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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론에 기반 한 긍정탐색(appreciative inquiry)프로세스 

재구조화 : 지속가능한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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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탐색은 기존 학교 조직에 구성원들의 항을 최소화 하여 용할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는 
정탐색 로그램을 도입하기에 하다. 그러나 정탐색법이 지속가능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
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용할 수 있도록 4D 로세스를 재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이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로세스의 체성, 연동성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핵심 활동 로세스를 심으로 하는 7단계
의 학습자 핵심학습활동 심의 로세스를 제안하 다. 주제선정, 성공 스토리 탐색을 한 인터뷰하기, 성공 스토리 분석 
 핵심가치 도출, 조직의 미래모습 도출, 조직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하여 공유하기, 이상 인 미래조직 설계하기, 실 하기가 

그것이다. 제안한 로세스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교수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장에 용
하여 그 결과를 검하고, 지속 인 문헌 연구와 문가 검토를 통해 제안한 학습자 핵심활동 심의 정탐색 로세스에 

해서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ppreciative inquiry is applicable to schools to minimize the resistance of the members, and the subject
of the school community Forming is suitable for the introduction of an AI program. But to become a way for a 
sustainable school community we must reconstruct the 4D modes of appreciative inquiry that the members can be
applied as need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ocess of seven steps core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systems 
theory. Seven steps are selecting a theme, interviewing for finding success story, analyzing an organization's success
stories and deriving the core values, deriving future of the organization, sharing future of the organization, designing 
the ideal future of the organization consist of a practice. Since the proposed seven steps process is based on the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apply follow-up study is to verify the result, and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for process
improvement i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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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 까지 우리 교육 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정부나 문가가 처방했던 방법은 그러한 표면  문

제가 발상한 근본  문제를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사교육,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한국 교육의 문제 이 불거질 때 마다 국

가는 이를 극복하기 한 교육 개 을 시도하고,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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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마다 문제 에 한 진단과 처방들을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 은 한국교육문제를 오히

려 심화시킨다는 지 을 받고 있으며 문가들의 숱한 

진단과 처방에도 교육문제는 여 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의 근법은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

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용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

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인식할 필요
가 없는 상에 해서도 문제 심의 근법과 비  

사고를 일반 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게 문제 

심의 사고에 익숙해질수록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게 되며, 과거와 재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을 기억하거나 문제 상황을 상기시키는 말을 반복하면서 

모든 사안을 부정 으로 보는 태도를 갖게 된다. 
문제 심의 해결법의 부정 인 측면을 발견하고 

정  경험을 심으로 한 탐색으로 조직을 개선할 수 있

다는 주장은 1986년 Cooperrider의 연구[1]에 의해 정
탐색(appreciative inquiry: AI)법으로 구체화되었다. 
Cooperrider의 정탐색법은 조직이 최고 성과를 거두었
을 때, 그 성공요소에 한 탐색을 통해 성공요소를 스토
리화 하고 미래의 정 인 이미지를 공유하게 하는 방

식을 통해 새로운 조직개발  변화 리를 실 하는 철

학과 방법론이다[1, 2, 3]. 
정탐색은 그동안 기업에서 개인과 조직의 변화 

신의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학교 맥락에서 활용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경험
에 을 둔 연구[4], 교실을 상으로 한 정탐색 
로그램 실행 연구[5],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리더십 증
진 등의 성공 인 사례를 이끌어 낸 연구[6, 7, 8]등 교
사와 학생을 상으로 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 탐색은 교실과 학교라는 조직을 변화

시키는 조직개발과 변화 리의 로그램으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공동체를 형성하기 한 학교 조

직의 체 인 변화 리를 한 방법으로 로세스 기반

의 정탐색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해 첫째,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교육 로세스와 련한 부분을 고

찰한다. 둘째, 정 탐색법과 정 탐색의 과정을 고찰한
다. 셋째, 시스템 이론에 기반 하여 정 탐색 로세스
를 재구조화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교수를 포함한 

교육공학 박사와 박사  연구자 3인의 구성원검토
(Member Checking)를 실시하 다.
문헌문석은 정탐색(Appreciative inquiry),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 학습 로세스(Learning process) 
등을 키워드로 국내외 학술 DB 로그램 등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분석하 다. 문헌 분석의 목 은 첫째, 정탐

색의 핵심가치, 핵심활동 로세스, 지원요소 등을 분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둘째, 정 탐색 과정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 이론과 학습 로세스 리엔지

니어링의 사례와 방법을 고찰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구성원 검토는 교육공학 공의 박사  박사과정 수

료생 3인에 의해 5회 이상 직  면담을 통해 실시되었

다. 검토 내용은 문헌분석의 결과에 한 검토와 문헌분
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정탐색 

로세스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정 탐색의 핵심가치에 한 동의 후 이를 

구 하는 로세스를 각자 제안하고 이를 교차 검증하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3. 교육적 맥락에서의 시스템 이론

독일 생물학자 Bertalanffy는 1930년 에 생물 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주의(physicalism)에 한계
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새로운 근법으로 일반시스템

이론을 제창하 다[9, 10, 11, 12]. 
시스템 이론을 교육 로그램에 용한 기 연구로는 

한 시간의 수업이나 한 학기의 수업 등 인간의 학습활동

을 인간학습활동 시스템(Human Activity System)으로 
보고 시스템 이론을 용하고 있는 Banathy의 연구[13, 
14]가 표 이며, 이후 박수홍[15, 16]은 Banathy 시스
템  근과 Shank의 학습역량으로서의 로세스[17, 
18], Hammer의 가치증폭과정의 개념[19]을 더하여 교
육 로그램을 로세스 심으로 재구조화(learning process 
reengineering)하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로세스 심의 교육 로그램의 재구조화의 일환으

로 일반 시스템 이론의 기본 가정을 교육  맥락에서 분

석한 선행연구에 따라 로세스의 체성, 하 요소의 

연동성, 학습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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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습 프로세스의 전체성

Banathy는 인간학습활동 시스템(Human Activity System)
의 각 단계가 유기  계를 가지는 로세스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특성을 체성이라고 
하 다. 시스템으로서의 학습활동은 특정한 목 을 달성

하기 한 인간 활동이며 그것의 체계  변환과정으로 

로세스를 포함한다. 한 로세스는 3단계의 하  요

소를 가지는 데  입력 로세스(input process), 변환 로
세스(transformation process),산출 로세스(output process)
가 그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입력 로세스는 학

습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수업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마련하여 다음 단계인 변환 로세스

에 입력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변환 로세
스는 효과 인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입력된 자원을 변환

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수업활동의 목 을 달성하

기 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산출물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산출 로세스 단계에서는 산출물에 한 평

가와 질 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다시 체 로세스

에 환원된다.

3.2 학습 프로세스의 연동성

학습 로세스는 복잡한 일련의 요인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그 과정은 서로 유기 인 계

를 가진다. 단순한 기술은 일련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으
며 각 단계를 연습할 수 있어서 실행하는 데 고차원 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무의식 으로 일상화된다. 그러
나 학습 로세스는 하  로세스들 간에 서로 향을 

주고받는 유기  계를 가진다. 즉, 이 의 활동 결과가 

다음 단계의 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Feedforward), 
뒤 단계에서 앞 단계로 향을 미치는(Feedback) 것이
다. 연동성(alignment)은 이 게 학습 로세스의 각 구

성단계가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련성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3.3 팀 학습

마지막으로  학습(team learning)은 복잡하고도 어
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학습자들이 을 이루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학습은 개인 수 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학습자들은  학습을 효과 으로 실

행하고 평가, 리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길러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긍정탐색 

정탐색의 권 자인 Cooperrider는 본인의 서에서 
정탐색이란 사람과 조직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 

내에 존재하는 정 인 요소를 찾아 그것을 발 시킴으

로서 개인과 조직을 발 시키는 개인과 조직개발의 원리

이자 방법론[3]이라고 정의하 다.
그에 따르면 정탐색이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통 인 조직개발 기법에서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

히 다르다. 통 인 조직개발은 조직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제 로 해결되면 문제없이 돌아가는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분 문제에 을 두

어 원인을 분석한 후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근하고 있다. 
반면, 정탐색 기반의 정 조직개발 기법은 조직을 

살아 움직이는 계의 연결로 보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

지 않은 정 인 요소들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놀라

운 가능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이 이미 
갖고 있는 정요소들을 발견하기 해 과거의 성공 인 

경험과 성공에 가치를 부여하고 조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에 한 질문과 상상, 신을 통해 정 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20]. 조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은 다음 Fig.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aradigm 1: 
Traditional OD 

Assumption

Paradigm 2: 
Appreciative Inquiry 

Assumption
Organizing is a Problem to 

be Solved
Organizing is a Mystery to 

be Embraced

‘Felt Need’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Appreciating 
‘Valuing the Best of What 

is’
↓ ↓

Analysis of Causes Envisioning
What might be

↓ ↓

Analysis of Possible
Solutions

Dialoguing
What should be

↓ ↓

Analysis of Possible
Solutions

Innovating
What will be

Fig. 1. Tow different processes for organizing chan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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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긍정탐색 프로세스

기존 연구에서 정탐색을 한 과정으로 제안되는 

것은 4-D 혹은 5-D로 불리는 4~5단계의 활동이다. 두 
과정은 화의 심이 될 정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을 하나의 단계로 인정 하는가 그 지 않은가에 따

라 4단계 는 5단계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정주제 선정을 1단계로 포함하여, 4D로 이어지는 정
탐색의 단계별 주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4.1.1 긍정주제 선정 (Define)

이 단계는 로젝트의 목 과 조직의 략  변화에 

맞추어 정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다. 여기서 선정되는 
정주제는 조직의 특성에 맞고, 체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느껴지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따라
서 재 조직이 갖고 있는 구체 인 이슈에서 출발해 목

을 확 하여 정 주제를 선정하거나, 구성원들이 자
유롭게 이야기를 나 다가 자율 으로 도출한 내용 에

서 정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다. 

4.1.2 발굴하기 (Discovery)

발굴하기 단계는 그 조직의 과거 는 재에서 가장 

좋은 것, 조직이 가진 탁월한 힘을 경험한 사례, 조직의 
생명력의 근원에 한 탐색을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 속에서 공유되는 최상

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
직이 재와 과거에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정역량 즉, 핵심 정요소를 발
굴할 수 있다.

4.1.3 꿈꾸기(Dream)

꿈꾸기 단계의 목 은 발견하기 단계에서 발굴한 

정 인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
성원들이 꿈 화(Dream dialogue)를 통해 5~2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며 강 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상 인 조직의 미래 모습에 해 자유롭게 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야기 결과 도출된 미래의 이미지는 그림,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등의 창의 인 방식으로 표 하여 

체 구성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4.1.4 디자인하기(Design)

디자인하기는 꿈꾸기 단계에서 상상했던 미래 이미지 

속의 이상 인 조직을 만들기 해 구체 으로 조직의 

구성요소들을 설계하는 것이 목 이다. 꿈꾸기 단계에서 
생성된 공유된 담화가 조직 내외부 이해 계자들과 공개 

토론을 통해 핵심태마에 한 심도 있는 이야기 후 조직

의 디자인 요소별로 이상 인 조직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도 선언문(Provocative proposition)을 작성해야 한다. 
도 선언문은 조직과 구성원들이 바라는 가능성을 지원

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 이고 담하게 표 되어야 한

다. 더불어 과거와 재의 핵심 정요소와 이상 인 미

래 조직의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한다.

4.1.5 실현하기(Destiny)

미래에 한 새로운 이미지를 실 하고 공유된 목

과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단계다. 실 하기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도 선언문을 재 조직과 일치

시키기 해 구체 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 하게 

된다.
이 단계의 이름이 달(Delivery)이 아니라 운명(Destiny)

이 된 것은 이 단계의 실행이 일방 인 해결방안의 달

이나 과제실행과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는 단순한 실행 방

식을 넘어선 것임을 강조하기 해서라고 한다. 즉, 구성
원들이 자기가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깨닫

는 변화가 자기 조직화와 변  과정을 통해 조직문화

로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강한 실행력을 강조

한 것이다. 
지 까지 살펴 본 정탐색의 과정은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 4D process of Appreciative Inquiry [20]

5. 긍정탐색 프로세스의 재구조화

정탐색의 과정  진행 과정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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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 연구 결과에서도 Cooperrider의 기 제안에
서 제시하고 있는 4D 는 5D의 과정에서 크게 바 지 

않은 채 지 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4D라고 
부르고 있는 의 과정은 교육 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활동 로세스  학습 환경에 한 설계가 제시되

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교육 로그램으로 좀 더 폭넓게 활

용되기 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을 기반으로 교

육 로그램의 재구조화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때 주요 
기 은 술한 바와 같이 로세스의 체성, 입력-변환-
산출의 하 요소와 각 하 요소의 연동성, 그리고 학습
자 심의  학습이다.

5.1 프로세스의 전체성과 연동성

시스템  에서 보았을 때 교육 로그램은 각 단

계가 유기  계를 가지는 로세스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이 하  체제를 가지듯 교육 로그램도 여

러 단계의 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 학습 로세스의 
하  구조는 술한 바와 같이 입력, 변환, 산출 로세
스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정 탐색 로세스 역시 입력 로세스에서의  비

활동, 변환 로세스로서 정탐색 로세스, 변환 로
세스로서의 성찰 활동이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간 단계인 정 탐색 로세스는 다시 7~6단계로 구성
된 학습자 핵심활동 로세스로 구성된다. 여기서 각 
로세스는 이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의 활동에 입

력 로세스로 연동되는 특징을 가지도록 재구성 하

다. 
기존의 4D 로세스에서 학습활동의 논리  흐름상 

빠져 있거나 한 단계에서 여러 단계의 학습활동이 진행

되었던 부분을 학습자 활동을 기 으로 나 었으며, 따
라서 각 로세스의 이름도 학습자 핵심활동 명으로 이

름 붙 다. 로세스의 구성과정에서 가장 주안 을 둔 

것은 각 단계별 활동의 산출이 다음 단계의 활동에 직

으로 활용되어 로세스로써 연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2 팀 학습 프로세스

학습 로세스는 자기주도  학습자들로 구성된 워

크이므로 여기서 교수자 혹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로세스 기반 학습을 조력하는 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

다. 학습자의 활동은 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교수자는  내 활동,  간 활동을 히 설계하

여 로세스별 학습자 핵심활동을 제안하게 된다. 
그런데 정탐구의 4D의 학습단계는 간결하고 기억

하기 좋은 장 이 있으나 학습자의 핵심활동을 포 하는 

추상 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 단계에서 학습자가 

어떤 학습활동을 하는지를 구체 으로 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구성된 학습 로그램의 로세스는 학습자

의 핵심 활동 명을 심으로 기술하여 학습자들이 각 단

계의 활동을 측하고 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 다. Cooperrider는 정탐색 로그램이 이후 조
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 으로 용되어 조직에서 확

 용되는 것을 자주 언 하 는데, 그 경우 교육 문
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탐색 로세스를 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며 그것

은 학습자의 핵심활동을 로세스의 심에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한 학습 로세스의 투입과 산출 로세스는 간 

학습활동 는 체 학습활동으로 변환 로세스는 내 

학습모델을 도입하여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극 화 하

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체 학습자에게 공유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결과를 성찰하고 풍부한 자

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5.3 학습자 핵심활동 중심의 긍정탐색 프로세스

학습자 핵심활동을 심으로 재구성한 정 탐색 

로세스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단계인 정 주

제 선정은 학습자가 직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7~6단계로 유동 이다. 학습자 
핵심활동 심의 정탐색 로세스는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주제 선정이다. 이는 이후 진행될 로세스

가 나아갈 방향과 다음 단계의 인터뷰에서 탐구할 주제

를 선정하는 작업이다. 정 주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
직이 나아가길 바라는 방향으로 선정하되 무 포 이

지 않도록 구체화하여 표 해야 한다.
다음은 조직 내 성공 스토리 탐색 단계다.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해 비 단계에서는 이  단

계에서 선정된 주제를 거로 인터뷰 상과 방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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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인터뷰 문항을 개발하는 등 비 단계가 필요하

다. 그리고 인터뷰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 결과 공유
는 체 학습자를 상으로 결과 발표를 하거나 온라인 

게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process Input transformation output

core-
activity

selecting a theme

Selected topics
Interviews plan

Interviewing for finding 
success story

Organize 
interviews and 

Share

Organize 
interviews and 

Share

Analyzing an 
organization's success 

stories and deriving the 
core values

Organize , and 
share the core 

values

share the core 
values

Deriving future of the 
organization

Various opinions 
on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

Various opinions 
on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

Sharing future of the 
organization

Expressed in the 
stories , pictures, 

videos, etc.

Sharing future of 
the organization

Designing the ideal 
future of the 
organization

Provocative 
proposition

Provocative 
proposition Practice reflection

learning 
condition

lesson
inter-team intra team inter-team

Table 1. Seven steps core learning activities of AI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성공 스토리를 탐색하고 공유

하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

긴 핵심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인터뷰 내용 
속에서 요한 들을 찾아 정리하여 차트나 그림으로 

표 하며 그 게 정리한 내용을 체 학습자들에게 발표

하면서 마무리 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발표했던 스토리에 담긴 핵심 가

치를 기반으로 조직의 미래모습을 도출하는 단계다. 여
기서는 발산  화를 통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바를 자

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다음 단계인 조직의 미래 모습 

구체화 하여 공유하기 단계에서  활동을 통해 공동의 

의견으로 수렴되고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 단계의 산출
물은 그림이나 이야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상  미래 조직 설계하기 단계는 조직의 

무엇을 가 어떻게 하여 실 할 것인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이를 해 가능한 조직의 많은 인원들
이 참여하여 공개 토론을 실시하는데, 그 토론을 통해 조
직의 이상 인 조직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도 선언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마지막 실 하기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만든 도

선언문을 실 하기 해 구체 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 하고 평가, 성찰하여 체 로세스  조직의 
이상  미래 모습의 실 을 한 새로운 실행 계획을 

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6. 결론 및 제언

정탐색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으로 기존 학교 조직에서의 항이 은 방법으

로 도입이 용이하며, 로그램 내부에서 확산의 기제를 

제안하고 있어 학교문화 형성에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학교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는 학교가 

추구하는 본원 인 가치로 구성원들의 성공경험을 탐색

하는 정탐색 로그램을 도입하기에 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정탐색법이 지속가능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외부 문가에 의

한 일시  교육 로그램의 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쉽게 용할 수 있도록 

정탐색의 4D 로세스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로그램을 하나의 체제로 

보는 시스템 이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로세스의 체

성, 연동성에 기반 하여 학습자의 핵심 활동 로세스를 

심으로 하는 7단계의 학습자 핵심학습활동 심의 
로세스를 제안하 다.  
제안한 로세스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교수 

포함 교육공학 문가 3인의 구성원검토를 거쳤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제안한 스토리 창작 활동 모형을 기반

으로 교수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장에 용하여 그 결

과를 검 해야 할 것이다. 한 지속 인 문헌 연구와 

문가 검토를 통해 제안한 학습자 핵심활동 심의 정

탐색 로세스에 해서도 지속 으로 탐색하고 수정 보

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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