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학습 공동체 주제(자연탐구반)
공동체명칭: 자연인전문적학습공동체

문산북중학교
1. 운영목적
➀ 자연 탐구 활동을 통하여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낀다.
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료 교사간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➂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과 연계한 학습 동아리를 구상한다.

2. 동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적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교사간 나눔의 장이 부족하여 전문학습 공
동체를 통해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나누면서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들에게 자
연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일깨워줄수 있는 학습 동아리를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동아
리를 구상하였음

3. 활동사례
➀ 공동체 조직 및 회의
첫모임으로 공동체 구성원과 반갑게 인사하고 활동내용에 대해 토의하며 계획서를 수립
하였다.
➁ 벽초지 식물원 탐방
파주시 광탄에 위치한 벽초지 수목원은 수양버들과 능수버들이 시원하게 늘어선 연못을
중심으로 멋드러진 소나무와 교목들이 둘러싼 넓은 잔디광장을 가지고 있다. 넓은 수목원
을 돌아보면서 파주 지역의 주요 식생에 대해 탐구하였다.
➂ 아쿠아플라넷 탐방
일산에 새로 생긴 한화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하여 일상에서는 쉽게 접할수 없는 해양생태
계의 모습을 관찰하고 해양 생물 자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생태계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➃ 1인 1식물 가꾸기 (다육식물)
지친 학교생활 속에서 식물을 돌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가꾸는 방법의 지식을 얻으며 마음의 안정과 힐링의 기회를 가졌다.
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천연비누 만들어보기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봄으로서 자연재료의 사용을 알아보고 자연재료
의 우수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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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라진 점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해 잠깐의 공동체 활동도 시간을 내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연과 함께하
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나누는 교사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아져
감을 몸소 체험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면서 주변에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체험장을 많이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고 직접 방문한 곳의 우수성과 문제점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식물과 자연을 주제로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활동이 주어진다면 마음의 치유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를 만든다면 학교 공터를 이용한 텃밭일구
기반, 교사내 나무나 꽃을 가꾸는 학교정원관리반, 학교주변 자연생태 탐사반등 자연을 주제
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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