람자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캠프장에서도배움은이어진다

부분의 본당에서는, 캠프 프로그램 내용

이 다양하지 못하고 진행 교사가 부족할 때

위탁캠프를 신청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위탁

캠프를 다양한 캠프 진행 기술과 프로그램에

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탁

캠프를 통해‘이번 여름 행사는 이렇게 넘겼

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년에는 우리도 이

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라

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위탁캠프 속으로 빠져

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 기

술 등을 익히자.

‘우리’와‘너희’의담을허뭅시다! 

많은 본당이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할 경우,

유독 자기 본당 학생들만 챙기는 교사들이 있

다.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모두 하나다.

‘우리 본당, 우리 주일학교’라는 개념은 이런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주일학교 아

이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못

하는 아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이끌어 주자.

하느님안에서시작합니다

캠프를 통해 하느님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

다. 캠프 진행 중에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등

전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각 본당 주

일학교 교사들의 모습은 찾기 힘들 때가 있다

고 한다. 기도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

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 잊

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전이우선!

캠프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교사가 먼저 각 기관의

규칙을 숙지하고 아이들을 이끌어야 한다. 또

한 모든 것을 위탁 기관에서 맡는다고 하더라

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사고’까지 알 수

는 없으므로 캠프가 무사히 마무리되는 그 순

간까지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소홀히 생각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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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관에서는 일 년을 온전히 청소년들과

보냅니다. 연중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성 수련 활동을 하고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는 각 성당에서 학생들이 달려

오기 때문이지요. 주일학교 캠프의 경우, 일

반 수련 활동과 다르게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하기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의미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 이곳의 신부와 수녀, 신학생들과 교

사들은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날이면 날마

다 아이디어 싸움(?)을 합니다. 적지 않은 회

비를 감수하고도 질 높은 신앙교육 프로그램

을 위해 위탁캠프를 신청하는 것은 그런 이유

가 아닐까요.”(정재희_데레싯다｜수녀∙살레시

오 수녀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는 얼마

나 기 할 수 있을까? 같은 프로그램으로 캠

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러 주일학교의 반

응과 효과는 다르다. 캠프는 진행 프로그램만

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드

러난다. 나머지는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은 무엇인지 몇 개 수련관을 통해 들은 것을

정리해 보았다. 

캠프전교육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본당

아이들과 경쟁을 하거나 심리전을 치루는 경

우가 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낯

선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

는 경우가 있지만 지나치면 다툼이 일어나기

도 하므로, 캠프를 오기 전에 미리 각 본당에

서 그에 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위탁캠

프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위탁캠프 효과? 
열쇠는 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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