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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화를 극복하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서로의 수업에 대해 말문을 엶

으로써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의 추진력을 얻게 된다. 교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으로써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적 구성주의와 관련한 이상의 논의를 교사학습공동체 내 교사의 수업 전

문성 발달 과정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둘째,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중요시하는 지식의 맥락성을 조금 더 

강조하여 발전시킨 상황학습이론을 통해서도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상황학습

이론은 상황이 학습과 분리될 수 없는 학습의 본질적 구성 요소라고 본

다9).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자체를 전체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은 상황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같은 지식의 내용이더

라도 상황에 따라 학습의 결과는 달라진다. 이에 상황학습이론을 지지하

는 연구자들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이론들이 앎이 

9) 이때 상황이란 단순히 객 으로 주어진 공간과 시간, 사회  계라기보다

는 행 자들의 인식으로 드러나고 그 인식에 향을 미치는 일상  행  혹

은 사고를 구조화하는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사고와 행 에 의해 

일상 으로 구조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1> 교사학습공동체 내 수업 전문성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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