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렉션 시리즈 파일

사람 학생 초,중,고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앨범) / 외부(슈타이너, 자유학교) 2009~2015

교사 마을교사, 특수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앨범) 2009~2015

일꾼 농장 일꾼(장애, 비장애) 2010~2015

활동 시작 시작모임, 첫 공부모임, 사무실 마련 2009

수업 초중고 텃밭, 어울림, 목공, 풍물, 방학, 인턴쉽 2009~2015

자립 꿈뜰농장, 모종장, 거리축제 2010~2015

연결 일손나눔, 허브데이, 마을발표회, 직업교육박람회, 장애와 농업, 강의와 발표 2010~2015

모임 공부모임, 교사회의, 운영위원회의, 부모교사전체모임 2009~2015

컬렉션 시리즈 사진

꿈이자라는뜰 발자쥐 시작모임, 첫 공부모임, 개소식, 공간 마련, 더 오래된 이야기 시작

꿈이자라는뜰 일꾼 연도별 활동내용_교사(마을교사, 특수교사), 농장 일꾼 (장애, 비장애) 일꾼, 교사

열 손가락 아이들 꿈이자라는뜰 아이들, 너머 아이들(슈타이너, 자유학교 등) 학생

꿈이자라는뜰 활동 초중고 텃밭, 어울림, 목공, 풍물, 방학, 인턴쉽 수업

자립의 꿈 꿈뜰농장, 모종장, 거리축제 자립

교류 일손나눔, 허브데이, 직업교육박람회, 마을발표회, 장애와 농업, 강의와 발표,  
교과연구회

연결

꿈이자라는뜰 조직운영 공부모임, 교사회의, 운영위원회의, 부모교사전체모임 모임

꿈이자라는뜰 자료 텃밭일지 농사달력, 홍성직업교육연구회 꿈뜰연구 자료, 감사편지, 회계자료 -

* 초록색: 사진정리체계에 없는 파일 
* 붉은색: 사진정리체계에만 있는 파일 

꿈이자라는뜰 기록 분류 체계 
작성_2015.9.11 업데이트, 박신자 초안, 홍화숙 도움, 보루 정리

꿈이자라는뜰 사진정리체계 
작성_2015.7.23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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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사진)-시리즈-파일 체크리스트

체크 컬렉션 사진 시리즈 파일 비고

꿈이자라는뜰 
발자쥐 시작 시작모임

교육과정 준비 회의록 / 장애인 마을 준비를 위한 작
은 그림 / MOU문서

첫 공부모임 공부모임 일정, 안내문, 외지견학내용

개소식

공간마련 풀무학교 하우스 / 꿈뜰농장 / 고요밭

더 오래된 이야기 관계자 인터뷰 홍화숙선생님

꿈이자라는뜰 
일꾼

일꾼, 
교사

특수교사 초중고 특수교사(연도별 파일)

마을 주민교사 마을 주민교사(연도별 파일)

농장 일꾼 장애 / 비장애 농장일꾼 명단

열 손가락 
아이들 학생 꿈이자라는뜰 아이들 초중고등학생 (연도별로 파일)

너머 아이들 방문자 목록(슈타이너학교, 자유학교)과 활동내용

꿈이자라는뜰 
활동 수업 초중고 텃밭 수업계획서(연도별)

어울림 수업계획서(연도별)

목공 -

풍물 수업계획서(연도별)

방학 여름방학 / 겨울방학 수업계획서(연도별)

인턴쉽 연도별 인턴쉽 활동

자립의 꿈 자립 꿈뜰농장

모종장

거리축제

교류 연결 홍동 지역 내 교류 일손나눔, 씨앗나눔, 후원자 목록(연도별) / 허브데
이 / 마을발표회(연도별)

홍동 지역 외 교류 직업교육박람회, 장애와 농업, 강의와 발표, 교과연구
회

꿈이자라는뜰 
조직운영

모임 회의와 모임 교사회의 / 운영위원회의 / 부모교사 전체모임

연수 교사연수 일정과 내용(연도별)

꿈이자라는뜰 
자료 발간 자료 텃밭일지 농사달력(2014/2015) / 홍성직업교육연

구회 발간자료(연도별)

월간, 연간 자료
매년 활동내역과 감사편지(연도별 파일) / 매월 회계
자료(연도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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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술서: 교사회의

인덱스 키워드 한글 교사회의

영어 Teacher's Meeting

보관위치: 참조코드: 

파일ID

제목 교사회의

날짜 2011.1.2 ~ 2015.6.9

생산자 보루

파일내용

파일소개

매월마다 교사회의 문서와 수업일정 문서 각 1부로 구성 
교사회의 문서에는 지난달 교육과정 평가, 학생들 관찰이야기, 다음달 일정과 활동내용 논의, 
기타 알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일정 문서에는 지난 달 진행하였던 수업일정과 다음 
달 진행 예정인 수업일정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아이템 목록

2011(1.2 / 3.9 / 3.30 / 4.27 / 6.1 / 6.29 / 7.27 / 8.30 / 10.7 / 10.26) 
2013(3.26 / 4.30 / 5.28 / 6.25 / 9.13 / 11.26 / 2014.1.7) 
2014(3.20 / 7.24 / 9.23 / 11.25) 
2015(5.12 / 6.9)

파일활용

자료의 
활용도

- 꿈이자라는뜰 농사수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해 활동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특이사항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특이사항
교사회의 문서는 미리 준비된 인쇄물에 수기로 덧붙여서 작성되어 있거나, 수기작성본을 컴퓨
터로 문서작업을 한 인쇄본이 있다.

기술정보

아카이빙 이력 2015 마을기록가 양성과정(밝맑도서관)

기술날짜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아키비스트 꿈이자라는뜰 보루(최문철)

파일에 대한 내러티브 기술 
꿈이자라는뜰 교사회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마을 주민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지난 달 / 다음 달 수업활동과 학
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방과후 교사와 학교 교사는 이러한 논의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지 않는
다. 아울러 초중고 교사가 한자리에서 모임을 가지고, 학생의 12년을 공유하는 경우 역시 흖치 않다.) 교사들은 이 시간을 통
해 수업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수업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기회를 삼는다.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기본
적인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관찰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어려움과 가능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수업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깊어지는 경험을 하며, 교사로서 한걸음씩 성
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교사교체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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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기술서: 회의와 모임

인덱스
키워드

한글 교사회의, 운영위원회의, 전체모임

영어 Teacher's Meeting, Staff Meeting, Whole Meeting

보관위치: 참조코드: 

시리즈ID

제목 회의와 모임

소개 꿈이자라는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교육활동을 관장하는 교사회의와 
살림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의, 일년에 두번씩 진행하는 전체모임에 대한 문서

날짜 2009.1.2 ~ 2015.6.9

생산자 보루

기술정보

아카이빙 이력 2015 마을기록가 양성과정(밝맑도서관)

기술날짜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아키비스트 꿈이자라는뜰 보루(최문철)

파일 1: 교사회의 
파일 2: 운영위원회의 
파일 3: 부모교사 전체모임

파일 1: 교사회의 
파일 2: 운영위원회의 
파일 3: 부모교사 전체모임

시리즈에 대한 내러티브 기술 

꿈이자라는뜰이 어떤 방식으로 다달의 활동, 매년의 활동의 방식과 내용을 조정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꿈이자라는뜰은 특수교사, 마을 주민교사, 부모, 학생등 다양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 조직이다. 다양한 사람들
의 다양한 의견, 요구들이 어떻게 조정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참여한 사람들과 활동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초기에는 교사회의와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2010년 이후 교육 활동과 살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분리되
어야 한다는 의견에 2011년부터 두 회의를 분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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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기술서: 꿈이자라는뜰 조직운영

인덱스 키워드 한글

영어

보관위치: 참조코드: 

컬렉션ID

제목 꿈이자라는뜰 조직운영

날짜 2009. ~ 2015. . 

생산자 보루

컬렉셕 
내용

컬렉션소개
꿈이자라는뜰의 교육 활동과 살림 내용, 교사 연수 내용이 들어있따.  

시리즈 목록
시리즈1: 회의와 모임 
시리즈2: 연수

컬렉션 
활용

자료의 
활용도

꿈이자라는뜰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다듬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양성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이사항

기술정보

아카이빙 이력 2015 마을기록가 양성과정(밝맑도서관)

기술날짜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아키비스트 꿈이자라는뜰 보루(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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