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CfE 논리 가지(Logic Branch)를 이용한

자녀교육 워크샵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09:30 ~ 12:30

장 소 :   포레스트 구구,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5

(안국역 1번 출구, 도보 4~5분)

대 상 :  학부모, 초중등 및 유치원 교사, 교육 관계자, 상담/코칭 전문가,

명확한 사고에 관심이 있는 분

정 원:   30명 (선착순)

주 최:   한국TOCfE연구회

후 원:                                 ,             

국제TOCfE협회 Kathy Suerken 회장 초청 세미나

Kathy Suerken (국제TOCfE협회 회장)



왜 TOCfE 자녀 교육이 필요할까?

1. 현 교육의 문제점

1) 부모, 교사, 여러 어린이 돌보미들이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문제 행동은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많다.

2) 학교에서 교실 안 문제 행동, 가정에서 숙제, 집안일, 무례한 말투를 포함하여 문제행동

은 다양하다.

3) 외적 보상과 처벌은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얻기 어렵다.

2. 제안

1) TOCfE 자녀 교육에서는 문제행동 이면에 깔려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핵심 문제를 극복해야 어린이들은 책임 있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2) 단순하고 시각적이며 재생 가능한 프로세스인 TOCfE 생각 도구를 적용한다.

3) 어린이들이 부정적 행동과 긍정적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생각하도록 지도하여,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돕는다. 그래서 어린이 당사자가 행동 수정에서 주인의
식(ownership)을 갖게 된다.

TOCfE 논리 가지를 이용해 주도적 자녀로!

자녀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강사소개

Kathy Suerken (국제TOCfE협회 회장)

미국 Wittenberg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고,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TOC(Theory of Constraints) 창시자인 Eliyahu M. Goldratt 박사가 1995년도에 설립한

국제TOCfE협회의 회장을 현재까지 맡고 있다.

4권의 아동 저서, 어린이를 위한 CD 소설 애니메이션, TOCfE 해설서인

“The TOC Learning Connection”을 저술하였고,

일본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갈등 해소에 관한 어린이 워크북인 “…the Never Ending Story”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며, 

TOC국제인증기구의 TOC Thinking Process 인증을 받았다. 

Suerken회장은 교수 학습법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녀의 학생은 어린이로부터

교육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층이 폭넓다. 

워크샵 Agenda

목표

참가자들이 TOCfE 논리 가지를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 능력을 갖추게 한다.

1. 어린이, 청소년의 행동 문제

2. 전통적 행동 교정 방식의 한계점

3. 자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4. 인과관계 사고법과 자녀 교육

5. 생각도구 논리 가지(Logic Branch)의 활용 방법과 실습

6. 자녀 교육에 논리 가지를 활용한 사례와 성과

7. 질의 & 응답



TOCfE?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TOC)]

TOC는 유태인 물리학자인 Eliyahu Goldratt 박사에 의하여 개발된 사고프로세스(Thinking 

Process)를 중심으로 한 혁신경영 패러다임이며,  사고프로세스는 조직경영이나 개인 문제

의 근본 원인(제약)을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TOCfE (TOC for Education)

1. TOC를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맞게 단순화시킨 것으로, 현재 22개국에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육 및 독서/논술 교육, 상담/코칭 활동, 영재교육, 독서장애아 교육, 학교경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2. TOCfE의 간단명료한 그래픽 생각도구들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에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TOCfE 사명 선언문

TOCfE는 TOC 사고 도구를 통하여 전 세계의 비전을 가진 교육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육을 현저히 개선할 것이다. 

TOCfE와 모든 어린이 지킴이들은 이 공동목표를 향해 힘을 합하여 일함으로써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국제TOCfE협회

1995년에 TOC 창시자인 Eli Goldratt 박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 플로리다주

중학교 사회과 교사 출신 Kathy Suerken여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TOCfE협회는 TOCfE 사명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여섯 대륙 20여 개 국가에서 8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에게 TOC사고 도구 프로그램을 개발, 전파하여 왔는데,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

본, 필리핀, 싱가포르 등 2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TOCfE영역의 표준을 정하고 최신 지식체계

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과 훈련을 한다. (www.tocforeducation.com)

우리나라에는 2006년 (사)한국TOC협회를 통하여 TOCfE가 소개된 후, (사)한국TOC협회의

산하 단체로 한국TOCfE연구회(현 회장: 황중숙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결성되어,  

2006년 9월에 국제TOCfE협회에 가입하였고, 서울, 인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TOCfE 교육

과 적용 활동을 하고 있다. (www.tocfekorea.org)

폴란드 유치원의 TOCfE 활용 모습, 출처: 국제TOCfE협회 홈페이지



TOCfE 교육을 받은 말레이시아 교사의 증언
“TOCfE덕분에 9년의 교사생활을 한 이래 처음으로 드디어 내가 선생님이 되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Molly, 6세, 영국 노팅엄 유치원
“나는 구름 덕분에 이야기들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Michigan주 Detroit시의 Joy 중학교
TOCfE 사고프로세스를 교육하여 주 학력평가고사 성적을 3년 동안에 40% 향상

Texas주 Arlington시의 Hutcheson 중학교
TOCfE 사고프로세스를 가르침으로써 하위그룹 낙제비율을 6개월 동안 20% 감소

토비타 모토이, 일본TOC컨설턴트 & ’현명한 엄마의 생각수업’ 저자
“TOCfE는 교사에게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TOCfE 생각도구의 적용 영역

교과 학습 영역과 행동 지도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4개국의 국가 교과 시스템에

도입되었다.  또한 논술 프로그램, 리더십 능력 배양 과정,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 

영재특별과정, 독서장애 학생 특별프로그램, 코칭 과정, 협상 과정, 공공정책 수립, 평생 교육

등 에도 활용되고 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TOCfE Thinking Tools

핵심문제 찾기

해결책 설계

해결책 실행

경영 영역학습 영역

대립을 통한 학습

인과관계를 통한 학습

목표달성을 위한 학습

행동 영역

갈등해소

생각/행동 평가

야심찬 목표 달성



참가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9년 2월 9일(토)까지

정 원:   30명(선착순, 신청서 작성 후, 입금 완료 순)

참 가 비: 2만 5천원, 교재 제공

(Kathy Suerken 회장의 재능기부로 워크샵 개설)

신청방법: 구글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구글신청서:  https://goo.gl/forms/uB8Yew3HnH76Xemg2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09-6771466 황중숙

준비사항: 한 권 이상 읽고 오면 이해에 도움 됨(특히 ‘가지’ 부분)

“현명한 엄마의 생각 수업,” 토비타 모토이 저, 오리진하우스, 2018

“TOCfE 생각도구,” 최원준 저, UUP, 2018

“TOCfE/NCS 문제해결 워크북,” 정남기 저, 진한앰엔비, 2018.

비 고:  순차통역 제공됨

문 의 처: 이삼우 이사 (010-5699-0162,  이메일 주소: youthanks@hanmail.net)

워크샵 장소 약도:  주차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인근 유료주차장: 정독도서관 주차장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차장) 

https://goo.gl/forms/uB8Yew3HnH76Xemg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