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3일 05시 42분



2
3
3
3
3
3
3
3

목차목차

목차

정의
평생학습이란?
자기 주도적 학습
교육과 학습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자기 주도적 학습

평생학습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개인이 스스로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 본인이 학습의 주도

권을 가지는 것이며, 평생학습의 제일의 본질입니다.

교육과 학습

교육은 학습의 일부이며, 국가(학교), 정당, 교회 등의 기관에 의해 관리 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제도 안에서 관리되는 학

습. 즉,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군민 모두가 늘 배움을 실천하는 도시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교육, 문화교육, 청소년 교육 등 지역 내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학습공동체를 뜻합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새마을운동

지역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 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

킴으로써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역 사회교육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1.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배움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목포, 무안, 신안 지역

을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한다.

2. 학습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군민 개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를 개발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과 지식을 터득하여 삶

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3. 평생학습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모태이며, 함께 살아가는 군민의 자양분이다. 군민들은 평생학습의 주체로 개인과 사회의 번영 그리

고 공동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4. 평생학습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겸손한 교육자가 되며, 때로는 마음이 따뜻한 학습 자원봉사자가 되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평생학습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평생교육 > 평생학습이란? > 정의

평생학습이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 학교 교육이나 기업 내 교육 이외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 교육으로

서의 학습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정의

(http://www.muan.go.kr)

/www/education
/www/education/lifelong_learning
/www/education/lifelong_learning/define


5. 무안반도 3개 시‧군은 수요자 중심의 학습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시설과 상호협력을 토대로 모든 군민들에게 균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여 평생학습이 개인의 삶에도 보람을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6. 평생학습도시 건설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실로 필요한 일이라 믿으며, 아울러 우리가 꿈꾸는 예술과 문

화가 어우러진 레저‧관광도시‧국제 물류 및 교육중심 도시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 아래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이 공동으로 평생학습

도시임을 선포하며, 배우는 기쁨과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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