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학습 공동체 주제 (역사 탐방)
공동체명칭: 역사탐방전문적학습공동체

문산북중학교

1. 운영 목적
가. 역사 탐방 활동을 통하여 국가 및 물품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나.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료 교사간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과 연계한 학습 동아리를 구상한다.

2. 활동 내용
가. 매월 1회 주기적인 학습 공동체 활동을 실시한다.
나. 학기별 1회 정도 역사 현장을 탐방하고 각자의 소감을 교류한다.
다. 활동 내용은 활동 보고서에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결과물을 만든다.

3. 활동 인원
8명 – 김○○, 안○○, 정○○, 김○○, 이○○, 김○○, 차○○, 김○○

3. 활동 결과
가. 1차 활동 – 공동체 조직 및 회의
우리나라 및 전세계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를 학
교 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함.
나. 2차 활동 – 한국의 근현대사 탐방
활동 장소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날짜

2014. 5. 15. ( 목 )

1.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견학
활
동
내
용

1)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은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생활상을 고스란히
모아놓은 곳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의 일상적 물건들을 견
학하며 그 시대의 사회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2) 전쟁과 배고픔의 시절을 간접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기의 역
사와 생활사를 통해 회고하며 지금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
가야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활
동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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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활동 – 도자기의 역사 탐방 및 체험
활동 장소

옹기 박물관, 도자기 공방

날짜

2014. 10. 31. ( 금 )

1. 옹기 박물관 견학
1) 한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옹기를 견학하며 지방별로 그 형태를 달리
하는 옹기의 모습을 통해 지방별 특색을 살펴보았다.
2) 옹기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나라 옹기의 우수함에 대
활
동

해 알게 되었고,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2. 도자기 체험

내

1) 물레 체험 : 물레돌리기 기법은 도자기를 빚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

용

가는 물레위에 흙을 올리고, 손의 모양과 힘 조절을 통해 다양한 그릇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2) 도자기 핸드 페인팅 체험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컵이나 접시에 어떻게
무늬가 들어가게 되는지 직접 페인팅 해보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감성,
창의력, 집중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활
동
사
진

4.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옹기 박물관은 파주 헤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박
물관, 임진각, 이이 유적지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파주) 안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 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장소들을 견학하고 체험
하면서 멀지 않은 우리 주변에 역사가 숨쉬고 있음을 알았고, 이를 직접 견학하고 체험하며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도에 이를 반
영하여 학급별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동아리를 조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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