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 시모네 데이비스·주니파 우조다이크 공저, 사니 반 룬 그림 

1.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쇼핑 비용을 최소화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먼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필요한 재료와 가구를 찾아보자. 우리 동네에 사는 목공예가에게 교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 보자. 어쩌면 

은퇴한 이웃이 패치워크 공과 모빌 만드는 것을 즐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선 단체나 중고품 할인 매장에

서 몬테소리 교구, 바구니를 찾아보자. 

2.   중고품을 사자. 우리의 교실과 집이 카탈로그에 나온 곳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중고 가구와 원목 장난감이 

우리 집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자. 

3.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 몬테소리 접근법에 대해 배웠으면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되

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원목 상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쓸모가 있게 만들 수 있다. 아기가 탐

험하는 놀이감으로 또는 아기에게 언어를 알려주기 위해 일상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 아기

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감 중 몇 개는 장난감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 주방 찬장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 

4.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는 일반 가정용품점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다. 예를 들면 여닫을 수 있는 

상자, 좋은 소리가 나거나 탐험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물건이 있다.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를 집필

한 주니파의 아기 솔루가 뱅글 팔찌를 걸어 놓았던 원목 컵홀더처럼 원래 물건의 용도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든지 있다.  

5.   이케아(IKEA) 같은 곳에서 파는 몇 가지 재료는 기본 아이템으로 유용하다. 이 아이템을 다른 물건과 조합

하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도 반영할 수 있다. 이케아에는 

교구장, 낮은 식탁과 의자, 책 선반과 걸이뿐만 아니라 주방과 욕실에 필요한 물건도 있다. 

6.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자. 아기는 기술을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값비싼 원목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는 신

발 상자에 탁구공 넣기와 같은 활동 교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다.

7.   교구를 구매하는 대신 대여하거나 마음이 서로 맞는 가족과 공유하자. 교구를 교대로 사용하거나 교환하

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온라인 부모 모임을 찾아보자. 몬테소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를 대여하는 회사를 

이용하자. 월말에 교구를 반납하고 아기가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구를 받을 수 있다. 

8.   몬테소리 교구 박스를 정기 구독하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몬티키즈(Monti Kids)와 같은 몬테소리 교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이런 구독 서비스는 몬테소리 가족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몬테소리 활

동 교구를 찾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준다. 

9.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의 저자 시모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몬테소리 노트북 자료실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몬테소리 온라인 스토어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자.(https://www.themontessorinotebook.

com/free-resources/)

사람들은 자주 우리의 교실과 집에 있는 아름다운 가구, 몬테소리 교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몬테소리 교구와 가구 고르는 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