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든 배움터가 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 디퍼러닝으로 기업가정신 깊이 더하기-

유쓰망고(YouthMango) 전략기획디렉터 허경진

2019. 11. 27. (수) 



행동하는 청소년들과
지지하는 어른들의 플랫폼
Youth Can Change the World

망설이지 말고, Go!



_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세상

vision

_
어디든 배움터가 되는 교육 생태계 조성

mission



Step 2
Deeper Learning

Step 1
Youth Changemaker

유쓰망고의 스텝

Step 3
Youth Activism



망고는 무슨 일 해?

학습자 중심 배움 확산

a. 체인지메이커 X 

자율 동아리
방과후 수업

교과 수업과 결합

기획봉사활동

진로수업
학교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자치회

넘나들며 배우기
학습자 중심 배움 활동 촉진



A. 학습자 중심 배움 확산

D. 지역별 생태계 구축

B. 경험 나눔 온/오프라인 플랫폼
a. 온 라 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b. 오 프 라 인.  연 2회 교육자/청소년 전국 모임

a. 체인지메이커 X 

a. 국내외 체인지메이커 교육 소식지, 망고레터 구독신청
http://bit.ly/MangoLetter

C. C. 사례 전파

a. 망고 T 프로젝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S809D3_tVHb8j4C6iCFY_3kN8YG239u3KZyjbsa3ZvakhA/viewform

망고는 무슨 일 해?

http://bit.ly/MangoLetter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S809D3_tVHb8j4C6iCFY_3kN8YG239u3KZyjbsa3Zvakh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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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넘치는 망고인들

김하늬

허경진

김인우





학교의 탄생



Z세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11/981209/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11/981209/


Z세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테드 딘터스미스
(Ted Dintersmith)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법

• 물리학, 영문학 전공

• 40년간 공공정책,

학습 개혁 활동

• 2012년 교육과

청년 창업 문제 집중 활동

• 40주 전미50개주 탐방

• 2016년 다큐 영화 제작

<Most Likely to Succeed>

• 2019년 <최고의 학교>



테드가 방문한 학교: 200개



디퍼 러닝 (Deeper Learning)

배움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한 분야를
더 깊이 있게(Deeper)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의 통칭

지식을 암기하는 얕은 수준의 배움에서 벗어나,
지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창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배움

‘배운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와 재미를 깨닫고
몰입할 수 있게 됨

Lifelong Learner



디퍼 러닝 허브

공교육 혁신을 위한 디퍼 러닝 무브먼트 ‘30년’
: 학교 네트워크,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재단, 인플루언서



학업에 대한 마인드셋 Academic Mindset
학교에 대한 소속감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극복할 수 있다.

협력 Collaboration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복잡한 문제 해결에필요한 정보들을찾고따져보며, 해결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Effective Communication
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표현할 수 있고, 건설적인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

배우는 법 익히기 Learning How to Learn
목표를세우고 배움의 과정을 디자인하며, 교사와또래의피드백을 통해 스스로점검할 수 있다.

학업 내용의 숙달 Mastery of Academic Content
지식을실제세상에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적용, 응용할 수 있다.

6가지 디퍼 러닝 역량



선택권

조직문화

연결

또래 간 배움을 장려하라 Encourage Peer-to-Peer Learning
누구나 가르칠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질문이쉬운 환경을만들어라.

학생들의 배움을 공개하라 Make Student Work Public
학생들이성취한것들을 축하하고 배움의 과정을 의미 있는 청중에게 공개하라.

배움의 과정에 집중하라 Focus on the Process of Learning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어떻게’ 배우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라.

현실 세계와 연결하라 Make Learning Relevant
학생들의삶에 연관 있는현실세계의 주제와 배움을 연결하라.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하라 Set Up Every Student for Success
모든학생들의잠재력을믿고, 그들 역시자신의잠재력을믿고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택권을 높여라 Increase Student Voice and Choice
학생들 그들의 생각을말하고 학교와 중요한 의사결정에끼어들 수 있도록 해라.

디퍼 러닝 6가지 핵심 요소



• 충분한 시간

• 목표 과제/도전 과제

내적동기

몰입

역량

• ‘나’ 와의 관련성

• ‘세상’과 연결성



‘배운다’는 건 뭘까?



다양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것

깨달음을
얻는것

아는것이
실생활에

활용되는것

앎과삶이
일치하는것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일

배움이란?



‘몰입한다’는 건 뭘까?



몰입

몰입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을 때

•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황

• 끝까지 파헤쳐 보는 행위를 했을 때

•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 마음이 맞는 누군가와 작당을 할 때

몰입 한 이후,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 온전히 내 것이 된 기분

• 성취감과 자신감 뿜뿜

•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됨

• 가능하겠다! 실현 될 수 있겠다!





1. ‘스스로 할 수 있는존재’
청소년에 대한믿음

2. 뭐든해볼수 있는장

3. 어른들의 역할변경

어디든 배움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스스로 만들고 알리는 청소년들



지구를 흔드는 청소년들

그레타툰베리
(스웨덴환경운동가, 16세)

말랄라 유사프자이
(역대최연소노벨평화상, 당시 17세)

소니타알리자데
(강제조혼풍습알린인권운동, 당시 17세)



유쓰망고유튜브 http://bit.ly/YouthMango 유쓰망고 블로그 http://bit.ly/Mango_story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스토리

http://bit.ly/YouthMango
http://bit.ly/Mango_story


한국에도 있어요! 이런 멋진 친구들



세상을바꾸는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봉사단을 만듬

멸종위기 새를
보호하기 위한 굿즈
판매, 교육, 연구를

하는 재단 설립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내 따돌림을 막는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함

10억 개의
나무를 심는
단체를 조직

음악(작곡, 작사)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커뮤니티 형성

문화 만들기



스티커 한 장이 바꾼 시민문화



이 분들의 공통점은?

v 나의 문제 의식을 사업으로 녹여냄.

v 내가 가진 문제의식을 지역을 기반해

서 해결하고자 함.

v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행동.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음

v 공동, 공유, 연대, 협업

My 
Voice

이들의 공통점은?

# 나의 문제=사회의 문제,
문제적상황에 공감도가높음

# 주저하지않는 행동

# 실패를 두려워하지않음

# 당당하게 나의목소리를냄



Q. ‘아직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청소년들의 현실은?

A. 부모세대(55.1%)가 자녀세대(33.3%)에 비해

‘그렇다’고답한 비율이높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1월 18일 조사]

Q. 자녀에게늘무엇을 하라고요구한다 A. 부모세대는 51.7%, 자녀세대가 57.1% 

‘그렇다’고답해 자녀세대의 과반이상이

부모의 요구를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어디든 배움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1. ‘스스로 할 수 있는존재’
청소년에 대한믿음

2. 뭐든 해볼수 있는 장

3. 어른들의 역할변경





Problem-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Phenomenon-based learning

Place-based learning

Personal Based Learning 

P. B. L



어떤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인생의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가장재미있는 작당은?



학원





넘나들며 배우기, 지역사회를 학교로!



넘나들며 배우기, 지역사회를 학교로!



Weak Ties

Strong Ties
돌봄, 자원제공

새로운 정보, 기회

ü 높은 학업 성취

ü 학업 중단률 내려감

ü 진로 조언이 가능한 어른

ü 사회적 자본 축적

- 크리스텐센(Christensen) 연구소

느슨한 연대(Weak Ties)의 중요성



다빈치 스쿨:

청소년 관련단체, 비영리단체, 기업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기반학교

메트스쿨:

어드바이저와 인턴십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관심사를
찾아가는프로젝트 기반학교

‘학교’와 ‘배움’에 대한 정의를 바꾸기





선생님이 없는 학교?



메트 스쿨, 빅픽처러닝 모델

• 1명어드바이저당 14-18명의 학생 그룹

• 4년 내내같은 어드바이저

• 4년 내내 인턴십 + 개인 프로젝트

• 졸업반때시니어 프로젝트

• 어드바이저, 멘토, 학부모, 학생과 함께 “학습 계획” 세우기

• 5가지 학업 성취목표에따라 개별화된교과과정 구성

• 인턴십활동을 하면서 개별프로젝트기획, 개발

어드바이저리(Advisory) 인턴십



High Tech High



# 빅뱅컨퍼런스

# 전세계메트스쿨
모임(공유회)

# 7월한국인 청소년
연사로초청

# 창덕여중박정빈,
전인고졸업 고두리



넘나들며 배우기가 가능한 한국교육 정책은?

v 마을놀이터, 놀이의 기적

v 자유학기제

v 마을교육공동체

v 진로지원센터, 직업 체험

v 사회적경제와 일 경험프로그램

V 고교학점제

V  그외

실제삶과얼마나
만나고 계신가요?



1. ‘스스로 할 수 있는존재’
청소년에 대한믿음

2. 뭐든해볼수 있는장

3. 어른들의 역할 변경

어디든 배움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학생들은 그들의 배움에 더욱 적극적이고, 

교사는 디자이너로서 디퍼 러닝을 가능케 하는,

학생과 교사 간의 새로운 러닝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10장. 디퍼 러닝을 위한 새로운 페다고지 (276p.)

퍼실리테이터(효과 크기 0.17)

- 문제 기반의 학습

- 시뮬레이션과 게임

- 개별화된 지침
- 웹 기반 수업

액티베이터 (효과 크기 0.72) : 

-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
-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

VS

출처: 존 해티(John Hattie), 2012, ‘Visible learning for teachers: Maximizing impact on learning’



“이 작업이 교사 주도의 프로젝트인지,
학생 스스로 설계한 프로젝트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 허경진 -

“이게 너의 작업인지,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작업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 엘리엇워셔 -



1. 기법이 무엇이었건 ’학생이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자!

2. 실생활(real-world)에 존재하는 일, 사람, 장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자!

3. 성찰의 단계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실행해 보자!

교육자분들께 제안합니다 !

이 땅에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새롭게 디자인 해 나갈 수 있도록

액티베이터가 되어주세요!



쉬는시간



실습 _ 체인지메이커 문제발견

체인지메이커 단계별 가이드 PPT 다운받기 http://bit.ly/CM_PT

http://bit.ly/CM_PT


체인지메이커의 4가지 역량

공감 협 업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내가 공감하는 문제로
나를, 교실을, 지역을 변화시키기



공감선 활동

공동체안에서 서로를알아갑니다.

알아도 모른척,

모르면모른척

해 주는센스

서로에게 신뢰쌓기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공감선 활동은

왜해요?



공감선 활동

V 비밀유지와발설금지

V 해결 과제는

공식적인발언장에서논의

커뮤니티지속성

원칙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어요!

Q1. 1교시가 지루했다.

Q4. 나는 어린시절, 부모님의잦은 다툼으로늘불안했다.

Q3. 내뱃속으로낳은아이라키우지만, 포기하고싶을 때가 있다.

Q2. 내가만나고 있는아이들, 도저히 이해할 수없을 때가 있다.

Q5. 내가 하고 있는 일은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항상 고민이다.



니들이 민주주의 교육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
-공감대화나누기-

공감 대화의 원칙

# ‘그래도 적어도 ~＇로 시작하는 말은 하지 않기

# 상대방의 감정에 함께해 주기

# 지금, 현재의 고민 나누기

공감 대화 나누기







Problem Solving

Problem Finding



문제 찾기

누군가가

해결했으면 하는

주변의 문제

공감에 기반한
문제찾기

내가

진짜 공감하는

나 or 주위의 문제

문제 찾기의 시작



Problem vs  Solve

문제적 관점 vs 해결적 관점



성교육제대로받을 순없나요?





우리의 시각으로,�문제점마구쏟아내기!

▪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내 봅시다.

▪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든지 상관 없습니다.

▪ (바로 적기가 어려우면 관찰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번째

이건아니잖아

불편해! 불쾌해!

부정적인 감정



비슷한 문제끼리 분류해 봅니다.

두번째
분류 기준을 주제어로 적어 봅시다.
세번째

#활동쏟아낸문제,유목화하기



기준1｜장소별

· 가정 / 학교 / 지역 / 글로벌
· 학교 안 vs. 학교 밖

기준2｜주제별

· 환경/학교 규칙/동물/성차별/쓰레기 등

기준3｜지속가능성

자원이 투입되면
바로 해결 되는 문제 장기적 해결과제VS

문제 분류 기준



교사들이겪고 있는

문제

이리도고된직장!
내 노동력은

어디서(어떻게)
보상받냐구!

아이들의책임감은
어떻게기르나요?

학부모들은
왜이렇게
극성스러울?

내가정년까지이일을
할수있을까?

꿀 먹은벙어리,
아이들입을어떻게
하면열게할까?

반응좀해라
이녀석들아!

(무기력한아이들)



Ø 넓게! 
사람중심으로넓게 보기

Ø 깊이! 
사건중심으로 깊이 보기

내가찾은문제,어떻게바라볼것인가?



(2)WHAT (가지는 욕구 N, 겪는 문제 P)
(3)WHY (이유, 근본 원인)

(1)WHO (이해관계자)
N 욕구

P 문제

N 욕구

P 문제

WHO WHAT WHY



(주제)
문제 이슈

(1)WHO (이해관계자)



(1)WHO (이해관계자)

효율적인 수행
평가 방법은
없을까?



과목쌤나

교장, 교감 학부모

모둠원

(1)WHO (이해관계자)

효율적인 수행
평가 방법은
없을까?



(1)WHO (이해관계자)

나

학부모

과목별
쌤

(2)WHAT (가지는 욕구 N, 겪는 문제 P)

N 욕구

P 문제

교장, 교감

모둠원 N 욕구

P 문제

효율적인
수행평가

방법은 없을까



(2)WHAT (가지는 욕구 N, 겪는 문제 P)
(3)WHY (이유, 근본 원인, 나만의 관점★)

(1)WHO (이해관계자)
N 욕구

P 문제

N 욕구

P 문제

나

모둠원

과목별
쌤

교장, 교감

학부모

효율적인
수행평가

방법은 없을까



내가찾은문제,어떻게바라볼것인가?

Ø 넓게! 
사람중심으로넓게 보기

Ø 깊이! 
사건 중심으로 깊이 보기



5 Why _문제가발생하는근본원인 (진짜문제) 찾기

1. WHY?

2. WHY?

3. WHY?

4. WHY?

5. WHY?

문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일차적인 현상) 
남는 교실을 방치하고 있다/ 급식기다리는 시간이아깝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



교실바닥이 지저분하다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함

담임 샘이 얘기를 안 함

학생들이 얘기를 안함

담임 샘이 묻지를 않음

왜 ?

5whys _잘못된 예시
Q. 왜 '동사'하는데? 왜 문제라고 생각해?

왜 ?

왜 ?

왜 ?

사람 중심으로
탓하기 시작하면

쳇바퀴!



5whys _올바른 예시
Q. 왜 '동사'하는데? 왜 문제라고 생각해?

교실바닥이 지저분하다

학생들이 물을 많이 흘린다

학생들이 물을 들고 이동을 많이 한다

교실 정수기 앞에 마실 공간이 없다

정수기가 교실 구석에 있다

사건 중심으로
발생한 원인
들여다보기

왜 ?

왜 ?

왜 ?

왜 ?



P.O.V 작성하기

USER + Need + Insight

문제

= Point of view

(관점서술문)
인사이트

WHO는 WHAT 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WHY하기 때문이다.



급식을 먹고 물을 먹기 위해 식수대를 사용하는 학생은
식수대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물을 마시고 헹굼질로 하여금음식물 쓰레기가 식수대에 남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친구는
분리수거 하는 행위에 그만한 가치를 못느끼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자주 자습하러 가는 친구는
도서관이 시끄러운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도서관 내에서 소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므로
학생들이 경각심이 없이 잡담을 나누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알리는 활동

우리는 이 활동을 공감캠페인 이라고 부를게요~



누구를 위한 해결책이었을까?

인도의 마하슈트라 먼곳에서식수 운반 마을에 우물개발

우물을 이용하지않는 주민 인도의 조혼풍습 노동아닌여가활동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가?

가치 있는

문제

우리 팀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진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자!

진 짜 문 제 인 가 ?
공감캠페인을 통해
크 로 스 체 크



에르디아토론디자인연구소

아쉬운 사례 – 해결책 강요, 문제상황이 담기지 않음 

 



에르디아토론디자인연구소

vs 

왜 묻고자 하는지? 
단순핚 반응 체크(x) 

캠페인 핵심 메시지! 
질문의 목적 확실하게(0)  



에르디아토론디자인연구소



에르디아토론디자인연구소



에르디아토론디자인연구소









공감 캠페인 (미션: 10명 이상) 

z
z
z Å Æ
z
z

safe zone 벗어나, 밖으로 go!
우리가 찾은 문제에 대한 공감지수 측정 (캠페인)



공감캠페인 성찰

공감받고,
두려움극복하기!

Q. 우리가찾은 문제에 대해
피드백은 어떠했나요?

Q. 새롭게알게된점이나
별도의 의견을 주셨나요?

Q. 새로운 문제를발견했을 때,
공감받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Q. 이 활동을 통해 내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해 보고싶은가요?







폭풍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발산의 규칙

판단 유보 질 보다 양 집단지성의 힘

문제찾기 할 때와같은형태로
아이디어쏟아내기, 유목화, 실천가능한 해결 방안정하기등활동하기



Prototype(프로토타입)에서의 Do and Don’t





SMART 목표 세우기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할 수 있는

‘전시’의 모습



전시, 발표, 공유의 힘



책임전략, 전시



학교밖의 현장에서이루어지는 전시 모습(다빈치 스쿨)



학교밖의 현장에서이루어지는 전시 모습(다빈치 스쿨)



학교밖의 현장에서이루어지는 전시 모습(다빈치 스쿨)



연극, 공연

패널 토론

갤러리

학생들에게 온전한 기획의 기회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프로젝트 내용
• 배움의 과정
• ‘나’와의 연관성

공유회 형태



청중의 위계 (Hierarchy of Audience)

공유회에 누가 오는가?

교사에게 숙제보여주기

부모님께보여주기

학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학교밖의 사람들(지역커뮤니티)에게 보여주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일반대중

자
기

동
기

와
참

여
도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할 수 있는
‘성찰(상담, 평가)’의 모습



₩

성찰하는 힘

보통 10분 성찰, 5분 Q&A
Academic Development (7 minutes)
- 어떤 배움이 가장 즐거웠나?
- 강점은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라)
-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가? (증거를 보여라)
-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Study Habits and Behavior (3 minutes)
- 공부 습관은?
- 교실에서의 태도과 참여 정도는?
- 공부 습관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SLC

Student-led
Conference

학생-학부모-교사 상담



Q. 1년간얼마나성장했는가?

- 학업적으로 나는성장한것같다. 왜냐하면~

- 사회적으로 나는성장한것같다. 왜냐하면~

- 감성적으로 나는성장한것같다. 왜냐하면~

Q. 1년간 교우관계나 인간 관계는얼마나성장했는가?

- 올해새롭게 생긴친구는~

- 올해 나를 가장지지해줬던친구는~. 왜냐하면~.

- 올해 가장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왜냐하면~.

스스로 성찰 질문을 만들게 해주세요

POL

Presentation 
of 
Learning 



스스로 성찰 질문을 만들게 해주세요

POL

Presentation 
of 
Learning 

Q. 성장하는 독서의 경험

- 올해읽은 책 중에 가장좋아하는것은 ~. 왜냐하면~.

- 너무 재밌어서 나도놀랐던새로운장르는 ~. 왜냐하면 ~.

- 올해 내가새롭게 기른독서 습관은 ~. 왜냐하면~.

Q. 또래친구에게 도움을받았거나 지지를받았던경험은?

Q. 올해 가장나에게 와닿았던프로젝트와 그 이유는?

Q. 올해 극복하려고노력했던점이나 더향상된점은?

Q. 내년에겪게될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목표를세운다면?

Q. 올해 가장좋았던기억은?

Q. 내년에올라올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망고포럼





Why?
다음 세대를 위한 학습자 중심 배움
사용자 중심 공간 혁신부터 개별 맞춤형 교육을 돕는 에듀테크의 접목까지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에 기반한 배움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학습자 중심 배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국 교사(Teachers) 네트워크 나무(Tree) 구축을 하려는 이유!

1. COMMUNITY
특정 교수법이나 개별 교과를 초월하는 교사(모임) 간 연대를 통해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1. CHALLENGE
교육 정책이 공교육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는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실험

1. EMPOWER
변화하는 일의 지형을 파악, 세상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배움을 디자인하도록 교사를 임파워



나무학교
(충남 교사 성장학교) 달리쌤

(광주 PBL 플래닛)
고래학교

PBL 연구회
구름학교

전남
학습자중심
교육연구회

국내 지역별 교사 모임 현황 및 니즈

…

“
우리 (20-30대) 교사들이 선배 교사들과 일부러

교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잣대를 내려

놓는 선배 교사들이 있다면 만나고 싶죠.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다른 지역 교사들의 PBL현황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는 방향이 맞는지,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받고 싶달까요.

“학교에만 있으면 우물 안 개굴이니까요.책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읽어요.



기존 교사 모임의 니즈:
- 다른 지역 교사들에 대한 궁금증
-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받고 싶은 욕구
- 역량 강화

유쓰망고가 줄 수 있는 것:
- 스토리 발굴
- 교사 모임들의 전국 모임
- 역량 강화(해외 연사 초대, 교사연수, 워크숍)
-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전국 교사 네트워크 형성



# 누가 오나요?
- 학생 중심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자 누구나

# 언제 하나요?
- 1월 14일 화요일

# 어디서 하나요?
-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2호점(서울숲점) 3층

# 뭘 하나요?
- 메트스쿨 경영기획디렉터 손(SONN) 강연회
- 전국 교사 간 네트워킹
- 서로서로 뽐내기

Mango Table(=Teacher=Tree)



1. 유쓰망고유튜브채널 (영상자료) http://bit.ly/YouthMango

2. 체인지메이커단계별가이드 PPT http://bit.ly/CM_PT --> 여기서모듈별 PT를전부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3. 카카오임팩트에서만든문제정의툴킷 https://100up.kakaoimpact.org/stories/4

4. '인턴십을통한학습' 모델을만든메트스쿨모델 https://blog.naver.com/youthmango/221637191902

5. 국내외청소년체인지메이커스토리 http://bit.ly/Mango_story

6. 한국교총사제동행온라인원격연수 http://bit.ly/CM_online

7. <디퍼러닝>번역서 http://bit.ly/Book_DeeperLearning

8. 국내외 학생 중심 배움 소식을 전하는 '망고레터’. 당장 구독!
http://bit.ly/MangoLetter

유쓰망고와 함께하는 방법

http://bit.ly/YouthMango
http://bit.ly/CM_PT
https://100up.kakaoimpact.org/stories/4
https://blog.naver.com/youthmango/221637191902
http://bit.ly/Mango_story
http://bit.ly/CM_online
http://bit.ly/Book_DeeperLearning
http://bit.ly/MangoLetter


함께 보면 유용한 도서





달콤한 안전지대,망고나무
어디에나 존재하는-



망설이지 말고,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