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동자산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 연구

망원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박  지  숙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동자산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 연구

망원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대  중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박  지  숙 

박지숙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년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집단학습에 대한 논의 
	1) 실천공동체 
	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과 확장학습 
	3)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 이론 
	4) 집단학습에 대한 이론의 비교 

	2. 커먼즈(commons)와 집단학습 
	1) 커먼즈의 개념 
	2) 커먼즈론의 확대 

	3. 커먼즈론과 집단학습론의 접점 

	Ⅲ. 연구방법 
	1. 사례 선정하기 
	2. 사례 개요  
	3. 연구현장 들어가기 
	1) 관찰 
	2) 거점 참여그룹의 확보 

	4. 현장 자료 수집하기 
	1) 참여관찰 
	2) 면담 
	3) 부가자료 

	5. 분석 및 글쓰기 

	Ⅳ. 공동자산으로서의 망원시장 형성 
	1. 망원시장의 공간적 변화 
	1) 망원시장의 형성과 인정 
	2) 망원시장의 현대화 

	2. 망원시장의 상인 조직의 변화 
	1) 망원시장 인정 이전: 친목 중심의 가족적인 모임 
	2) 공간 경계 형성 이후: 공동의 정체성의 형성 
	3) 망원시장 상인들의 자기규정 


	Ⅴ. 집단학습의 촉발: 공동자산에 대한 위기인식 
	1. 위기인식의 과정 
	1) 대형마트 입점 사실의 확인 
	2) 주변사건의 간접경험으로의 전환 
	3) 대형마트 입점저지 투쟁선언 

	2. 집단학습 주체로의 변화 
	1) 투쟁 공동체의 형성 
	2) 투쟁하는 상인으로의 변모 

	3. 위기 대응 과정: 집단학습 매개로서의 지식 생성 
	1) 위기 대응 원칙의 형성 
	2) 전문가 지식의 유입 
	3) 전통시장만의 독창적 투쟁의 창조 


	Ⅵ. 집단학습 활성화 양상과 결과 
	1. 집단학습 활성화의 양상 
	1)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습 
	2) 지역 지키기를 위한 학습 
	3) 집단 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학습 

	2. 집단학습 주체의 변화 
	1) 적극적 협력 관계의 형성 
	2) 정체된 세대교체 
	3) 집단기억의 보존과 과제 

	3. 공동자산의 변화와 발전 

	Ⅶ. 논의 및 결론 
	1. 망원시장의 공동자산으로서의 구축과정 
	2. 망원시장 상인들의 집단학습 과정에 대한 모형화 
	3. 망원시장 사례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의 원리 
	1) 구성되고 역동적인 학습주체로서의 집단 
	2) 집단학습 촉발과 유지 기제로서의 위기 
	3) 집단학습의 결과 및 매개로서의 지식과 공동자산 

	4.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8
Ⅰ. 문제제기  1
Ⅱ. 이론적 배경  12
 1. 집단학습에 대한 논의  12
  1) 실천공동체  12
  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과 확장학습  17
  3)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 이론  23
  4) 집단학습에 대한 이론의 비교  28
 2. 커먼즈(commons)와 집단학습  32
  1) 커먼즈의 개념  33
  2) 커먼즈론의 확대  37
 3. 커먼즈론과 집단학습론의 접점  41
Ⅲ. 연구방법  47
 1. 사례 선정하기  48
 2. 사례 개요   51
 3. 연구현장 들어가기  55
  1) 관찰  55
  2) 거점 참여그룹의 확보  57
 4. 현장 자료 수집하기  61
  1) 참여관찰  61
  2) 면담  63
  3) 부가자료  66
 5. 분석 및 글쓰기  67
Ⅳ. 공동자산으로서의 망원시장 형성  71
 1. 망원시장의 공간적 변화  71
  1) 망원시장의 형성과 인정  71
  2) 망원시장의 현대화  74
 2. 망원시장의 상인 조직의 변화  78
  1) 망원시장 인정 이전: 친목 중심의 가족적인 모임  78
  2) 공간 경계 형성 이후: 공동의 정체성의 형성  80
  3) 망원시장 상인들의 자기규정  90
Ⅴ. 집단학습의 촉발: 공동자산에 대한 위기인식  93
 1. 위기인식의 과정  93
  1) 대형마트 입점 사실의 확인  93
  2) 주변사건의 간접경험으로의 전환  99
  3) 대형마트 입점저지 투쟁선언  105
 2. 집단학습 주체로의 변화  107
  1) 투쟁 공동체의 형성  107
  2) 투쟁하는 상인으로의 변모  111
 3. 위기 대응 과정: 집단학습 매개로서의 지식 생성  117
  1) 위기 대응 원칙의 형성  117
  2) 전문가 지식의 유입  120
  3) 전통시장만의 독창적 투쟁의 창조  123
Ⅵ. 집단학습 활성화 양상과 결과  132
 1. 집단학습 활성화의 양상  132
  1)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습  133
  2) 지역 지키기를 위한 학습  158
  3) 집단 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학습  165
 2. 집단학습 주체의 변화  172
  1) 적극적 협력 관계의 형성  173
  2) 정체된 세대교체  175
  3) 집단기억의 보존과 과제  177
 3. 공동자산의 변화와 발전  182
Ⅶ. 논의 및 결론  187
 1. 망원시장의 공동자산으로서의 구축과정  187
 2. 망원시장 상인들의 집단학습 과정에 대한 모형화  190
 3. 망원시장 사례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의 원리  197
  1) 구성되고 역동적인 학습주체로서의 집단  197
  2) 집단학습 촉발과 유지 기제로서의 위기  201
  3) 집단학습의 결과 및 매개로서의 지식과 공동자산  205
 4. 연구의 의의 및 제언  209
참고문헌  213
Abstract  22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