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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주도
체험학습
(10건)

컨설팅 영역

학생주도
체험학습
(10건)

답변 컨설턴트

번호

질문 제목

1

창의 체함활동의 4영역(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 연
계 방안

박원경

흥덕고등학교

2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실현방안

이보라
김혜주

내동초등학교
성남고등학교

3

체험학습 사전 사후 지도 자료

남순임
이유미

장평초등학교
천천초등학교

4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미래 가치적 창출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기획

권윤호

백암고등학교

5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인성지도

이승현
김천수

시화초등학교
도장초등학교

6

창의·인성교육의 개념(배움의 공동체나 모둔토론 협
력등)

윤언중

양성초등학교

7

체험학습을 기획할때 주의점

김성욱

동양초등학교

8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사례의 기준

김성욱

동양초등학교

9

지속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오우상

영생고등학교

10

진로교육을 위한 자료

서명옥

검산초등학교

1

동아리 활동 지도 외부 강사 초빙방법

엄지현

문학초등학교

2

수업연구 동아리

권윤호
이윤성

백암고등학교
형석중학교

성명

소속

라.
동아리지도
(10건)

동아리지도
(10건)

8

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동아리지도
(10건)

3

영어 독서 프로그램

김희숙

대전문정중학교

4

자유학기제에 따른 국어과 진로관련 동아리 지도

권윤호
남순임

백암고등학교
장평초등학교

5

진로동아리의 운영방법

오영애
엄지현

부개고등학교
문학초등학교

6

학생들이 주체인 동아리 활동 운영

김현진
조용주

일월초등학교
일월초등학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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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상

인지중학교
영생고등학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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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호

영남고등학교

9

봉사와 관련된 동아리 운영사례

최용섭

천상중학교

10

교과와 연계한 동아리 운영사례

임재철

인지중학교

마.
학교 경영·행정
(7건)

답변 컨설턴트
컨설팅 영역

학교 경영·행정
(7건)

번호

질문 제목
성명

소속

1

창의·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방법

서성원
김희숙

前유한공업고등학교
문정중학교

2

학급 경영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윤병구
이보라

상산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3

인성교육과 관련된 좋은 활동 사례

허성만

칠암초등학교

4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심외보

온양초등학교

5

자율형 창의경영학교의 운영과정의 성과관리

최경아
심외보

금산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

6

교육과정 재구성시 동학년의 협의

김선애
최명심

금장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7

동학년 교사들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는 방법

최경아

삼호중앙초등학교

9

라. 동아리 지도 / 라-1.

질문

교육과정을 짜야 할 담당자로서 동아리활동에 외부 강사가 와주면
동아리활동이 좀 더 학생들의 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분야의 동아리 활동 강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 형편상 무료 봉사이셔야 합니다.

답변

문학초등학교 엄지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경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면 담당교사 혼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
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로 교육기부를 흔쾌히 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원하는 것을 다 얻기는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며 도
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월~3월, 또는 학기초에 학교로 오는 공문을 보시면 여러 단체에
서,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로 교육기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꼼꼼이 살펴보시며, 지도하고픈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
우 신청해 두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이 신청 제한이 있고,
선착순인 경우가 있으므로 전년도의 공문들을 살펴보신다면 어느 달에 어
떤 공문이 내려올지 예상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시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요? 지도하고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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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주변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 무료로 강사를 제공하고, 체험을 제공해주는 기관이 많이
있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근거
리의 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신청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선착순이므로 프로그램을 미리 숙지하고, 기한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부, 또는 창의재단,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기부 싸이트에 등재된 교
육기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 대학교의 봉사 단
체 등에서 1회, 단기적,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
하게 해당 지역의 교육기부 목록을 살펴보고, 신청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학부모 교육기부를 받는 것입니
다. 학생들의 동아리 희망 영역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교
육기부 희망을 받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학부모
님들의 호응이 낮을 수 있으나 재주가 뛰어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의
외로 이러한 학교 참여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한 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학교의 방과후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적
으로 부탁할 수는 없지만, 한 두 번 정도는 기꺼이 교육기부를 해 주신답
니다.
만약 동아리 활동 강사를 구하기 힘드시다면 학생주도적 동아리 활동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활동
주제를 안내해 주시고, 학생들 스스로 조를 구성하여 주별 또는 월별 활동
내용을 계획하고, 서로 가르치고, 반성하는 체제로 운영해 보세요. 이때 선
생님은 촉진자로써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힘들어 해
도 점차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교사, 학생 모두 보람되고 뿌듯한 동아리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
니다.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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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2.

질문

앞으로 교사들로 구성된 수업연구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업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 활용할 수 있게하는 성격의 동아리로서 범교과 선생님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창의.인성 수업모델, 교과간 융합수업모델 등을 학생과 교과 성격에
맞게 연구하여 신임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 자료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교사
수업연구 동아리 운영 사례나 참신한 수업 모델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백암고등학교 권윤호 컨설턴트
국어과 진로관련 프로젝트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연계 교육 활동에 관
한 궁금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국어과 혹은 범교과에서 가능한 프로젝트 학습 방법
과 체계적인 독서 교육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방법 모두 국어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국어과 진로관련 프로젝트 학습 방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를 주고, 그와 관련한 주제에 관한 팀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하고, 연구계획 수립, 역할 분담과 협력 활동,
자료 조사, 탐구 활동, 연구 보고서 작성, 발표의 순서로 일정한 수업 시수
를 확보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우리 지역
사회 문제 세미나를 0월 0일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발표할 자료를 준비
하라.”는 미션아래, 팀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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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팀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균질한 구성이 되도록 해당 교과목 성적을 중
심으로 ‘ㄹ’자 배열을 하여야 팀프로젝트 활동이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
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교육과
정, 진로 연계성, 제시할 프로젝트 주제(Big Question)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관련 프로젝트 학습 방법

독서는 특정 교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어교과
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권장할
만한 도서 목록을 몇 개 정합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읽고 싶은 도서를 선
정하게 하여 그룹을 구성합니다. 한 한급에 적당한 수의 독서 그룹이 만들
어 집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들은 각자 책을 읽고, 소감, 생각해볼 문제,
진로와 관련한 생각, 기억남는 문구 등을 적어 그룹별로 1~2 시간 토의 시
간을 부여하고, 그룹별로 나눈 이야기를 학급 전체에게 발표, 공유할 시간
을 줍니다.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방법과 교실 전체를 전지 포스트 잇을 붙
여 역동적으로 발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의 질문을 포스트 잇
으로 붙여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끝나면, 도서의 저자
에게 보내는 질문지를 그룹별로 만들게 하여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통
해서 작가 인터뷰를 하고, 더 나아가 작가와의 대화 혹은 특강을 요청하여
학교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실하게 책을 읽고, 저자를 방문하
거나, 이메일로 질문하고, 특강 강사로 요청하는 일에 대해 저자들이 진지
하고 기꺼이 응하는 태도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국어과 진로관련 프로젝트 활동의 아이디어
와 운영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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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석중학교 이윤성 컨설턴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학기제와 함께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이 힘드시죠?
한걸음 한걸음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로라고
하면 너무 범주가 크고 포괄적이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역량’ 계발에 초점을 맞추
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진로역량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를
한 학기동안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테니 여기에서 자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freesem.moe.go.kr/freesem/homepage/main/homepage_main_
informMain.do

이곳에 가시면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어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리활동에 활용할 자료를
공유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이고 열린 마
음이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이윤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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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래 사회 특징

-가족규모변화, 핵가족

저출산 및
고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미래 교육 방향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학습코칭, 자기주도적학습
-평생학습기반 구축
-삶과 교육・문화 연계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학습과 직업간 연계성 강화 및

핵심 역량

비고

-삶 향유능력
-건강한자아상
-문화 및 예술적 감수성

인성
역량

-자기주도적학습역량
-자기관리능력
-문화예술소양

지적
역량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술혁신, 네트워크 사회
-가치관 및 생활양식 변화

-인간소외 해소 교육

-자아정체성
-다름에 대한 관용

인성
역량

-첨단테크놀로지
-디지털화된 지식사회
-정보화, 네트워크 사회

-교육체제 유연화
-가상현실 이용한 학습환경, 사이버
학습
-디지털교과서, 스마트러닝, U러닝
-평생학습사회

-ICT소양
-정보처리능력
-자기주도학습 역량
-문제해결역량

지적
역량

-다원주의
-사회 다원화
-다문화 및 세계화

-교육대상자 다원화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질
-공동체의식
-타인 배려
-열린 자세로 세상 수용
-다문화이해능력

인성
역량

-국제화/세계화
-다원주의
-사회다원화/신자유주의
-다문화 및 세계화

-교육경쟁 심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다문화 이해 교육

-글로벌 시민의식/세계시
민성
-문화 및 예술적 감수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갈등조정능력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문화적 역량

사회적
역량

지식
기반 사회

-간학문적 융합기술발달
-학문간 융복합/융복합 지식
창출

-간학문적, 범교과적, 융합학문적
교육
-고급융합기술 인력양성
-통섭형 인재양성
-학제간 통합교육

-전문지식

사회・경
제적 양극
화

-개인주의 성향 강화
-사회적 갈등/격차 심화

-교육 양극화/격차 해소 요구
-교육기회 형평성/교육복지 증진
요구

-배려와 관용
-소통과협동
-팀워크 역량

-제한된 지구환경

-친환경교육/인간중심 사고를 벗어
난 생태중심 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글로벌 시민의식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무성
-환경감수성/생태학적 윤
리/환경의식

과학・정
보통신기
술 발전

지구촌 및
다원화
사회

환경 문제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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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3.

질문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 영
어 도서를 구비하고, 영어 다독을 독려하는 등의 영어 독서 프로그램의 실천 사
례나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생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영어 도서반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정중학교 김희숙 컨설턴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고심하는 것
이 느껴집니다. 우선 EBS를 활용한 독서 방법과 읽기 지도 아이디어에 대
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EBS 웹사이트 Fun reading

EBS 웹사이트 > 방과후영어> Fun reading으로 접속하면 학교 급에 따
라 수준별로 분류된 읽기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
교 level 7~9에 해당합니다.
이 사이트의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고둥학생들이 평소 접하던 수능대
비 지문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영미문학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는 총 36개가 구비되어 있는데 상세 항목을 말씀드리자면 Jack the
Ripper - Unsolved Mysteries, Oscar Wilde's The Picture of Dorian
Gray - Calico Illustrated Classics 와 같은 논픽션 장르에서부터 The
Phantom of the Opera, Frankenstein와 같은 픽션 장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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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The Phantom of the Opera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그림 1. The Phantom of the Opera 소설의 첫 부분

위와 같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지요.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종 MP3 기능이 제공되는 자료도 있으므로 그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듣기와 읽기 실력 향상을 도모하신다면 일석이조가 되
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메뉴 탭의 slide기능으로 책장이 일정시간
후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도 있으며 책을 인쇄하여 미니북으
로 만들어 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으로서의 장점을 들자면 그림 2과 같이 corpus(말뭉치)를 사용
한 단어의 용례를 바로 바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상단 메뉴
의 search에서 소설에서 나온 단어인 ‘although’를 검색해보니 몇 페이지
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 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
생들이 자기만의 단어 및 예문 정리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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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rpus(말뭉치)를 사용한 단어의 용례

★ 읽기 지도 방법 및 다독 장려 방법

학생들에게 영어 도서를 소개하고 다독을 장려하는 것은 또 다른 관건
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할 수 있
습니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서 감상문 양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책을 읽은 후 서평을 영어로 작성해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재학생 전체
에게 적용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 만큼 전교생의 독서 그래프를 작성하
여, 학생들이 독서 감상문을 제출할 때마다 그래프에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영어 도서관 앞에 붙여놓아 실제로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학교의 사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도서
대출 추이에 따라 월 별로 다독 학생을 선정하고, 다독반을 선정하여 보상
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 교사가 제공하는 독서 감상문의 양식은 학생의 수준이나 학년에
따라서 난이도를 달리하거나 혹은 학생에게 자유 선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이 성실하게 이를 작성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독서발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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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도 이를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독서감상문의 예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ook Report
Title
Author
Rating

★

★★

★★★

Quick summary

★★★★

★★★★★

Draw your favorite scene.

Who is your favorite character and why?

Where does the book take place?

What was the best part in the book and why?

Name

Date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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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ate

A book report follows the thread of the story.
The beginning, middle, and ending are linked together through the plot.
Title
Author
Rating

★

★★

★★★

★★★★

★★★★★

1. Describe what the story is about, who are the main characters, the main idea.

2. Describe what happened in the beginning of the story.
(usually something happens first that describes or creates a problem)

3. Describe what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story.
(How is the problem beling solved?)

4. Describe what happened in the end of the story.
(What was the final result, or how the problem was solved?)

5. I like this book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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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으로는, 읽기 전-중-후 학습지를 통한 읽기 활동이 있습니
다. 학교 안에서 영어선생님들끼리 역할분담을 하여, 학습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시자료입니다.

Title

Coping with Anger

Level

중2

www.ebse.co.kr→ 방과후영어 →
Fun reading → 중학 Level 2

Pre-reading

Do you control yourself when you are angry?
Reflect yourself and write down your own answers.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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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reading
There are a lot of characters and their anger management tips
in this book. Write down their names and how they express anger.
Name

Sam

How they express anger

Sam talks to his Dad about what makes him angry.

M________

W________

J________

G________
J________

A________

R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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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reading
'Keep calm and carry on' is a well-known slogan from U. K.
During the world war II, King George the 6th wanted to encourage
people in chaos, and this slogan was made. If your friends have
difficulty in managing his/her anger, what can you say?
Make a slogan about coping with anger and keeping the peace.
ex) Keep Calm and carry on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Your Slogan for coping with anger and keeping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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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활동지의 활용방법으로, 학생들이 전-중-후 활동지를 작성해올 경우
영어교과담임 교사가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기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재학생이 아닌 독서반 학생이 대상이 될 경우, 책을 소개하는 잡지
혹은 신문을 만들어보도록 동아리 활동을 조직할 수 있겠습니다.
영자신문동아리와 비슷한 동아리이되 학생기자들의 책 소개 및 서평이
주를 이루겠지요. 또한 학교의 교사가 추천하는 책에 대해서 인터뷰해서
정리하거나, 학교 내에서 가장 대출이 많이 된 best borrowed book을 소
개하는 칼럼을 기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학생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어 독서 방법인 e-book 활용
안내와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아
이디어를 활용하여 훌륭한 영어독서프로그램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선
생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내에 영어 책 읽기의 바람이 불어,
전교생이 영어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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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4.

질문

우리학교는 현재 1학년 대상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과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2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 1년
차 된 국어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활용한 NIE수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지금 다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나 진로
와 깊이 연관되어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국어수업 시간에 해 왔던 수업 방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확대 실시되어 진다면 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자유학기제
모형에 맞추어 진로관련 프로젝트 국어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배포되었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아리활동이 국어교과 시간과는 변별력이 있게끔 진행되었으면 좋겠구요. 학
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기다려지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수업시간에는 진도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동아리 시간은 자유롭게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모형 진로탐색 및 결과를 국어과 연계한 수업 모형
개발이 필요합니다.

답변

백암고등학교 권윤호 컨설턴트
우선 선생님들은 교육청과 학교 당국을 통해 전달, 강요되는 여러 지시
와 연수, 요구에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여
러 교육적인 활동이나 일들도 어느 순간 업무가 되어 교사의 영혼없는 희
생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학교나 교사는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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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노력하거나, 헌신하는 데 주저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혁신학교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 하여 단위학교 교사 동아리를 활성화
하라고 하면 또다른 일이 떠 맡겨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
라서 현재적 상황 진단과 교사들에게 안식과 위로, 희망을 제시할 수 있
는 교사 동아리 운영 방안 모색이 절실한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
과나 식사 등을 할 때도 평상시 보다 더 신경써서 이 모임은 뭔가 다르다
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실
무사에게 품의 올리고, 사달라고 하면 어려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갈증을 느끼고 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과수업이나 학생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
된 도서들을 학교에서 동아리 교사 수 만큼 구입하여 읽고, 나눌 수 있다
면 교사 동아리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
구체적인 수업 성찰과 나눔, 구체적인 장면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법
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추천 도서 : 이규철의 수업딜레마, 서용선의 혁신교육 미래를 말한다, 김
태현의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서근원의 수업 어떻게 볼까?, 김민웅
의 동화독법,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강신주의 감정수업, 철학
이 필요한 시간, 정민의 조심 등입니다.
교사는 많은 위로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사 동아리마저 과업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평가받는 분위기가 되어서
는 안 된다는 점을 섬세하게 체크하여, 존중받고 위로받아 원래 가졌던 교
사로서의 열정과 보람, 의미를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이 넘치
는 교사 동아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용은 채워집니
다. 수업 모델 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다른 것은 다 해
결 됩니다. 책은 다 읽고, 도서관에서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386

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답변

장평초등학교 남순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동아리를 만들어 연구를 했고 지금도
동아리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써 동아리구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범교과목 동아리 구성
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수업연구 동아리 운영 사례에 관해 저의 생각을 전
해드리는 것으로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선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
다. 무엇때문에 이 동아리를 구성하고자 하는지를 신중하게 자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동아리 대표를 맡으실
것 같으니 선생님께서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이유를
공책에 거듭 적어보며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고
자 하는 선생님의 의지와 필요가 강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연구 중간 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내가 모으려는 범교과목 선생님들이 요청하신 선생님의 의견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과목은 열심히 진
행되고 있고 어떤 교과목은 흐지부지 되어 일을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왜 연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되었고 뜻을
함께 하는 구성원이 성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햐여 고민해야
겠습니다. 범교과목에서 새로운 수업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영역과 교수방
법 교수 자료 ,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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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새로이 구성합니다. 이
때 누군가는 다른 범교과 선생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힘과 리더
쉽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조직 내 역할의 분배를 정확하게 해야 동아리 대표나 어린 교사 등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연구 초반에 연구비를
산정할 때 원고비 또는 기타 의 내용으로 연구활당 몫을 정하여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어느 집단이든 다소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선구적인 역할
을 하는 사람의 온화함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사가 동
아리의 연구에 다소 소극적이더라도 감동시키고 자극 줄 수 있는 한사람
이 있다면 그 동아리는 알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참고 : 크레존 사이트에 창의·인성 수업연구회 사례는 연도별로 탑재
되어 있으니 우수 사례를 동아리 교사들과 함께 읽어보고 토론하는 과정
을 거쳐 연구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저의 동아리 연구 또한
2013년도 크레존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참조하시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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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들의 인성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
서 연구 및 활용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되는 연구가 적합하
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주도의 다양한 동아리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진로동아리의 경우 커리어넷을 통한 활용,
자기 꿈 발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다양한 활동을 사례 위주로 제시
하여 주신다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개고등학교 오영애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동아리의 다양한 활동 사례에 대해 궁
금해하셨는데 저는 우선 진로와 독서를 연계한 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
다. 진로독서동아리활동은 초점을 분야별 직업 찾기에 두기보다는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지도하실 때 진로 관
련 독서 후 감상문 쓰기와 발표뿐 아니라, 이야기식 독서토론, 또는 쟁점
토론 활동 등을 적용해보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실 만한 책으로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의 『진로독서 가
이드북』을 권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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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간되었는데 도서 한 권을 가지고 활용하실 때 아래와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책일까
2. 무엇을 더 볼까 (진로탐색) : 관련매체, 관련도서 소개
3.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 (진로토론) : 토론 발제가 제시되어 있음.
4. 무엇을 해 볼까 (진로 활동)
5. 얼마나 가까울까 (진로척도)
(이야기식 독서토론이나 쟁점토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http://www.readingkorea.org 에 들어가 보세요. 정보를 얻으실 수 있
습니다.)
또한 진로독서동아리 활동 時 위인전을 텍스트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
니다. 위인전을 읽는 것은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책을 통해 자신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를 연계한 가치성장캠프도 진로동아리 활동으로 좋
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형,
누나가 들려주는 성장스토리는 꿈을 찾아 노력하는 선배들의 이야기이므
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현실감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활동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련하여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로와 학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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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학초등학교 엄지현 컨설턴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로동아리 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이고 운
영하시고자 선생님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활동 중에
서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 가장 많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
생들이 흥미롭게 여기며, 의미있는 진로활동으로 본교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릴게요.

‘전문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하
는 직업을 중심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부에 흔쾌히 응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강의 자료 및
체험자료를 준비해 오시게 합니다. 이때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 유의점, 보
람된 점, 힘든 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
누는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여 생동감있는 진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
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탐색 시간이 되므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활용하여 무료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습
니다. 방과후 강사도 자신의 강좌 홍보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흔쾌히 1-2
번은 응해 주실 겁니다. 체험자료에서부터 강의내용까지 전문적인 손길이
닿고,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동아리의 구성원을 조별로 구성하여 직업체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한을 두어 조별로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방문하여 면담하
고, 직업체험을 해 본 뒤 조별로 결과를 발표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로 활동
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부, 창의재단,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학교로 오는 공문에서도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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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많습니다. 해당 싸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신 후 강사를 학교로 초
빙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지적인 진로 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직접
체험해 보는 직업탐색활동을 더 선호하고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민하신 만큼 즐겁고 신나는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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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6.

질문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동
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던 계발활동에 익숙한데 동아리 활동을 과연 학
생들끼리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요?

답변

일월초등학교 김현진 컨설턴트

일월초등학교 어린이 자율동아리는 2012학년도부터 3년째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과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육프로그램
이구요. 4~6학년 어린이들이 20여개의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
영합니다. 대학 써클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
간의 우려도 있었으나 동아리장을 중심으로 아이들 스스로 계획서를 만들
고 운영 준비와 실행을 알아서 진행하고 컨트롤합니다. 지도교사는 옵저
버와 안전관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년부터 4~5학년 아이들은 6학년때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우리 학교를 방문
하시거나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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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월초등학교 조용주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직은 중등학교와 달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주도하의 동아
리 활동이 운영 되고 있지요? 본교도 처음에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동아
리를 운영하려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의 우려 속에 시작되었답니다.
“학생들끼리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 시간에 그냥 장난치다가 가는
거 아닐까?”, “준비는 제대로 해올까?”, “문제 있는 학생들끼리 몰려서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현재 우려한 것과는 다르게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만족하
는 프로그램이 되었답니다. 솔직히 처음 시작 할 때는 선생님들도 학생들
도 익숙하지 않던 시스템에 약간을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러나 학생들
이 주축이 되는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 자율동아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능신장 면에서는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비해 뒤쳐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는 경험”, “또래 학생들끼리 협력하는 경험”, “어
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의논하여 해결하는 경험”
동아리 활동에서는 교사 주도의 학습 방법을 버리고 학생들이 마음 놓
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 묻고 대답하고 활동하는 학생 중심의 시
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빈틈없이 교사가 지도하는 수업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
떤 준비물을 가져올 것이지 등부터 학생들끼리 토의하는 활동, 실패도 경
험하는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 이지요.
본교의 동아리 활동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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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담당교사들과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자율동아리의 취지와
방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각 동아리 대표 1명과 운영진 2명을 구성하여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흥미·적성 등을 고려하여 동아리 부서를 확정한다.
•동아리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작성하고 동아리 대표와 운영진이 4~6
학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홍보를 실시하고 동아리 부서를 조직한다.
•동아리별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 계획을 세우고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자문 및 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내용

•대상 및 조직
가. 대상 : 본교 4~6학년 전체 학생
나. 동아리별 인원수 : 20명 안팎(인원수는 부서에 따라 조정)
다. 동아리 수 : 24개부서
라. 동아리를 등록한 6학년 학생을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로 임명하고 2
명의 운영진을 두어 각 동아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마. 운영일자 : 1학기 16시간, 2학기 12시간, 연간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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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동아리명

인원수

순번

동아리명

인원수

1

애니메이션부A

12

13

요리부

19

2

스마트 영상컨텐츠부

20

14

리코더 합주부

12

3

런닝피구부

15

15

만들기부

20

4

영화감상부

20

16

티볼부 A

20

5

놀이체육부

17

17

애니메이션부 B

14

6

또래 텃밭부

18

18

레크레이션부

19

7

보드게임부

19

19

십자수, 털실부

17

8

조립부

20

20

창의발명부

19

9

캐릭터부

21

21

패드민턴부

14

10

댄스부

22

22

컴퓨터부

19

11

영화감상부 B

15

23

티볼부 B

20

12

피구부

20

24

놀이아트부

15

•활동반성 및 평가
학기 말에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율동아리 활동을 되돌아보고 잘한 점과
반성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동아리 구성원이 자율동아리 평
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방법

성취기준

창의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활동
결과
보고서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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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상호존중,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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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상

동아리가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동아리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잘 운영됨

중

동아리의 운영 계획이 창의적이나 가끔 실천에 어려움이 보임

하

동아리가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동아리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지 못함

상

동아리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며 동아리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함.

중

동아리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나 배려가 부족하여 가끔 어려
움이 발생함

하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움

•발표회 실시
학기 말에 또래 자율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차시에 각 동아
리별로 활동 발표회를 실시한다. 각 부서의 성격에 알맞게 공연, 전시, 토
론, 제작물 상영 등 동아리의 특성을 살려 발표회를 한다. 자율동아리의 대
표자와 운영진들이 주축을 이루어 발표회의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운영 성과

•동아리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직하
고 운영하는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래 또는 선후배 사이에 배움의 장을 형성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활
동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동아리 조직과 운영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벤치마킹 팁

•학생의 희망과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동아리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아리 부서를 확정한다.
•동아리 대표와 운영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흥미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다양한 취미 및 특기를 계발하는 동아리 활동과 진로 교육 활동이 연
결되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반성 평가 및 발표회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 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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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7.

질문

동아리 운영 관련 매뉴얼 양이 너무 많아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노하우와 동아리 조직할 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인지중학교 임재철 컨설턴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노하우를 제시하면 동아리 관련 매뉴얼을 몇 번
이나 보면서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고 그것을 교직원 회의 때 공유
하여 재검토를 받았다. 재검토 후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행정사항을 선택
하여 학기 초에 공유했다. 동아리 활동 관련 내부결재용 양식을 쿨 메시지
로 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 활동을 원활
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① ○○○동아리 활동 계획서

동아리 업무를 맡았을 때, 동아리가 교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내부결재
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은 ‘○○○동아리 교외 활동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내부결재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교외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체험활동 명, 주최, 일시, 장소, 담당교사, 학생명단 : 반번호,
이름, 연락처, 거주지 및 참고사항, 소요예산’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동아리 교외 활동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내부결재용)

동아리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보
면, 동아리 활동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

398

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도록, 학교홈페이지에 동아리 활동 관련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 동아리 활
동은 시작과 끝 뿐만 아니라 활동 과정을 살펴주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
한 것 같다. 홈페이지에 동아리 활동을 누적하게 함으로써(저희 학교는 일
정한 기간을 몇 회 설정하여 누적함) 활발한 동아리와 느슨한 동아리를 구
분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홈
페이지에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국 초·중·고 동아리 겨울방학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 http://www.krivet.re.kr/ku/ea/prg_kuCABVw.
jsp?gn=F1-F120100169와 같은 각종 공모전을 업로드하여 다양한 동아리
들이 취사선택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다.

③ 동아리 전체 틀(한 페이지용)

다음으로 ‘동아리활동의 기록과 관리’에 대해 보면, 우리학교에서는 아
래와 같이 동아리 활동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나 시도별로,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생활기록부 기록지침을 반드시 자세히 숙지해야
한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이 그때마다 오고 있다. 활동 기록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마다 기록 방식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학기
말에 반드시 기록 방법을 확인하여 동일한 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 해

1. 동아리 I(정규 동아리) : 편성된 정규 시간에 운영하는 동아리
순번

동아리명

멘토

동아리 학생 대표

나의 동아리

1

반번호

이름

2

반번호

이름

3

반번호

이름

4

반번호

이름

5

반번호

이름

6

반번호

이름

문화예술

7

반번호

이름

체육

8

반번호

이름

봉사

9

반번호

이름

청소년

10

반번호

이름

학술

국제이해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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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리 II(자율 동아리) : 학생 스스로 만든 동아리

학술

국제이해

문화
예술

진로

봉사

기타

400

1

반번호

이름

2

반번호

이름

3

반번호

이름

4

반번호

이름

5

반번호

이름

6

반번호

이름

7

반번호

이름

8

반번호

이름

9

반번호

이름

10

반번호

이름

11

반번호

이름

12

반번호

이름

13

반번호

이름

14

반번호

이름

15

반번호

이름

16

반번호

이름

17

반번호

이름

18

반번호

이름

19

반번호

이름

20

반번호

이름

21

반번호

이름

22

반번호

이름

23

반번호

이름

24

반번호

이름

25

반번호

이름

26

반번호

이름

27

반번호

이름

28

반번호

이름

29

반번호

이름

30

반번호

이름

31

반번호

이름

32

반번호

이름

33

반번호

이름

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3. 기타 : 응모 공문을 통해 구성된 동아리
1

반번호

이름

2

반번호

이름

3

반번호

이름

4

반번호

이름

5

반번호

이름

6

반번호

이름

7

반번호

이름

8

반번호

이름

문화예술

10

반번호

이름

기타

11

반번호

이름

학술

<동아리 활동 기록 방법>
•학교계획에 의한 동아리 활동
- 학생부 해당영역 특기사항 및 에듀팟에 기록
- (기록의 예) 나라사랑 동아리 부원(2013.03.02.~2014.02.28.)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으며 학교주변 도로청소를 등교 시간에 매일 같이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임
•학생계획에 의한 동아리 활동
- 에듀팟에만 기록
- 단, 봉사활동의 경우 학생부에도 기록 가능
: 공공성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학교장 허가 하에 진행된 활동만 해당
•기록 불가능한 활동 내용
- 사교육기관에서의 체험활동
- 공인어학시험(토익, 텝스 등), 해외체험활동, 각종 자격증 및 인증서 (고등학생의 기술자격증 제외)

야 한다. 특히 자율 동아리를 맡은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결과보고서 혹은
결과물을 보고 활동의 승인 여부 판단하도록 하여 무조건 활동을 기록하
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외 동아리 활동 시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
무수당 처리지침’ 공문을 소개해 보면, 원칙상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
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
다. 그러나 2013년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은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
급이 가능’하다.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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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증빙 예시 :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
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예를 들어
1)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2)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
3)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이다.
기타 동아리 운영에 관하여 고양국제고 홈페이지에서 본 유용한 양식
참고 할 수 있다.

답변

영생고등학교 오우상 컨설턴트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
까? 창의적체험활동(이하 창체활동)의 영역 중 동아리 활동은 자칫 과거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중 계발활동으로 인식되어 부서활동으로만 진행되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체 동아리 활동
은 수업시수가 배당된 교육과정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뿐만 아
니라 수업시수로 배당되지 않은 창체 동아리활동 모두를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때 수업시수가 배당된 활동만으
로 생각을 고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스포츠클럽동아리
는 수업시수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생활기록부에 시간이 합산되며, 모
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조직되어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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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학교 상황은 편성 학급수보다 많은 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동되
고 있는데, 그 동아리 조직 과정에서 동아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주제를 누
가 정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또, 학생들이 요구한 다양한
주제를 단위 학교 내의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각 학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뿐
주변 학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단위 학교, 학년 교사가 수용할 수 있
는 학생들의 요구는 수업내의 동아리활동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 범
위를 넘어서는 주제의 동아리 활동은 교사의 특별한 열의가 요구되는,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사의 특별한 열의가 요구되는 현실적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수사례는 결코 일반적인 모
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고민해 보아야 할 딜레마이다. 그래서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율동아리로 조직, 운영, 관리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제
도적,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러한 자율동아리의 활동을
제도내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도 되고 있는 모습이 도입되
어야 한다. 수요조사시 학생들에게 꼭 안내할 내용은 극소수의 학생이 요
구하는 주제의 동아리활동은 수용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학생
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 학년 교사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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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8.

질문

주제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동아리 및 창체 활동 사례가 무엇이 있
을까요?

답변

영남고등학교 조민호 컨설턴트

지속가능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 사례 두가지를 제시한다.
① 조사 및 과제 중심의 동아리 활동

사례로 소개하는 동아리는 oo고등학교 생물반 학생들이 지역의 도원천
을 토대로 늦반딧불이가 사라져 가는 원인을 1년간의 자료와 영상 제작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활동이다. 매번 창체 시간을 통해 도원천과 관
련 환경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활동 의도

2년 전 대구 달서구 수밭골 일대에 늦반딧불이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
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가 있었으나, 탐사 활동 결과 늦반딧불이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해당 구청의 등산로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계곡 수로
주변의 정비 사업이 늦반딧불이가 사라지게 된 원인일거라는 추정만 할
뿐이다. 늦반딧불이가 사라졌다는 것은 중요한 먹이원이 사라졌다는 것이
다. 무엇보다 1년 동안 생태모니터링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이 수밭골의
생태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사라지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활동은 늦반딧불이 집단 서식지였던 달서구 수밭골의 수환경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늦반딧불이 애벌레를 비롯한 달서구 수밭골의 저서성대
형무척추동물을 조사하고, 무기 환경 요소를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또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환경조건에 다양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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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고 있어 수질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종류가 서로 달라 그 종류 및 분
포를 조사함으로써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생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밭
골 도원천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조사하여 도원천의 수질오염 정도
와 수질 상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동아리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도원천에 대한 영상을
담아 다큐멘터리도 작성을 해 보았다. 자연 다큐는 흔히 방송국에서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작은 힘으로도 이곳의 실태를 바르게 알리기 위
해서는 이러한 영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연 다큐 ‘도원천의
눈물’ 은 도원천의 환경적 제한 사항과 늦반듯불이를 지켜야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도원천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자료 전시 체험전을 열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
도하였다.
나. 자연다큐멘터리 ‘도원천의 눈물’ 제작 과정
다. 생태지도 작성 과정

② 창의프로젝트 창제 활동
가. 운영 방침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제 프로젝트 중심의
창체 운영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창의 학습 기회의 장 제공 및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창체 운영
나. 프로젝트 내용

각 영역별 프로젝트의 운영 형태는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즉, 영역별 지식, 기능 , 동기, 확산적 비판적 사고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는 독창성, 융통성, 다양성, 종합성, 탐
구성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신장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4명이 한 팀이 되어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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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영화”

시네마

페르마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복권 발행

내용
* 시나리오 작성과 콘티 제작하기
* 촬영 계획표에 맞추어 작품 촬영하기
* 편집하기
* 제작한 영화의 홍보물 제작하기
* 작품 상영하기
* 복권의 종류와 구입에 대한 장단점 조사 및 토론
* 소외계층 조사 및 복권 발행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
* 복권 발행 및 판매 전략 세우기
* 산출물 전시 및 발표하기

아름다움을 만드는 묘약

* 아름다운 남녀란 어떤 모습일까?
* 인체를 이루는 골격과 근육을 알아보기
* 미래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남녀의 모습은?
*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한 최첨단 스포츠 머신을
개발해보기
* 판매 전략 세우기 및 품평회

CT
(Culture
Technology)

세계 문화 중심은 한국!

* 한국문화 바로 보기
*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사업 계획서 만들기
*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홍보・발전 전략 세우기
* 문화 컨텐츠 사업 설명회

Shakespeare

Build Your Own Ideal School

* Shakespeare의 비극 연구
* 비극의 결말 바꾸어 보기
*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

몸짱

다. 영역별 프로젝트 내용
마당

내용

창의성 요소

제 1 마당
창의 탐험
마당

o 다양한 체험과 탐험의 기회를 통해 문제를 산출하고 명료화하기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주제의 필요성 알기
주제의 속성 및 특성 범위 제시하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제 2 마당
내 마음속의
창의성 마당

o 남과 다른 자신의 생각 다듬기
가능한 상세히 주제에 접근하도록 함
아이디어의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마인드 맵핑, 강제결합, 속성분석, 시
네틱스 활용)

종합
유창성
독창성

제 3 마당
창의성을
내 것으로 마당

o 종합적 해결방안 모색
제2마당에서 최상의 요소를 선택
선택한 요소와 주제 상황이 맞춰져 가는가?

종합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제 4 마당
믿음 마당

o 주제의 실행 : 발표 및 전시활동
o 평가 : 논리성, 협동성, 정교성, 독창성 등 종합 평가

종합
평가

406

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라. 프로젝트 마당별 진행과정
마. 산출물 발표 및 전시

1) 작성된 자료는 발표장 주변의 테이블 및 벽면에 부착하여 전시토록 함
2) 팀별 발표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함
3) 팀별로 이젤 또는 테이블 준비
바. 심사 및 시상

1) 평가 방법
-각
 프로젝트별 활동 과정을 담당하는 2명의 교사가 평가한 점수를 합
산하여 우수 1팀 선정
-우
 수 팀의 프로젝트 활동 발표에 대하여 5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
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1팀 선정
2) 시상 내용
- 각 프로젝트별 우수 1팀 : 교육감 상장(지도교사상) 및 상품 수여
- 최우수 1팀(우수팀 중 선정) : 교육감 상장(지도교사상) 및 상품 수여
- 인기상 5팀, 협동상 5팀, 논리상 5팀, 정교상 5팀 : 상품수여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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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9.

질문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 봉사동아리를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공공기
관 등에서 아이들이 주로 신체적인 노력을 들여 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청소나 행정업무 보조 등의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
신들의 일손이 필요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관해 실천하는 프로젝트성 봉
사동아리를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천상중학교 최용섭 컨설턴트
선생님의 프로젝트성 봉사활동 기획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의 가장 기본은 ‘물품 및 현금 기부’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봉
사활동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면서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서 노인 말벗해
드리기, 식사 수발, 요양원 청소, 빨래하기, 그리고 동네 주변 청소하기, 쓰
레기줍기와 같은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 들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인 봉사활동도 교
육주체들 사이에서 목적과 의의를 인정하며 정착 단계에 있어 봉사활동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봉사활동 자체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라서, 어떠한 형태든 봉사활동
주체에 의해 남과 다른 창의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
근에는 ‘문화공연 준비’, ‘공익적 목적에 의한 번역’, ‘장애우들을 위한 점
자 및 녹음 작업’,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이 있는데, 제가 본 예로는 한 고등학생이 장애 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점자작업해서 만들어주는 것과, 아동복지센터에서 어린이
들을 위해 동화책 읽어주기를 하는 활동이 있었다. 병원에서 면봉 만들기,

408

온라인 컨설팅 100문 100답

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해 주기, 동사무소 일손 덜어주기, 학교급이 낮은
학생들에게 과학실험 봉사하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취학아이들과 놀아
주기 등, 생각하면 주변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
을 것이다.
프로젝트성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몇몇이 모여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스스로 기획하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서 특정 요
일과 시간을 정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학습놀이를 하는 예가 있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특수아들에 대해 관심있는 여학생들이 모여 특수반 선생
님의 자문을 구하여 스스로 점심 시간에 특수아들과 같이 점심 먹으면서
친구하기 등을 하거나 연말에 특정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예가 있
었다. 학생들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창의적인 면이 많아, 지도선생님의 코
치가 조금만 있어도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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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리 지도 / 라-10.

질문

교과와 연계한 동아리 운영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인지중학교 임재철 컨설턴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배려와 나눔
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의 기초생활습관의 형성. 공동체 의식
의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서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의 확립.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구, 자아의
발견과 확립에 중점을 둔다.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습
자의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
하며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실현에 힘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정의
적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 중의 하나가 ‘동아리활동’ 인데, 일반적으로 청
소년 동아리는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
들에 의해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 자신의 위
치와 역할. 삶의 의미. 진로와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을 통해 자아 발견 및 계발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
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동아리는 전문적 분야에 대한 지식의 확대를 꾀하는 학
술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봉사동아리, 협동능
력과 리더십을 체득할 수 있는 체육동아리, 인간적인 대화의 유대와 친목
을 도모하는 교양 친목동아리, 연극·문학·미술·음악 등 각종 문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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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rtrude, do not drink! -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햄릿』 영어 연극 수업

자료

http://www.crezone.net/?page_id=163&bbs_search_word=%EB%8F%99%EC%95%84%
EB%A6%AC&bmode=V&bbssid=127373&tab=&bbs_current_page=1

주요 활동

- 영어 연극 대사에 사용되는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구어체 문장을 영어 원문을 기반으로
직접 재구성한 후 적절한 억양을 사용해서 표현
- 영어 연극 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몸짓 언어 및 표정 등을 연습해서 비언어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 학생의 학습 유형에 따른 모둠 구성을 통해 각자의 장점을 부각 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

영어

제목

농구 동아리활동을 통한 페어플레이 실천하기

자료

http://www.crezone.net/?page_id=163&bbs_search_word=%EB%8F%99%EC%95%84%
EB%A6%AC&bmode=V&bbssid=127151&tab=&bbs_current_page=1

주요
활동

- 농구 경기 중 페어플레이의 바람직한 상황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
- 농구경기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농구경기를 통해 배운 페어플레이 정신을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다.

제목

미술과 힐링 아트 - 펠트로 부드러운 창작표현

자료

http://www.crezone.net/?page_id=163&bbs_search_word=%EB%8F%99%EC%95%84%
EB%A6%AC&bmode=V&bbssid=127106&tab=&bbs_current_page=2

주요
활동

본 수업은 미술 교과에서의 미적체험활동,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업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난이도를 조절하여 구성함.

제목

과학과 발명-향기가 묻어나는 포장 디자인

자료

http://www.crezone.net/?page_id=163&bbs_search_word=%EB%8F%99%EC%95%84%
EB%A6%AC&bmode=V&bbssid=127114&tab=&bbs_current_page=2

주요
활동

과학적 실험활동과 미술 교과에서의 표현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형, 그
중에서도 동아리활동을 위한 미술영역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목

동아리 활동으로 내 꿈에 날개 달기

자료

http://www.crezone.net/?page_id=163&bbs_search_word=%EB%8F%99%EC%95%84%
EB%A6%AC&bmode=V&bbssid=127380&tab=&bbs_current_page=1

주요
활동

- 규약문의 특성을 알고, ‘~까?’질문지를 통한 동아리 회칙을 만들 수 있게 지도
- 개개인의 진로 ‘액션 플랜’ 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 콘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진로 선택을 확신

운영
자료

http://www.crezone.net/?page_id=163&bbs_search_word=%EB%8F%99%EC%95%84%
EB%A6%AC&bmode=V&bbssid=50853&tab=&bbs_current_page=2

체육

미술

과학

국어

독서

동아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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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고 학교중심의 동아리 활동과 지역중심의 동아리활동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교과로, 교과 시간의 지식이 동
아리 활동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제는 단순 동아리
활동에서 나아가 그것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장場이 되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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