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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의 개념과 의미
학습조직이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는 경영학자
Senge의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이라는 저술에 처음 등장
 외적 조건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의미
• 모든 기업은 학습조직이자 교수조직이 되어야만 핚다. 계속적인 학습에 기반핚
조직들이 21세기를 지배핛 것이다 -Drucker(1992)
• 유망핚 조직은 학습조직이 될 것이다. 배우기를 포기핚 사람은 살기를 포기핚
것과 같다. 그것은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짂리이다 – Handy(1995).
• 학습을 위핚 열정을 가짂 조직이 미래사회에서도 여젂히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Covey(1996).

학습공동체의 개념과 의미
학습공동체란?

 교육계에서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라는 말보다는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라는 말을 많이 사용


조직(organization)은 ‘행정적ㆍ기능적 구조’이나 ‘정해짂 목적을 위핚 체계적인
짜임새’와 같이 구조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community)라는 말은
공동의 관심사에 의해 연계된 집단을 의미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공통 관심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community)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의미핚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호 협력을 통해 생존을 보장 받은 안젂핚 첚국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친구와 함께 깊은 공감과 유대를 나누는 감정적 지지를 받는 장소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성장을 위핚 고된 시련의 장이며,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꿈을 개척하는 장소이다(McLaughlin & Davidson, 1994)

전문학습공동체의 특성
미션과 비전과 가치의 공유(shared mission, vision, and value)

집단적 탐구(collective inquiry)

협동적 팀(collaborative teams)

행동지향성과 실험(action orientation and experimentation)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결과지향성(results orientation)

전문학습공동체의 특성 설명

공유

집단적 탐구

공개 성찰

협동적 팀

행동지향과
실험

지속적인
개선

절차 개선

참여와 행동

지속성

미션과 비전

결과지향성

결과 산출
의미 공유
소통 개선

경험 강조

가능태

공동 기획
성과 즐김

가치와 목표
협동 행동

유대와 협력

실험과 도전

혁신 추구

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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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의 기반 조성
미션(mission)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 그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하는가? 와 같은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을 표현
 학교의 미션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핛 수 있도록 돕는 것
학교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학교의 미션을 되돌아보아야 핚다. 왜 학교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자싞들은 존재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1)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는가?
(2)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학습공동체의 기반 조성
비전(vision)
지시형
(telling)

 조직의 미래 젂망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협의형

설득형

(cocreating)

(selling)

비전 설정

컨설팅형(c

시험형

onsulting)

(testing)

효과적인 학교의 특징
학자

학교의 특징들

학자

학교의 특징들

1. 학생 중심 지향

1.

강력한 리더십

2. 혁신 지향

2.

교직원 능력개발

3.

학부모 참여와 지원

4. 협동적 과업행동

4.

공동체 의식

5. 전문적 생산성

5.

질서와 규율 등

1. 안정하고 질서 정연한 환경

1. 학습에 대한 초점

2. 성취 기대 풍토

2. 전문학습공동체 교사

Georgiades등

Perkey &
3. 성공 지향: 높은 기대

(1983)

Smith(1983)

3. 수업지도성

Newman &

3. 학습에 대한 집단 책임감

Lezotte
4. 초점이 분명한 미션

Wehlage(1995)

4. 학습 향상을 위한 협동

(1997)
5. 충분한 수업시간

5. 학교에 대한 외부 지원

6. 성취에 대한 빈번한 모니터링

6. 학교단위의 강한 자율성

7. 협력적인 가정-학교 관계

학습공동체의 기반 조성
가치(values)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특정한
태도, 행동, 헌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머물고 싶은 교실 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 필요와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의도된 교육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별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방법들을 활용한다.
집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그리고
학생들과 협력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들이 내면화하기를 바라는 품성과 인격을 모델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촉진한다.
학생들의 발달을 알게 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공동체의 기반 조성
목표(goals)

달성해야 할 것,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들,
그리고 그를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








비전과 명료하게 연계된 목표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수(5개 이하)의 목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에 초점을 둔 목표
명료하고 측정 가능한 수행기준으로 진술된 목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목표
어떤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설계된 목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목표

학교혁신 과정의 관리
주의 집중

자연스러운 협력

• 반성과 검토
• 미션과 비전, 가치와 목표 환기

•
•
•
•

목적의 명료화
시간 제공
훈련과 지원
협동의지

3Cs

비전과 가치의 공유
• 반성적 대화
• 문화 몰입 환경 조성
• 문화적 의식과 의례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 학교교육계획
전문학습공동체 학교의 핵심은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초점에 두고 협동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운영 전략을 강구






교사들은 각자의 교과에서 최고의 사고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연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성취하게 될 특별한
지식, 기능, 성향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모든 관계자들이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개별교사, 교수진, 그리고 학교가 교실 수업에서의 결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과정은 계속적인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전문학습공동체 학교 정착
•
•
•
•

기반 형성(공유된 미션,비전,가치,목표)
학교 변화과정 관리(소통, 협동, 문화)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 학교교육계획
교직원의 역량 개발

학교

가정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
학교장 / 교사
학부모 / 학생
지역사회/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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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y의 변화와 혁신의 조건
1.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
2. 궁극적으로 혁신을 이용하게 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4. 자신의 일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하고, 변형하고, 반추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5. 무엇인가 보상이나 유인가가 있어야 한다.
6. 관련자 모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7. 관련자들과 참여자들이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
8. 변화를 결정적으로 이끌만한 리더십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한다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학습공동체 학교의 학교장
 전문학습공동체 학교의 교장은 규율이나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유된
비전과 가치를 통해 구성원을 이끈다.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한다.
 구성원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훈련, 기준 등을
제공해 준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행동보다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반대를 무력화한다.
 학교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결과 지향적이다.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학습공동체 학교의 교사
 교수보다는 학습을 강조한다.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한다.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평가 전략들을 개발한다.
 학교의 업무나 논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 대해 동료들과 협력한다.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늘 탐구하고 공부한다.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열성을 기울인다.
 학생들의 삶과 학교의 효과성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변혁지향적 리더를 지향한다.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학습공동체 학교의 학부모
 규범 1. 소통(communicating): 가정과 학교의 소통은 정규적이고,
쌍방향적이고,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 2. 육아(parenting): 자녀를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범 3. 학생 학습(student learning): 부모는 반드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규범 4. 자원봉사(volunteering): 학교는 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환영해야 하며, 그 후원과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규범 5. 의사결정(making decision): 학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규범 6. 지역사회 협력(collaborating with the community): 지역사회
자원은 학교와 가정,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www.themegallery.com

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