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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2. 제도적 어려움



0. 2040년은 그냥 오지 않는다

2040 : 교육사회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앎을 형성하고
일상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교사와 학생의 자율을
보장하는 교육 제도

주제몰입과 재능 발굴의 교육

교육은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1. 개인적 어려움

왜 봉사활동인가

: 나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니까
(청소년들의 관심의 확장)

우리 동아리 부원
학교의 다른 학생들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그 속의 문제들

EX) 캠페인 – 독특한 시각



1. 개인적 어려움

1) 학업과 병행 2) 의미의 상실

▶ 자발성/자율성 존중
- 학생이 처리할 일이 많음

▶ 봉사활동이 학업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개인이 균형

을 잡길 요구함

▶ 따라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실현하기 어려움

▶ 강제적인 봉사활동
(중학교, 시간 채워오기)

▶ 개인의 자발성 무시
- 특히 학교의 통제, 안전

▶ 개인이 의미를 부여할 수
도 없는 활동들 - 불성실



2. 제도적 어려움

학생

학교

청소년 수련원

봉사처



2. 제도적 어려움

봉사처수직적인 관계의 봉사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多

: 기관의 요구 사항이 학생과 다름
(서로 과하게 요구한다고 생각)
(학생 : 봉사하는 것을 벼슬처럼 생각, 민폐)
(봉사처 : 학생들을 통제, 활동을 제한)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연계를 끊어버림!
그러나 학생들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혹은 새로운 기관을 찾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



2. 제도적 어려움

청소년 수련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
EX) 한양 자원봉사 아카데미

: 성동 청소년 수련원과 한양대부속고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제공(전교생)
활동 준비 과정에 대한 조언, 봉사시간 제공

청소년 수련원의 리더 교육
1) 봉사활동 이전의 사전 교육

2) 반성을 조직하고 경험을 재해석할 기회를 제공



2. 제도적 어려움

학교

사회 기반 시설과 학생 사이의
가장 중요한 중개자
-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 특히 선택의 폭에 큰 영향
EX) 중학교 / 고등학교 : 다양한 봉사 동아리

주체적으로 선택 – 봉사활동의 질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1) 안전 문제, 사고, 외부와의 연결을 전적으로 X
이러면 그냥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림 - 현충원

2) 그저 길을 보여주는 것, 미숙한 면을 돕는 것 - 모금
3)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

(의무로 규정하는 대신, 시간과 같은 수치화된 것과 성과로
평가하는 대신, 과정과 노력에 대한 인정 - 프로젝트)



2. 제도적 어려움

왜 동아리인가?

적당히 자치적이고
적당히 통제할 수 있는

동아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가 학생들을 장악할 필요 없음
학생들의 자율성도 보존되는 제도

+ 가장 이상적인 촉진자는 동아리 선배
(의미 퇴색될 때마다 - 의미 부여)



3. 우리 학교 사례

① 교사의 활동
: 지도교사를 각 동아리마다 두고 세부특기에 기록
교사가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매우 자율적으로

② 학생의 활동
: 수십 개의 봉사 동아리 운영
원하는 동아리를 선택, 시간과 활동 모두 학생들이 결정하고 진행
모든 활동을 기록(일지, 사진 등)

③ 외부 기관의 활동
: 성동 청소년 수련원과 협약



THANK YOU 
FOR LISTENI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