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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사례를 통해 체육수업 전문성 증

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실천 과정, 참여 효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체육수업 전

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3)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4)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2013년 3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년 10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ADDIE 모

형(Seels & Richey, 1994)의 절차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순으로 이

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의 질 관리 차원에서 각 단계 별로 CIPP 모형(Stufflebeam, 

1983)에 의한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작업을 동반하였다. 연구 사례인 ‘TLC

(티처런커뮤니티: Teacher-Learn-Community) 교사학습공동체’는 체육수업 전문

성 증진을 꾀하는 대학 기반의 협력적인 교사 배움 공동체이다. 연구 참여자는 

주요 제보 교사 6명, 부 제보 교사 19명, 주요 제보 학생 24명이며, 자료 수집은 

사전 심층면담, 사후 심층면담, 수업 비참여관찰, 워크숍 참여관찰, 현지 문서 수

집, 현장 일지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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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Creswell, 2009), 기술, 분석, 해석의 순환 과정 속에 이루어졌고(Wolcot

t, 1994),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대체로 개방적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의 순으로 범주화하였다(Strauss, 1987). 연구의 전 과정에서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절차적 오류를 최

소화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윤리적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목표’로, 목적은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고, 

목표는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에 있다. 2) ‘구성 원리’는 ① 관계: 활

발한 학습, 공유, 소통을 위한 친밀한 관계 맺음, ② 통합: 현장 친화적 직접 배

움 및 간접 배움의 통합적 접근, ③ 실천: 교사학습공동체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지향, ④ 협력: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과정, ⑤ 참여: 지속적 유비쿼

터스 학습을 통한 완전한 참여로 설정하였다. 3) ‘내용’은 Feiman-Nemser(200

8)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learning to teach)’ 이론을 기반으로 ① 지식 

전문성: 내용 지식, 내용교수 지식, 교육과정 지식, 초등체육 이해, ② 수행 전문

성: 수업 설계, 수업 운영, 수업 평가, 학생 관리 능력, ③ 심성 전문성: 교육에 

대한 신념, 체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교사의 바른 인성, ④ 성찰 전

문성: 수업, 교사 자신, 학생, 수업 전문성에 대한 성찰로 선정하였다. 4) ‘방

법’은 ① 워크숍, ② 모바일 메신저, ③ 온라인 카페, ④ 협력적 수업 멘토링, 

⑤ 독서 모임의 다섯 가지 방식 속에서, ① 탈 사유화를 지향하는 경험의 공유, 

② 협력적 문제 해결로 이끄는 토의 및 토론, ③ 지식의 능동적 생성을 위한 집

단 성찰, ④ 실천 속 배움을 위한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⑤ 사회적 상호작용 참

여를 통한 정체성 형성, ⑥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는 지속적 배움을 지향

하는 것이었다.

둘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네 단계로 실천되

었다. 1) ‘태동기: 주변적 참여’로, TLC 이전의 TRY-PE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경험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모태가 되었고, 메일 발송, 직접 섭외, 연수 홍보

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첫 만남은 2013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교사들은 합법적인 자격을 얻어 참여했으나 다소 주변적이었다. 2) ‘형성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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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참여’로, 참여 교사들은 철학과 목적을 공유하고, 연간 계획 등으로 공동

의 실천을 준비하였다. 또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의 기둥을 세웠으며, 공동의 체

육수업을 실천해 나갔다. 이 시기의 참여 교사들은 아직까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고 있었다. 3) ‘발전기: 주도적 참여’로, TLC 교사학습공동

체에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고, 이를 참여 교사들은 공동의 의사 결정으로 해결해 

나갔다. 오프라인 참석률을 회복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였고, 불참자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일방통행 전달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혼자만의 실천에서 공유된 실천으로 변모했으며, 실제 활동을 

체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교사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주도적 참여자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4) ‘확산

기: 생산적 참여’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진정한 협력적 전문성 발달의 양상

을 띠게 되었고, 외부 교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체육 교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교사들은 활발한 공유와 소통 속에 지식

을 생성하고 이를 확장시키는 생산적 참여자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습조직으로 거듭났는데, 이는 공유된 비

전의 확립, 팀 학습, 개인적 숙련, 정신 모델, 체제적 사고라는 학습조직의 다섯 

가지 규율에 비추어 확인이 가능하였다(Senge, 2006).

셋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1) 교사들은 전문적 지식을 생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

다. 체육 내용 지식이 확장되었고, 학생 맞춤식 내용교수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

으며, 체육수업 모형과 철학으로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게 되었다. 2) 교사들은 효율적 지도력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 호흡으로 일 년을 내다보는 체육수업을 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수업 관리 전

략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올바른 교수 전개 능력을 함양하였고, 정서적으로 따뜻

한 체육수업을 조성하게 되었다. 3) 교사들은 체육적 열정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열정이 뜨거워졌고, 학생에게 사랑으로 더 다가가게 되었으

며, 체육수업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4) 교사들은 반성적 성

찰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유연성이 증대되었고, 수업을 관통하는 성

찰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서 성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네 



- iv -

가지 측면의 전문성은 L. S. Shulman과 J. H. Shulman(2004)이 제안한 교사 전문

성 개발 시 유념해야할 요소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잘 조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1) 환경 요인으로, ① 시간적 맥락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모임을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② 

공간적 맥락은 광의적 측면에서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 

교사들에게 배움의 열정을 불어 넣어주었으며, 협의적 측면에서 원형의 책상 배

치 또한 공유와 소통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기요인으로, 자발

적으로 모인 교사들의 내적 동기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① 배

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는 직접 배움과 간접 배움으

로 범주화되었다. ② 속함이 있기 때문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는 

안정감과 자신감으로 범주화되었다. ③ 나눔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는 생각 나눔과 경험 나눔으로 범주화되었다. 3) 촉진 요인으로, 인

적 자원은 교사학습공동체와 프로그램 운영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

다. ① 리더는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높여주어

야 했으며, 희생, 열정, 봉사, 노력, 헌신의 자질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리

더십은 공유될 필요가 있었다. ② 구성원들의 책무성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고, 구성원 모두가 교사학습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③ 새로운 구

성원들의 유입은 교사학습공동체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4) 프로그램 요인으

로, ① 정서적 유대감, ② 자발적 공유성, ③ 소통의 원활성, ④ 공동의 실천성, 

⑤ 자극의 지속성을 프로그램 측면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면, 첫째,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참여와 배움은 긴

밀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내 전문성 발달은 자발적 모임, 

목적의 공유, 구성원 간 관계 맺음, 협력적 지성, 성찰적 실천, 협력적 전문성 발

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교사의 성장과 변화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 

교사의 전문성 개발 노력, 교사의 성찰적 실천, 학생의 전인적 변화에 대한 확

인, 교사의 전문성 증진 순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교사교육기관들이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용한다면 지속적인 교사교육 측면에서 예비교사교육뿐만 아

니라 현직교사교육까지 아우르는 책임감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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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

징을 살린 현장 친화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습조직으로 거듭나고, 참여 교사들이 주변적 참

여자에서 생산적 참여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수업 전문성을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으로 나누어 균형감 있게 접근

할 필요가 있고, 교사의 성장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학습공동체 내 참여와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환경, 동

기, 촉진, 프로그램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잘 조절하고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교육 측면에서 제언하면, 첫째, 교사교육에서 교사 스스로 학

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

에 교사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직교사의 성장과 

교육에 있어 교사교육기관의 역할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 측면에서 제

언하면,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 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교사학습공

동체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교사학습공동체 사례를 제시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현직교사교육, 체육수업 전문성, 교사학습공동체, 교사교육 프로그램

학  번 : 2011-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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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敎育)은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서 비롯되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과들이 세대를 거듭하

여 전수해 내려오고 있다(MacIntyre, 1984). 체육 또한 인류가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으로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교과로, 그 속에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다양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홍은숙, 2009; Oakeshott, 1967). 특히 국가적, 사회적, 제도

적 차원에서 교과 ‘가르치기(敎)’를 통해 지성(智性), 덕성(德性), 체성(體性)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 ‘기르기(育)’를 그 목표로 하는 우리 교육에서 체육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유일한 교과이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이를 제대로 가르

칠 필요가 있고 잘 배워야만 한다(Jess, 2013; Tsangaridou, 2012). 움직이기 위해 

배우고(learning to move), 배우기 위해 움직이는(moving to learn) 체육은 타 교

과가 모방할 수 없는 체육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BAALPE, CCPR, 

PEAUK, & Physical Education ITT Network, 2005).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위해서라도 활동적인 라이프스킬(active life skills)을 심어주는 체육이 중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옥선, 2012; Haywood, 1991).

특히 ‘초등체육’은 체육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어린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 시기의 체육은 즐거운 놀이 식 체

육 경험 제공을 통하여(Marsden & Weston, 2007), 체육의 내재적 가치인 즐거움

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Wright, 2004), 궁극적으로 인류가 유지 

및 발전시켜온 체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초등체육은 체육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춘 낭만

의 단계(the stage of romance)를 지나 자세하고 세밀한 학습이 일어나는 정밀의 

단계(the stage of precision)를 거쳐 일상생활과 전문 직업 등에 적용하는 일반화

의 단계(the stage of generalization)로 나아가는데 있어 기초교육이 되어야 한다

(최의창, 2010; Whitehead, 1929).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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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실제 삶과 연결된 방식으로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 속에 체육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Jess, 2013). 또한, 모든 스포츠의 밑거

름이 되는 기본 움직임 기술(fundamental motor skills: FMS1))을 포함한 운동소양

과 신체활동 가치에 관한 기초 교육(교육과학기술부, 2011b)이 아동의 운동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Thomas & Thomas, 2008), 이 모든 

과정은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초등체육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기

초를 든든하고 건실하게 했을 때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등체육을 수행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 9월 『중초교사2)제도』가 도입되었고, 중등교사 자격

증을 소지한 체육 관련 전공자들을 대거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체육만을 전담으

로 가르치게 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점점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기피하게 되고, 영어 및 과학 교과 육성 정

책에 밀려 이 제도는 예상과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이승배, 서장원, 

2010). 이후 2008년 하반기에 『체육보조강사제도』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시범 운영되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MOU 체결을 통해 

『스포츠강사제도』로 정착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스포츠강사’란 체육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계약직 교사를 의미하며, 이들의 역할은 교

사들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에 있었다(교

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러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초등교사의 수

업부담을 줄여주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전문적인 학습지도능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높은 여교사 비율, 학생건강체력평가제(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 업무 추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정지수, 2009). 하지만 체육수업 교구 준비 및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체육수업을 전담하여 가르치거나, 심지어는 담임교사 없이 체육수업을 홀로 운영

하는 학교도 비일비재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정지수, 2009). 비슷한 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국외에서도 스포츠강사는 스포츠 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가져온 것

1) 달리기(running), 뜀뛰기(jumping), 잡기(catching), 던지기(throwing), 수영(swimming)을 말하며, 

이들은 인류가 영위해 온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기술들이다.

2)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간제 교사 모집에 합격한 후 교육대학교에서 초등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은 후 정규교사로 채용된 초등학교 교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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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이나, 통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초등체육에서, 담임교사에 비해 학생들

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교

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Griggs, 2008). 즉, 스포츠 활동에 대

한 지식만으로는 초등체육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초등학교 문화와 초등체육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정책들은 온전한 정책이 될 수 없었고, 초등체육의 정상화

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초등교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체육만을 가르치는 교사와 다르다(박미림, 

이옥선, 2014). 학급 담임교사로서 초등교사는 어린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모델링하고(조기희, 이옥선, 2012b) 여러 교과를 통합적

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전인 양성을 꾀하는 사람이다. 즉, 초등교사는 체육의 중

요성과 가치를 아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체육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

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육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수해야 한

다(김경자, 김민경, 이경희, 정미화, 조미경, 2004). 이를 위해 초등교사는 낭만교

육, 입문교육, 기초교육, 연계 및 통합교육, 전인교육이라는 초등체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육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적 측면을 아는 

지식 전문성, 아는 것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행동으로 보여 지는 수행 전문

성, 체육수업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가지는 심성 전문성, 올바르게 판단

하고 생각하여 개선하는 성찰 전문성이 통합된 체육수업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상당수의 초등교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초등교사들이 게임 위

주로 체육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을 허용하곤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안양옥, 2006; Faucette & Hillidge, 1989; Faucette, McKenzie, & Patterson, 

1990). 또한, 적절한 체육수업을 전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데다, 제한

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어 체육을 가르치는데 있어 자신감 또한 결여되어 있

다고 밝히고 있다(정병근, 조홍식, 이종철, 2010; Ashy & Humphries, 2000; 

Graber, Locke, Lambdin, & Solmon, 2008; Rink & Hall, 2008; Sloan, 2010). 특히 

체조나 무용과 같은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은 초등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Sloan, 2010). 따라서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

성 증진은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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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고(Griggs, 2008), 빈약하며(Marsden & Weston, 2007),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 또한 적합하지 않은 실

정이다(Duncombe & Armour,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들은 체육 교과에 

대한 자신의 교직 성향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학습 경험을 쌓고 있으며(Garrett 

& Wrench, 2007),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체육 교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사교

육을 거의 받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다(김영식, 2003; 김택천, 2002; 문호준, 박종

률, 2004). 

 

그림 1. 교사교육의 선순환 구조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이 매우 시급하다. 

아무리 우수한 교육과정과 체육 정책이 개발되더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교사만이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체육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향후 교사가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관찰되어 잠재적인 교사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김의수, 2010). 왜냐하면 교사들은 자신이 학생으

로서 받았던 관찰견습(apprenticeship of observation)을 토대로, 보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Blume, 1971; Hockly, 2000; Lawson, 1983; 

McGinnis, Watanabe & McDuffie, 2005). 이와 같이 훌륭한 체육교사의 수업을 접

한 학생들은 학창시절의 긍정적인 체육수업 경험으로 인해 훨씬 더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예비교사교육에 임하게 될 것이다(Morgan & Bourke, 2008; Morgan 

& Hansen, 2008a; Pickup & Price, 2007). 그리고 이들이 교사가 되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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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실천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간다면 더욱더 체육수업의 질은 향

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본 연구자는 ‘교사교육의 선순환 구조’라고 명명하

였는데,  <그림 1>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체육수업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지

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3))’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직교사교육은 체육수업의 변화로 이어지기에, 교사들의 지시과 신념 체

계를 바꾸는 제대로 된 현직교사교육이야 말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예비교사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길러질 수 없고, 현장과 

연계되지 않고 이론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자칫 ‘세척 효과(washed out)4)'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다(Lawson, 1983; Zeichner & Tabachnick, 1981). 예비교사교육

이 교사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현직교사교육은 일

정한 자격과 경험을 지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양정모, 박재정, 박경석, 2013). 교사의 전문성은 교직 생애 전체에 걸

쳐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발 및 육성되기에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교육 연구들은 보통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예비교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지, 예비교사교육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제는 이들의 

균형을 바로잡을 때이다. 

현재 현직교사교육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지거나 각종 연수, 장학, 교사 

멘토링, 수업 컨설팅, 교과교육연구회 참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현직교사교육의 노력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타율적이고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어려

웠다(이성은, 최진영, 송경오, 2010). 특히 초등체육의 경우 교사의 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수가 개설되어도 수강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지나 열정이 부족하여 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조

3) CPD에서 ‘C’는 학자들에 따라 Continuous나 Continuing을 쓰는데, 본 논문에서는 현직교사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형인 Continuing을 쓰고자 한다.

4) 예비교사교육 과정에 교육받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마치 씻겨 나가는 것처럼 현장에서 쓸모

없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로 Zeichner와 Tabachnick(1981), Lawson(1983) 등의 연

구에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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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묵, 2009). 현직교사교육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교사들은 현직교사교육의 철

학을 담은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교사 스스로 시행착오 속에서 가

르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도 현직교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능동적, 실제적, 맥락적, 협동적, 계속적, 반성적, 

혁신적, 자발적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Makopoulou & 

Armour, 2011). 

이제는 현직교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다. 우선,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다

(Armour, Chambers, & Makopoulou, 2012).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학습을 통한 전

문성 증진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기에(Goodlad, 

1994; Sarason, 1993), 교사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급속히 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교사의 전문

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해 동

료 교사들과 지력을 모아야 할 때이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Little, 1990). 셋째,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현직교

사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타고난 성품과 자질에 더하여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를 직업 생애(career-long) 관점에서 ‘평생 학습자(lifelong learner)’로 보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현직교사교육과 자기 개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학습에 주목하고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며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서경혜, 2009, 2013; 진영은, 함영기, 2009). 교사학습공동체란 함께 의논

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식과 실천의 공유, 생각과 경험

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협력적인 전문성 발달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교사들의 모임을 말한

다.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은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및 특징이나 교사학습공동체

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기준 및 전략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Hargreaves, 2003; Macdonald, Mitchell, & Mayer, 2006; 

McLaughlin & Talbert, 2006; Sergiovanni, 1994; Sergiovanni & Starrat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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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l & Louis, 2007).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함께 자신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며, 자신의 지식, 경험, 실천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한다

(Sergiovanni & Starratt, 2007).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을 공동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실천과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그들의 교

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McLaughlin & Talbert, 2006). 이러한 움직임은 교사를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자신의 체육수업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간주하자는 발상

의 전환을 취하고 있다(Makopoulou & Armour, 2011). Armour와 Yelling(2007)은 

효과적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에서 현장의 체육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동료들과의 협력적인 학습 형태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Joyce와 

Calhoun(2010)은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이고 협동적일 때 긍정적인 영향

을 받고, 서로 그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

술의 학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잘 구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가 현직교사들의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초창기 연구들을 살펴보

면, 교사모임과 관련하여 박정준(2006)이 중등 체육교사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

체육교사모임’의 조직 정체성과 정체성 형성 배경에 대한 문화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교과연구회와 관련하여 안양옥과 신기철(2008)이 초등체육 교과연구

회의 형성과 실천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이승배와 전세명(2010)이 초등체육 교과

연구회 운영 유형을 지정제, 공모제, 회원제로 나눠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들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주목하고 교사들의 배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연

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육 분야에서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

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 형성 및 발전 과정, 효과, 운영 방

안 등을 모색해 왔다(김지영, 2013; 오승현, 2014; 이승배, 2008; 이승배, 김택천, 

박윤혁, 2010; 최덕묵, 고문수, 2011).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효과적인 교사학습공

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사전에 개발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이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

력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기반(evidence-based), 이론 기반(theory-base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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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model-based)의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균, 2013; Armour et al., 2012; Fraser, Kennedy, Reid, & Mckinney, 2007). 

단순히 교사들을 모아 놓고 무작정 협력하라고 하면 인위적인 협력으로 교사학

습공동체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를 대학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이론 및 모델을 만들어 교사학습공동체의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4년간의 예비교사교육을 넘어 현직교사교육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 기반의 현장 친화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전문성의 증진과 함께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행보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현직교사교육에 새롭고 실제적인 방

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협력적 교사 배움 공동체인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사례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실천 과정, 참여 효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

는가?

  둘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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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어떠한 효과가 있

는가?

  넷째,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가. 현직교사교육

현직교사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은 교사가 되기 이전

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교사의 역할과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직전교

사교육(pre-service education)인 예비교사교육과 달리,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

지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

는 교육을 말하며(한상순, 2008),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생애

(career-long)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성 개발 과정을 의미한다.

  나.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teacher learning community)에 대한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란 함께 의논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실행하는 과

정에서의 지식과 실천의 공유, 생각과 경험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협력적인 전

문성 발달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교사들의 모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를 다

른 교사 모임과 구별 짓는 주요 특징으로는 학습성, 협력성, 공유성, 소통성, 실

천성, 책임성, 지속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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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수업 전문성

체육수업 전문성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을 잘 가르

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겉으로 보여 지는 기법적 능력 측면뿐

만 아니라 안에 담겨 있는 심법적 자질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최의창, 2010). 

이러한 체육수업 전문성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식 

전문성, 수행 전문성, 심성 전문성, 성찰 전문성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정의하

고자 한다. 여기서 지식 전문성이란 체육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적 

측면을 아는 전문성이고, 수행 전문성이란 안정적인 학생 및 학급 관리 속에 효

과적으로 체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며, 심성 전문성이란 체육수업을 하

는 데 요구되는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지닌 전문성이고, 성찰 전문성이란 이러한 

지식, 수행, 심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각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반성하여 체육수

업을 개선하는 전문성을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발

적으로 모인 교사들이기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대학의 장소, 시설은 물론이

고, 지식, 이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직교사교육을 지원하는 대학 기반

(university-based) 교사학습공동체로, 학교 기반(school-based) 교사학습공동체와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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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그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 1절에서는 일반적인 전문성을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사 전문성 및 수업 전문성을 살펴보았다. 제 2절에서는 좋

은 체육수업의 특성, 좋은 체육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체육수업 전문성과 함께 초

등체육과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차례로 알아보았다. 제 3절에서는 전문

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직교사교육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제 4절에

서는 체육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탄생 배경, 정의 및 특징,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기존 

교사학습공동체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교사 전문성과 수업 전문성

  가. 전문성의 정의 및 특성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한 전문성을 논하기에 앞서 흔히 말하는 전문성이란 과

연 무엇인지 그 의미와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특정 분야의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는 전문

성의 의미와 함께 전문성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오헌석, 2006). 전문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4). 

이러한 전문성에 대해 <표 1>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국내에

서는 박선형(2005)이 전문성이란 특정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훈련을 통해 획득한 

특별한 기능과 실천적이고 방법적인 지식이라고 하였고, 오헌석(2006)은 실천적 

성찰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적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오헌석과 김정아(2007)는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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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정의 요소

Harmon
King

(1985)

표준을 넘어서는 수행 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

지식, 기술

Johnson
(1987)

수준이나 정도가 높거나 뛰어나게 적응된 행동이자 올바
른 성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힘

행동, 힘

Herling
(1998)

특정 영역이나 관련 영역의 실행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이 일관되게 나타
나는 것

행동

Swanson
(2001)

특수한 영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지는 최적의 수준

수행, 수준

박선형
(2005)

특정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훈련을 통해 획득한 특별한 
기능과 실천적, 방법적 지식

지식, 기능

오헌석
(2006)

실천적 성찰 학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적의 수준
을 달성하게 하는 능력

능력

Garman 
et al.
(2006)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을 윤리적 기준과 직업적 기
준에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대
한 책임정신, 봉사중심 가치관, 평생에 걸친 학습과 자기
개선에 대한 헌신정신을 포함하는 능력

윤리적 기준, 
직업적 기준

오헌석 
김정아
(2007)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행
을 나타내는 행동과 잠재력

지식, 기술, 
행동, 잠재력

국립국어원
(2014)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
는 성질이나 특성

지식, 경험

표 1. 전문성의 정의(연도순)

수준의 수행을 나타내는 행동과 잠재력이라고 하였다.

 국외에서는 Harmon과 King(1985)이 표준을 넘어서는 수행 결과를 보이는 사

람들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 Johnson(1987)이 수준이나 정도가 높거나 뛰어나게 

적응된 행동이자 올바른 해답을 제공하는 성취결과를 얻을 수 있는 힘, 

Herling(1998)이 특정 영역이나 관련 영역의 실행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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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Swanson(2001)이 특수한 

영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지는 최적의 수준, 

Garman, Evans, Krause, Anfossi(2006)가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을 윤리적 기

준과 직업적 기준에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정

신, 봉사중심 가치관, 평생에 걸친 학습과 자기 개선에 대한 헌신정신을 포함하

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전문성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knowing that)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관한 

수행 능력으로서의 방법적 지식(knowing how)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앞에서 

언급한 전문성에 대한 정의들을 요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이

러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성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면, 전문성이란 

특정 분야에 있어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 및 직업

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신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수준 높은 수행을 보이는 

행동내지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문성의 정의를 분석해보면 전문성이란 지식이나 기술, 정신이나 

가치관과 같은 내재된 능력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수행적 측면의 외재적 능

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전문성

을 개인의 타고난 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즉, 개인이 뛰어난 수행

을 보이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었다(Galton, 1869).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전문성을 발달

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전문성이란 오랜 기간의 교육이나 연습 및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Ericsson & Lehmann, 1996).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사의 전문성 역시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 교사 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 올바

른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행을 보이는 특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이란 교육 분야에 관한 상당한 지식, 그에 

기반을 둔 수행 능력과 함께 올바른 정신 및 가치관과 같은 심성을 포함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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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식 수행 태도 및 신념
Feiman-
Nemser
(1990)

▪학문 중심적 지향
▪실천적 지향
▪기술공학적 지향

▪개인적 지향
▪비판적, 사회적 지향

이돈희
(2000)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

▪효과적인 지도 기술
▪학생의 성장을 관리하

는 능력
▪도덕적 모범의 실천

장한기
장흥석
(2001)

▪전공 지식
▪교과 관련 지식 정보
▪일반교양 및 상식

▪효율적인 교수 기술
▪학생 생활지도 기술
▪행정사무처리 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평가 방법 기술
▪교육기자재 활용 기술
▪프로그램 개발 기술
▪의사소통 기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 및 대화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관심

▪투철한 사명감, 교직관
▪교육 혁신 및 개선 의지
▪원만한 대인관계

김이경 등
(2004)

▪교과 관련 지식 ▪수업 지도
▪조직 발달에 대한 기

여와 헌신

Korthagen
(2004)

▪지식과 기술 ▪태도

조동섭
(2005)

▪일반 교육학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과 수업 지식
▪상황 지식

▪수업 수행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상담 능력

▪교직적 인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김옥예
(2006)

▪교과 지식
▪교과의 특성 및 활용

과 관련된 지식

▪수업, 생활지도 등에서 
발휘되는 운영 노하우

▪학생에 대한 헌신
▪교직관
▪직무수행에 대한 윤리 

의식

최경희
(2007)

▪교과 능력
▪수업 능력
▪촉진 능력

▪교직에 대한 태도
▪학습자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태도

표 2. 교사 전문성의 구성 요소(연도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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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은 그 일의 난해함으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필요로 하고, 창의적 성격

으로 인해 폭넓은 자율성이 요구되며, 부여된 책임과 의무로 인해 윤리성과 책무

성을 전제로 한 직업이다(박종덕, 2007; 허병기, 1994). 이러한 교사들에게 요구되

는 능력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펼쳤는데, Sergiovanni(1995)는 계

획, 조직, 제정과 같은 ‘경영 능력’, 갈등과 다양한 견해의 조정, 긍정적인 분

위기 조성, 동기 부여와 같은 ‘인간관계 능력’, 교과 개발과 교수법과 같은 

‘교육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혜영(2002)은 교과내용 지식, 교과교수 

지식, 교과방법적 지식과 수행, 매체 사용과 같은 ‘사실 관련적 전문성’, 학생

과의 관계 형성, 학생 주도의 학습, 수업과 학교생활의 과정을 예민하게 감지하

기와 같은 ‘인격 관련적 전문성’, 다른 교사들이나 학부모 등과 서로 협력하고 

작업하기, 교육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하기와 같은 ‘사회 관련적 전문성’을 제

시하였다. 한편, 소경희(2003)는 학교교육의 실제를 구성하고 개발하며 설계하는 

일과 함께 교과 간은 물론이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연계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이경, 유균상, 이태상, 박상완, 정금현, 백선희(2004)는 교

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및 지적 수월성과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심층

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백순근(2005)은 교직수행지능이라는 개념을 통

해 교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문지능(academic intelligence)과 실천지능

(practical intelligence)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

대에는 특히 실천지능이 요청된다면서, 이를 교직수행지능으로 명명하였다. 교직

수행지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교직수행지능이란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특정 영역이나 상황과 연계된 특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과

정보다는 일상생활이나 직업 현장에서 터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조금씩 상이하다. 

하지만 <표 2>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

직에서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지식, 수행, 태도 및 신념이라는 범주 안에서 정의

하고 있었다. 

교사 전문성에 관한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

는 일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학생 관리 및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지도, 연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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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정 업무 처리,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여러 복잡

한 일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가 전문성을 제

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

서 교사 전문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각 학자들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표 2>와 

같이 학자들마다 자신의 견해에 따라 지식, 수행, 심성 각각을 따로 강조하거나, 

둘 또는 셋 모두가 결합된 형태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수업 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교사의 전문성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것은 수업 전문성이다(손승남, 2005; 조호제, 윤근영, 2009). 수업 전

문성이란 수업을 잘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해당 교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서명석(2012)

은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란 양질의 교사 역량으로 무장하고 전문성과 자율성

을 최대로 발휘하여 해당 교과의 목표와 성취 기준에 학생들을 도달시키는 교사

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업 전문성의 요체를 밝히려는 노력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

루어져 왔으며, 앞서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수업 전

문성 역시 1) 지식 관점, 2) 수행 관점, 3) 심성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여기

에 4) 성찰 관점을 가미하여 수업 전문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1) 지식 관점의 수업 전문성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Feiman-Nemser & Parker, 1990). 지식 관점의 수업 전문성이란 교사가 교과지

식을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나 기

술 및 기능을 지니고 있으면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전문성이다

(최의창, 2009b). 이 관점은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지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다고 보고, 교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규명

하고 그 체계의 확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경혜, 2009). 초기에는 



- 17 -

교육 실천이 학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학문, 기초학문을 적용한 응

용학문, 응용학문을 적용한 기술의 순서로 교사의 전문 지식을 위계화하고자 하

였다(Schön, 1983). 따라서 교과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 또는 교과 내용학, 일

반 교육학, 교과 교육학, 그리고 이러한 기초 및 응용 학문을 교육 현장에 적용

한 교수 기술의 위계로 교직의 전문 지식을 체계화하였다(서경혜, 2005). 

학자 교사 지식의 구성 요소

Shulman
(1987)

▪교과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일반 교육학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내용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학습자 및 학습자 특성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교육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교육적 상황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
▪교육의 목표, 목적, 가치 및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ends, purpose and value and their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grounds)

Grossman
(1990)

▪교과 내용 지식                ▪내용교수 지식
▪교수 방법 지식                ▪상황 지식

Fincher 
Schempp

(1994)

▪학습자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육학적 지식
▪수업지도 지식

장한기
장흥석
(2001)

▪전공 지식                     ▪교과 관련 지식 및 정보
▪일반교양 및 상식              ▪교육상담 심리학
▪사회과학

L. S.
Shulman

J. H.
Shulman

(2004)

▪학과/내용/학제 간 지식(disciplinary/content/interdisciplinary knowledge)
▪교육과정 이해(curriculum understanding)
▪내용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실 관리와 조직(classroom management and organization)
▪교실 평가(classroom assessment)
▪공동체 확립(accomplishing community)
▪발달적 관점에서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측면에서의 학생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learners intellectually, socially, culturally, and 
personally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조동섭
(2005)

▪일반 교육학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과 수업 지식                 ▪상황 지식

표 3. 교사 지식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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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직의 지식 기반을 학문적 지식에서 찾고자 했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비로소 교직 특유의 지식을 밝히고 교직의 전

문 지식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Gardner, 1989; 

Murray, 1989). 그 대표적인 학자가 Shulman(1987)이고 Shulma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유목화하고

자 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밝힌 교사 지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표 3>과 같

다. 이와 같이 교사 지식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구분이 존재하나(Hoyle 

& John, 1995; McIntyre, 2005; Wilson, 2009),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교

사로서 필요한 대표적인 지식의 요소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특정 교과의 내용에 관한 지식인 교과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이 요구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안양옥, 

1995). CK는 특정 교과 분야의 체계와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세부적 사

실을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황은희, 2008). 교사가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단순히 잘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달하

는 내용이 왜 정당한 것이고, 왜 배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른 내

용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에게 교과 지식 그 자체를 뛰어 넘어 그러한 지식을 가르치는데 바

탕이요 밑거름이 되는 교육학적 일반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식에는 일반적

인 교실 관리 및 조직에 대한 원칙 및 전략이 포함되고(Shulman, 1987), 어떤 주

제나 개념을 가르치기에 가장 유용한 형식이나 비유, 예시, 설명, 증명 등 교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이 여기에 속한

다. 또한, 교육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해야 하며, 칭찬과 격려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교과를 가르치든 적용되는 교사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에게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이나 개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서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교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어떻게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인 내용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이 

요구된다. 내용교수 지식이라는 개념은 Shulman이 American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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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의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교사의 전문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

고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자 교사의 전문성을 알아보는 기준이 되었다(임청환, 

2003). Shulman은 교사의 지식 기반을 내용(content)과 교육학(pedagogy)으로 분

리하여 생각하던 것을 비판하고 내용과 교육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내용교수 

지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PCK는 교과 내용 전문가와 교사를 구분하는 결정

적인 속성으로 교사가 교과 내용들을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다(Magnusson et al., 1999). PCK가 

풍부한 교사는 학습자가 특정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체계적인 

비유, 삽화, 예시, 설명, 실연을 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

지 않도록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최근에는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를 사용한 운

동 동작 분석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출결이나 과제를 관리하는 방

법 등도 새로운 측면에서의 PCK로 제안되고 있는 추세이다(Tindall & Enright, 

2012). 

넷째, 교사로 하여금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지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침만이 존재한다(Chedzoy, 2012; 

Stevenson, 1991). 어떠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든 교사에게는 전체 교육과정을 꿰뚫

어 볼 수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지식을 소경희(2003)는 수평적 

교육과정 지식과 수직적 교육과정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평적 교육과

정 지식이란 해당 학년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학습지, 사진 및 동영상 

자료와 같은 대안적 자료에 대한 지식, 학생들이 한 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다른 

교과들의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수직적 교육과정 지식이란 동일 

교과 내에서 이전에 가르쳐졌으며, 앞으로 가르칠 내용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다섯째, 교사에게 학생의 수준과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가늠하는 학습자 

지식이 요구된다.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하강하여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엄태동, 2003). 학생의 연령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이들의 발달 

특성,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지식에 대해 그 구성 요소보다는 특성별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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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한 있었는데, Rovegno(2003)는 교사지식을 특성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자세히 열거하면, 실제 수업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

(teacher knowledge as practical knowledge), 개인의 경력, 가치, 지식, 교육 경험

과 관련된 개인적 지식(teacher knowledge as personal knowledge), 복잡한 일상

생활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teacher knowledge as complex), 실제 수

행을 통해 형성되는 상황적 지식(teacher knowledge as situated)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사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Tindall과 Enright(2012)

는 예비교사교육에서 교사지식의 성격과 교사가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열거하면, 교사에게 형성된 전문적 지식

이 거의 없다고 보고 지식을 채워줘야 한다고 보는 전통적 관점(traditional/craft 

orientation), 특정의 관찰 가능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기술을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행동주의적 관점(behavioristic orientation),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

들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개인적 관점

(personalistic orientaion), 관념적이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라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비판적 관점(critical 

orientation), 학문적인 관점에서 내용 중심으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

문적 관점(academic 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식 관점의 수업 전문성은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전문인, 기능적 전문인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

지만 많이 알고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여 반드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지식과 기능은 최소한의 필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제 아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수업 맥락에 맞게 이를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재구성하는 교사의 능력 또한 요구된다. 대표적인 교사 지식인 PCK를 

PCKg5)(pedagogical content knowing, Cochran-Smith & Lytle, 1993)로 바꾸려는 

의도도 지식 관점이 갖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식 이외에 또 다른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5) PCK를 PCKg로 사용한 이유는 고정적인 Knowledge보다 알아가는 Knowing의 중요성을 강조

한 것으로, 지식을 수업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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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 관점의 수업 전문성

수행 관점의 수업 전문성이란 교사가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수업 상황에 적용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전문성이다. 

교사의 수업 지식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맥락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만

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다 논하기는 어렵다(소경희, 2009; Shulman, 1986; L. 

S. Shulman & J. H. Shulman, 2004).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교사 전문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위가 높아질

수록 교사 전문성이 높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성병환, 정철영, 2008; 성화영, 

2006; 전승환, 나승일, 2006). 이러한 수행 관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귀결되고 있다. 

첫째, 수업 계획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교과 교육을 위해서

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수업 활동을 체계적

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소경희, 2003). 교사는 교육목표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맞게 다양한 수업 방법과 수업 자료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효율적

인 수업을 계획한다. 이때,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생들을 몇 모둠으로 

나누어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이며, 수업자료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설계하고 조직하게 된다. 이때, 교사에게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효과 및 한계

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수행 전문

성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업의 맥락에 맞게 적

절한 자료를 투입하거나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력 또한 포함된다(황규호, 2003).

둘째, 수업 운영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업 운영은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황규호(2003)는 

교사라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학습 과제나 활동들을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과 상호작용 속에 수업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황은희(2008)는 학생들이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자

극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에는 학생들과의 명료한 의

사소통 능력,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 수업 진행 과정

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다양한 수준 및 특성을 가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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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상대하며 문제 발생 시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교구가 없거나 학

생 수의 변동 등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능력, 돌발 상

황이나 학생들의 문제 사태에 빠르게 대처하는 순발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수업 평가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사는 수업 중은 물론이고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습을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평가

해 되돌려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훌륭한 교사라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을 표현하도록 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에 

대해 황규호(2003)는 평가 결과를 기록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

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학생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수

업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수정을 통해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

였다. 

넷째, 학급 관리 및 경영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사는 1:1 수업이 아니라 

1:다수의 수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교사라면 학급이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학급을 모둠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능력, 학급 규칙이나 절차를 실행하는 능력, 바람직한 학습 분

위기를 만드는 능력, 학급의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도록 이끄는 능력,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는 능력, 건강하고 활기찬 학급을 조성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수행 관점의 수업 전문성은 겉으로 보이는 교사의 행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식이나 심성 등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교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지 못

하였다. 결국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수업 전문성을 심성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

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심성 관점의 수업 전문성

수업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심성 관점의 수업 전문성이 있다. 심성 관점

의 수업 전문성이란 인성과 함께 감성, 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생을 가르

치고 지도하는 데 있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차원의 전문성을 말한다(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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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2011). 여기에는 교육은 물론이고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 교사로서의 인품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지식과 기능에 관심을 가

지거나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반성 능력에 관

심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것들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Korthagen, 2010). Campbell(2003)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간과해 왔다고 지적하였고, Korthagen(2004)은 교사의 지식과 행

동적 측면보다는 신념과 가치관, 인성과 감성적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하고 교사교

육에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외에서는 교사의 심

성 전문성을 뜻하는 ‘교직 인성(teacher dispositio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

으며(Diez, 2006), 교사교육자들 역시 수업의 규범성을 재확인하면서 인성적 자질

과 도덕교육 실천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mpbell, 

1997; Hansen, 2001). 

이러한 심성적 전문성과 관련하여 심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 또한 높

아졌는데, Sockett(2006)은 심성이란 교사들이 원래 지니고 있거나 얻게 된 정신

적, 행동적 덕목, 자질,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실천 속에서 드러나며 

실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복잡한 판단력을 필요로 하며 교육에 대해 지니고 있

는 근본적인 철학과 관련하여 발휘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성적 자질의 

요소에는 인격적인 덕목(자신에 대한 지식, 용기, 진지함, 신뢰), 인지적인 덕목

(신뢰, 정확성, 공정, 객관성), 배려적인 덕목(참을성, 민감성, 시민 정신, 자비심, 

세심함)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의창(2010)은 교육을 사랑하는 정도, 교육

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비롯해 학생을 대하는 태도, 교육에 대한 신념, 자신의 

교육관, 인의예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성은 교사 정체성의 요체로 체육교사로서 올바른 정체성의 확립은 

체육교육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신춘호, 2010; 조기희, 이옥선, 2012a). 

Palmer(2010)는 그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the courage to teach)』에서 

교사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치며, 자신의 정체성대로 가

르칠 때 학생들이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의 인품은 학생들에게 모범

이 되어 인성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최의창, 2007; Campbell, 2003). 

따라서 교사에게 이러한 심성적 측면의 전문성 발달이 교사교육에서 매우 절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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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적 전문성과 관련하여 Nespor(1987)는 신념,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신념체계를 정의하고, 교사의 경험 속에서 회상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신

념체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교사의 전반적인 사고와 수업활동을 결정짓는다고 하

였다. 교사가 처한 비구조화된 맥락과 환경 속에서 신념은 이를 이해하는 데 특

히 적합하기에 교사의 신념이 이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허은정

(2011)은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으로 태도 영역의 전문성을 들었고, 대표적인 

전문성으로 교직사명감과 자기개발 노력을 꼽았다. 교사는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

로 교사로서 잘 가르치려는 사명감 내지는 책임 의식이 투철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학생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4) 성찰 관점의 수업 전문성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전통적으로 내재적 능력과 외재적 능력, 더 나아가 지

식, 수행, 심성으로 설명되어지곤 하였다. 이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교

사의 수업 전문성으로 고집할 수도 없고, 각각의 요소가 통합되어 서로 상호작용

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해 세 전문성을 관통하는 성찰적 측

면 또한 수업 전문성의 구성 요소로 보고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좋은 수

업을 위해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반성하며 성찰하여 개선할 수 있는 힘이 교사

에게 필요하다. 

성찰 전문성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는 반성(reflection)의 중요성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반성과 성찰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면, 반성(反省)이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고, 성찰(省察)

이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4). 즉, 성찰은 

반성에서 더 나아가 두루 살피는 것을 의미하기에, 성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반성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성을 말할 때 Schön과 Dewey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과 

객관적 증거로 전문적 실행을 설명하는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을 비

판한 Schön(1983, 1987)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 

반성을 들었으며 교사 역시 실제의 맥락에서 반성적 사고를 펼치는 전문인으로 

규정하였다. 즉, 교사들도 전문가들처럼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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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성의 개념은 Dewey(1933)의 ‘반성적 사고’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Dewey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문제의식, 자료수집, 

가설설정, 검증, 일반화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의식의 흐름과 문제 중심

적인 사고를 서로 구분하고, 문제 중심적인 사고를 반성적 사고로 명명하였다(이

진향, 2002). 

반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는데, Schön(1983)은 전

문성의 핵심을 반성적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수행 중 다각

도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수행 중 반성(reflection-in-action)’과 수행 후에 사실

에 대해 반성하는 ‘수행 후 반성(reflection-on-action)’을 제안하였다. 이후 실

행의 맥락과 조건을 바꾸게 함으로써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수행에 

대한 반성(reflection about action)’도 제기되었다(Hargreaves & Fullan, 2012). 

이러한 반성을 현장에서 좀 더 구조화, 체계화되면 Lewin(1946)의 현장 연구

(action research)가 되는 것이고, 이는 수업 활동을 탐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일

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Oja & Smulyan, 1989). 

이와 같이 교사는 실천적 장면에서 즉각적으로 성찰을 활용해야 하며

(Grimmett & Erickson, 1988), 문제 중심의 접근으로 학생의 이전 경험, 지식, 기

능, 이해, 가치, 태도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반성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Capel & Blair, 2012). 반성은 수준에 따라 기술적 글쓰기(descriptive writing), 기

술적 반성(descriptive reflection), 대화적 반성(dialogic reflection), 비판적 반성

(critical reflectio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Hatton & Smith, 1995). 이러한 반성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Korthagen 등(2001)은 행동(Action),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

기(Looking back on the action), 본질적 양상의 인식(Awareness of essential 

aspects), 대안적 행동 방법 구상(Creating alternative methods of action), 시도

(Trial)의 과정을 거치는 ALACT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

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안된 반성적 능력이 교사들이 활용해야 할 

하나의 기술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정윤경, 2007). 이제 반성하고 살

펴서 수업을 개선하는 성찰 전문성을 수업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증

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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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수업 전문성

앞서 살펴본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체육수업 전문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좋은 체육수업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체육수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육수업 전문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등

체육과는 다른 초등체육의 특성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기반을 둔 초등교사의 체

육수업 전문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좋은 체육수업의 특성 

좋은 수업을 하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모든 교사들의 바람일 것이

다. 그렇다면 좋은 체육수업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

을 찾아보는 것은 체육수업 전문성을 논하기에 앞서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좋은 수업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

를 토대로 체육수업에 집중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을 잘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미소를 짓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냉랭한 반응에 자신감을 잃고 울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수업

이 지닌 생태학적 특성 때문인데, 교실 생태 연구를 실시한 Doyle(1986)은 수업의 

특성을 다양성, 동시성, 즉시성, 비예측성, 공개성, 역사성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결정짓는 여러 

특성들에 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하나의 좋은 수

업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의 관점만을 반영하는 좋은 수업을 개념화하는 것 또

한 어려운 일이다(Pratt,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Zemelman, Daniels, 그리고 

Hyde(1998)가 공동 집필한 ‘가장 훌륭한 수업’에서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수

업, 경험적인 수업, 반성적인 수업, 실제적인 수업, 전체적인 수업, 사회적인 수

업, 협력적인 수업, 민주적인 수업, 인지적인 수업, 발달적인 수업, 구성주의적인 

수업, 언어심리학적인 수업, 도전적인 수업은 지향해야 할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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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좋은 수업의 특성은 교사 중심 수업, 부분적인 

수업, 개인적인 수업, 경쟁적인 수업, 권위적인 수업, 암기위주의 수업, 위계적인 

수업, 객관주의적 수업, 수동적인 수업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황윤한, 1996). 

이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좋은 수업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Borich(1990)는 수업

의 명료성, 수업방법의 다양성, 과제활동에의 몰입 정도, 적극적인 참여, 학습 성

공률의 요소를 갖춘 수업이 효율적인 수업이라고 하였다. 송상현(2000)은 좋은 

수업에 대해 교사가 기대한 학습목표에 학생들이 충분히 도달하여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충족감을 느껴 다음 수업시간이 또 기다려지는 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화진(200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

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난

심, 양종모, 유정애, 정미경, 장연자(2001)는 수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수업,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 높은 집중력을 유지

하는 협동적 학습 분위기,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생평가를 실시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고 하였다. Pratt(2002)은 교사가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전달적

(transmission) 관점,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의 추론과 문제해결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발달적(developmental) 관점, 실제적인 과제를 현실적인 환경에서 수행하

는 것을 강조하는 도제적(apprenticeship) 관점,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배려와 격려를 강조하는 양육적

(nurturing) 관점,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이상과 변화 추구를 강조하는 사회 개혁

적(social reform) 관점에서 좋은 수업을 규정하였다.  

한편, 서경혜(2004)는 좋은 수업을 전달(transmission), 구성(constructivist), 관계

(relationship), 결과(product)의 네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달의 관점에서 

좋은 수업은 교과 지식으로부터 출발해 학생들로 나아가는 수업이며,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수업을 말한다. 구성의 관점에서 

좋은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출발하여 교과로 나아가는 수업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수업을 말한다. 

관계의 관점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져 교사와 학생 간에 활

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수업이고, 결과의 관

점에서는 계획된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의도한 수업 목표를 성취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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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권성연(2010)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좋은 수업의 특성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여 좋은 수업이란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학생의 사

전 지식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내용을 잘 조직화해 체

계적으로 설명하며, 교육 환경 및 분위기 측면에서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가 조성

되고, 교육 평가 측면에서 수업 과정과 통합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이라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좋은 수업에 대한 규명의 노력만큼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좋은 체육수업을 정

의하거나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체육수업을 위한 국가적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physical education)을 만들기 

위한 노력(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2004)은 좋은 체육수업의 기준을 제시

하려는 여러 행보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표

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우식(2004)은 좋은 체육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좋은 체육수업이란 학습목표에 도달하면서도 학생

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이라고 칭하였다. 이충원과 백종수(2008)는 체육 전공 

중등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체육수업 전에 ‘유비무환’의 태도로 수업 계

획 및 준비를 철저히 하는 체육수업, 수업 목표를 시의 적절하게 설정한 체육수

업, 수업 내용이나 과제가 학생들에게 흥미진진한 체육수업, 수업의 목표나 내용

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아 변화무쌍한 체육수업, 공평하고 타당한 평가를 실시

하는 체육수업, 일사천리로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체육수업,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체육수업, 화기애애한 수업 분위기

를 만드는 체육수업을 좋은 체육수업이라고 하였다. 류태호와 이규일(2009)은 현

장교사의 수업 실천을 분석한 결과 삶 교육, 신체 능력 향상, 신체활동의 이해를 

교육이념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천되는 수업을 좋은 체육수업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중형과 강효영(2012)은 초등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동시에 

알아보았는데,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실천도 잘하는 체육수업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수업, 교사와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수업인 반면 초등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잘 실천하

지 못하는 체육수업은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춰진 수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 공정하고 타당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정애(2002)는 연구대회 수상 수업,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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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좋은 수업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수업 등 총 40개의 수업 중

에서 교과교육 전문가, 교육행정가, 교사 등으로 구성된 8인의 위원회를 통해 최

종 7개의 좋은 수업 사례를 확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의미 있는 교수․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체육수업을 좋은 체육수업

으로 정의하였다. 

영역 구분 내용

관점

전달 ▪교과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육수업

구성
▪학생의 지식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체육수업

관계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체육수업

결과
▪계획된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의도한 수업 목표를 성취하는 

체육수업

특성

교육 내용

▪학생의 사전 지식과 흥미를 고려한 체육수업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중

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 체육수업
▪전체적 맥락 파악과 고차원적 사고(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개

발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한 체육수업

교육 방법

▪수업목표에 따라 학생이 기대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수업 매체를 활용하는 체육수업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
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체육수업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학생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고, 
직접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하는 체육수업

교육 환경
및

분위기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체육수업
▪학생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체육수업
▪규칙을 통하여 학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며, 신뢰와 존중 속에 민주

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의 체육수업

교육 평가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보장되면서 평가하는 체육수업
▪평소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절대평가, 또는 개인의 발전 정도에 따

라 수행평가를 하는 체육수업
▪운동기능, 지식 이해 및 적용과 함께 정서적, 심미적 측면의 평가

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육수업 

표 4. 좋은 체육수업의 관점과 특성(이성흠, 이준,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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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제공

하는 수업,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지도 방법이 시도되는 수업, 학습 과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수업을 좋

은 수업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사평가와 

동료평가를 병행하며 여러 측면을 아우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수업, 학

생들의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하고 변형한 체육교구를 활용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체육수업은 다양한 관점과 특징이 동시에 역

동적으로 작용하는 수업으로,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체육수업의 관점과 특성을 이성흠과 이준(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나.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체육수업 전문성

체육은 이전 시대에 치부되었듯이 낮은 지식과 기술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

준을 넘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Lawson, 1984), 이러한 체육교사의 전문

성에 대한 학문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다(Kirk, McDonald, & O’Sullivan, 2006). 

이러한 체육수업 전문성에 대해 Pascual(2006)은 체육교사의 ‘직무적 발달

(professional development)’과 함께‘인성적 발달(personal development)’이 요

구된다고 하였으며, 최의창(2010)은 ‘기법적 전문성(the technical dimension)’과 

‘심법적 전문성(the spiritual dimension)’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기법

적 전문성이란 교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 및 방법적 노하우에 관련된 차원이고, 심법적 

전문성이란 학생을 인간으로 대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

력으로 학생의 심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질 차원이라고 하였다. 이제행(2013)은 

전문성이란 한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형성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라고 

하면서 체육수업 전문성을 수업지도 능력, 학생 관리 능력, 교재 연구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데 체육수업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수업 전문성과 같이 크게 지식 관점, 수행 관점, 심성 관점, 

성찰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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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 관점의 체육수업 전문성

교사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의 개념적 지도와 함께 교과만의 독특한 탐구 방식

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또한 잘 알아야 한다(김선구, 

2009).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체육수업 전문성과 지식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Graber, 2001). 스포츠교육학의 연구들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사고과정과 수업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이재용, 2001; 

Schempp, 1993), 이러한 지식은 유능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상황 속에서 융통

성 있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믿었다(손천택, 1996). 따라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형태와 함께 교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교사가 새로운 

지식은 어떻게 학습하며,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생각해내고, 어떻게 이들을 조화

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Tsangaridou, 2006). 교직에 

갓 입문한 초임교사와 경력이 많은 경력교사 간의 지식, 생각, 그리고 행동을 비

교하고 대조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Berliner, 

1986). 

현재까지도 많은 교육학자들과 교육실천가들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교

과 내용 지식과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적 지식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Feiman-Nemser & Parker, 1990; Grossman, 1990). 이러한 토대는 Shulman(1987)

이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중요시하는 응용과학적 교수관이 아닌 교

육내용의 질적 전환을 중요시하는 대안적 교수관을 제시하면서, 교사에게 요구되

는 지식의 요소를 분류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교과내용 지식, 내용교수 지식, 

교육과정 지식을 교과별로 다른 특수한 지식으로 구분했는데, 교과내용 지식

(content knowledge)과 내용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Grossman, 1990), 이 두 지식이 교사 전문성의 

요체로 여겨지게 되었다(Rovegno, 2003; Tsangaridou, 2006). 

지식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면, Rovegno(1992)는 예비 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안에서 내용교수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예비 체육교사들은 교과내용의 일반적인 개념부터 좀 더 깊은 

수준으로 교과내용을 점진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교과내용 지식과 내용교

수 지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양옥(1993)은 교과내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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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체육교사가 수행하는 수업 계획과 실제 수업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Romar(1995)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게임을 권하지만 게임의 전략이나 전

술과 관련하여 비교적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단위 수업들이 계속 이어지기 

보다는 연계성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만의(2000)는 체

육교사의 자질 요소 중 교사 전문 지식을 고찰하고 초등학교 체육교사교육에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고문수와 손천택(2003)은 직전교사교육에서 전공 실기 과목

이 지식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준 반면, 교과교육학 과목은 수업 지식 형성에 다

소 부정적이었고, 임용시험과 대학원 교육이 수업지식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식 관점의 전문성은 체육교사들이 배워야 할 지식은 과연 무엇인지

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Fernandez-Balboa, Barrett, Solomon, 

& Silverman, 1996). Siedentop(2002)은 체육에서의 내용 지식에 대한 글을 썼는

데, 체육의 학문화 운동으로 인해 예비교사들이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운

동 역학,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역사 및 철학 등의 지식들을 배우고 있지만, 교사

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장차 가르칠 학생들이 배우게 될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합당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해서 체육수업을 잘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교사들이 현실에 안

주하지 않고 체육수업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자 노력한다면 자신의 수

업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조미혜, 홍희정, 김승

환, 2013).

    2) 수행 관점의 체육수업 전문성

체육수업 전문성을 교사 수행 관점에서 바라보며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수행동 및 바람직한 교사 유형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교사의 교수

행동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 및 동기와 의식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이러한 교수행동은 유형화되는데, 교수유형은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교사가 선호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특징적인 행동들을 

말한다(Darkenwald, 1989).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교사의 행동이나 유형이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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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이제

행, 2005; Solomon & Lee, 1996). 또한, ‘효과적 교사들(effective teachers)’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교육학적 행동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sangaridou, 2006). 

엄성호와 김병준(2003)은 지도와 격려 위주의 교수행동은 학생의 체육 내적동

기를 높이며, 반대로 처벌과 통제 위주의 교수행동은 학생의 체육 내적동기를 떨

어뜨린다고 하여, 체육교사에게 지도와 격려 위주의 교수행동이 요구됨을 피력하

였다. 류민정과 표내숙(2006)은 교사의 설명, 지도, 칭찬 등의 지도 및 격려 위주

의 교수행동이 학생의 재미, 흥미, 유능감을 높이며, 반면 통제와 처벌 및 행동에 

대한 무반응은 학생의 흥미와 유능감을 감소시키며 불안과 긴장감을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 남인수(2010)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교수행동 중에서, 자율

적 교수행동은 내재적 동기와 동일시 조절, 그리고 체육수업 만족의 하위요인 모

두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반면에, 통제적 교수행동은 무동기에 정적 영향을 주고, 

체육수업 만족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부정적임을 설문조사로 밝혔다.

Tsangaridou(2006)는 효과적인 교사에 관한 여러 연구물들이 학생에게 적합한 

피드백, 명확한 질문, 그리고 지침․설명․시범의 제공을 효과적인 교수 행동으로 꼽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교사들은 학년 초에 수업의 규칙과 루틴을 만

들고, 예방 및 관리 기술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학급을 모니터하고 감독한다고 

하였다. Capel과 Blair(2012)는 체육교사가 왜 특정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지에 의

문을 제시하며 체육교사의 효과적인 가르침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전문성

을 갖춘 교사는 목적에 맞는 합당한 교수 전략을 사용하고, 교수 상황에 맞게 유

연하고 반성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 수행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

다면, 바로 ‘실제 학습 시간(academic learning time-physical education: 

ALT-PE)’일 것이다. 실제 학습 시간이란 수업 시간에서 수업 관리에 소요된 시

간이나 대기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실제 학습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말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효과적인 교사는 내용을 계열성 있게 가르치며, 모든 

학생들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습 시간을 최대화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ink, 2003; Siedentop & Tannehill, 2000). 

수행 전문성과 관련한 연구 중에서 Rink와 Hall(2008)의 연구는 수행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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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밝힌 잘 가르치는 교사의 

특징을 범주화하면 <표 5>와 같다. 

구분 내용

교실
▪긍정적이고 학습 환경을 자극
▪체육수업이 잘 구성되어 있고, 기대치가 명확함
▪좋은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감

교사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발전적으로 적합한 내용을 선택
▪참여를 지향하는 학습과 긍정적인 경향들을 생산하는 수업을 함

수업
관리

▪장비, 공간, 시간, 사람 관리를 잘함
▪일정한 루틴을 세우고 명확한 신호를 사용
▪학생들이 어떤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

과제
제시

▪도전할 만하면서도 성공 가능한 과제를 제시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행하고 세련되게 함
▪과제 수행 시 학생의 실천을 관찰하고, 움직임을 분석하며, 단서를 제공해 

학생들을 과제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함

설명 
피드백

▪ 설명이 간결하고 명쾌하며, 바람직한 시범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
를 소통하지 않도록 함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피드백을 사용하며, 영상 자료,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 다양한 피드백을 사용

표 5. 잘 가르치는 교사의 특징(Rink & Hall, 2008 참고)

지금까지 알아본 수행 관점의 체육수업 전문성은 ALT-PE를 관찰하여 측정하

는 것과 같이 수업에서 관찰되는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내면과 

속마음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체

육수업 전문성을 심성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요소를 밝히려는 움직임들이 나타

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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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성 관점의 체육수업 전문성

교사들의 교수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과 신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최의창, 2010).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지식과 

기능의 능력적 차원 못지않게 인성, 덕성, 감성을 포함하는 심성적 전문성이 요

구되고 강조되고 있다. 가르치는 일은 지식과 기능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일이

다. 교사에게는 윤리적이며 규범적인 훌륭한 심성이 요구된다(Lund, Wayda, 

Woodard, & Buck, 2007).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문성

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심성 관점의 전문성에 대

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최지영, 김민강, 2007). 

교사의 심성적 측면은 교수 행동을 결정하기에 교사의 교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나,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주변

으로 밀려나거나 제외되곤 하였다(Rink, 2005; Siedentop & Tannehill, 2000). 최의

창(2011)은 교직에서 심성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전문인의 

인간적 덕목과 윤리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행히 최근 교사의 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들에서 교사의 체

육수업 전문성으로 심성적 전문성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지은(2006)은 좋은 체육교사의 요인으로 친구 같은 교사, 재미있는 교사, 대

화하는 교사, 노력하는 교사, 칭찬하는 교사를 들었는데, 이는 지식이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심성적 측면에 더 가깝다. 박재정(2007)은 동일한 환

경이나 수업 상황에서도 체육수업에 대한 교사의 신념 유형에 따라 체육수업의 

운영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적인 

환경 조건보다는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이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하

나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현우(2010)는 체육교사의 설명과 

시범 속에 붙어 드러나는 어투, 어조, 표정, 몸짓, 사랑, 열정과 같은 간접교수행

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육교사의 체육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인성적 

소양 등의 개인적 자질의 함양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운동기능과 과학적 지식 습

득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교육철학 및 교사의 자질, 그리고 교사의 인성적 

측면에 중심을 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대형(2012)은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량 및 역할을 탐색하면서 교사의 인간적인 품성과 자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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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어떤 전문성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문수(2012)는 교

사에게 요구되는 교직윤리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첫째, 자기 관리의 윤리로 가치관과 철학의 확립, 원만한 인격의 수양과 건전

한 교육관 확립, 건강한 심신의 단련 및 유지, 교과 전문성의 함양, 변화 마인드

와 개척 정신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생과의 윤리로는 솔선수범, 학생의 인격 

존중, 공평한 지도, 학생의 비밀 보장 등을 들었다. 셋째, 교원 상호 간의 윤리에

는 수직적인 존경과 신뢰 관계, 수평적인 화합과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

다. 홍애령(2012, 2013)은 무용교육에서 무용교육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능력적 

자질과 심성적 자질로 구분하고, 심성적 자질로서 정신, 안목, 전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실천을 꼽았다. 이제행(2013)은 좋은 체육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지도 

능력, 학생 관리 능력, 교재 연구 능력과 같은 외적인 능력과 더불어 지도가치신

념이라고 하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이러한 개인적인 심성은 체육수업 전문성으로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

니라 계속적인 체육수업 전문성 함양 측면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체육수

업 전문성 발달은 개인적, 조직적, 제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중 개인적 

요인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이라는 개인적 

성향이기에 체육수업 전문성 함양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된다(김성천, 2007; 김정

미, 2001). 또한, 교사가 이러한 심성을 갖춘다는 의미는 교사가 지식, 능력, 신념 

등에 있어서 실제적인 노력과 실천을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강지아, 2010). 결

국 체육수업 전문성은 밖으로부터의 강제적인 주입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안

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의 신념

은 물론이고, 가치관,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심성 관점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성찰 관점의 체육수업 전문성

성찰 관점의 체육수업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990년대 들어서

면서 강조되어 온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의창, 1995; Hargreaves, 2000; Schön, 1983). 반성적 실천가란 반성적 탐구 능

력을 지닌 교사로,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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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야 말로 교사 전문성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오욱환, 2005; Graham, 1991; 

Lawson, 1990; Lee & Choi, 2013; Lyons, 2010). 

반성은 매일의 가르침을 반성하는 미시적 반성(micro reflection)과 일정 기간의 

가르침을 반성하는 거시적 반성(macro refle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Tsangaridou & O’Sullivan, 1997). 이러한 미시적 반성은 흔히 ‘수행 중 반성

(reflection-in-action)’과 ‘수행 후 반성(reflection-on-action)’으로 구분하고, 

이때 ‘수행 중 반성’은 실천 맥락 속에서 연구자가 하는 반성으로, 실시간 행

동 중에 상황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다(Schön, 1983). 따라서 교사에

게는 체육수업에 임함에 있어, 교수․학습과정안에 담긴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고

수하기 보다는 유연성 있는 사고로 성찰 전문성을 발휘해 수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제가 수업 목표 도달에 적절한지 

살피고,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세련되게 바꾸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같은 내용의 체육수업이라도 교사의 적극적 반성과 반성적 실

천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체육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Hellison & Templin, 

1991). 

체육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성찰은 계속된다. 이러한 성찰은 여러 수준으로 계

층화되는데, 이유나 정당화를 제공하되, 기술적 성격이 강한 기술적 성찰,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분석적 성찰, 다수의 관점을 참조하여 행동과 

사건을 규정하고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반성하는 비판적 성찰 등 그 수준

을 달리한다(Korthagen, Kessels, Koster, Lagerwerf, & Wubbels, 2001; Korthagen 

& Vasalos, 2005). 예를 들면,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육이 진정 모두를 위한 것인

지, 남학생이나 재능 있는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현행 체육과 교육

과정에 의해서 어떤 사회문화적 가치들이 정당화 되는지도 깊게 고민할 문제이

다(Penny & Evans, 2012). 또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던

지기, 구르기, 뜀뛰기, 달리기 등의 움직임 기술인지, 댄스와 육상과 같은 신체활

동인지, 해부학내지 생리학과 같은 움직임 관련 이론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

다(Murdoch & Whitehead, 2012). 

Zwozdiak-Myers(2012)는 반성의 수준을 기술적 반성(descriptive reflection), 비

교적 반성(comparative reflection), 비판적 반성(critical reflection)으로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반성적 실천의 차원을 개인적 향상을 위해 가르치는 법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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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학급 연구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이를 실천과 연결하기, 개인

적 이론과 신념에 질문하기, 대안적 시각과 가능성 고려하기, 새로운 전략과 아

이디어 도출하기, 모든 학생의 잠재적 학습 극대화하기, 수업의 질 올리기, 수업

의 질 향상에 계속 힘쓰기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Siedentop과 Tannehil(2000)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가르침은 교수가 아니라고 

했듯이,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스스로 세심하게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자신의 경험과 실천에 대

한 반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반성 행위 자체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더욱 효

과적일 수밖에 없다(Korthagen et al., 2001). Elliot(1991)은 이를 메타적 반성이라

고 제안하였는데, 메타적 반성이란, 이미 자신이 행하였던 일련의 반성적 행동에 

대한 반성을 말한다. 즉, 교사는 자신의 체육수업을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대상인 학생은 물론이고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에 대한 성찰까지도 요구된다.  

  다. 초등체육과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앞서 알아본 체육수업 전문성을 초등체육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등체육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엄태동(2003)은 중등교육과는 다른 초등교육의 개념을 다

시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등교육은 성인의 교과와 교육방법을 쉽게 꾸며 

제공하는 ‘초급의 교육(elementary education)’이 아니라 성인의 것과 구분되는 

교과와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교육(primary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체육교육은 중등체육교육에 비하여 

실행연구도 미비하고 이론적 근거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Hunter, 2006). 초등체육

의 제일 큰 특징은 분과 중심의 중등체육과 달리 학급담임제에 의한 통합적 접

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초등학생들은 담임교사와의 체육수업에서 교사

의 자신감, 지식, 성향 등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Morgan & Bourke, 2005). 

또한, 초등체육은 성장기에 있어 기능이나 기술적으로 미숙한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준비적, 발달적 성격이 강하기에, 단순히 중등체육의 축소 

또는 약화된 형태가 아닌 질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박종국, 

2004; Thomas & Thomas, 2008). 따라서 이러한 초등체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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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체육 교과만의 본질적인 특성과 함께 초등교

육의 공공성, 전체성, 평등성이라는 이념과 기초성, 형성성, 발달성, 통합성, 전인

성으로 귀결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유승희, 

2000; 정재걸, 2003). Jess(2012)에 의하면 초등체육은 학생 발달적으로 적합해야 

하고(developmentally appropriate), 자기 주도적이고 개별 맞춤식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하며(self-organizing and emergent), 많은 것을 포괄해서 가르쳐야 하

고(inclusive),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connected), 실제 삶에서도 즐길 수 있

도록 해야(lifewide)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체육을 규정하는 여러 문헌들

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었

다.  

첫째, 체육 교과 측면에서 초등체육은 체육이라는 교과에 처음으로 접하는 초

등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낭만 체육이어야 한다(박종

국, 2008; Howells, 2012; Whitehead, 1929). 초등체육은 체육에 대한 첫인상을 좌

우한다. 평생체육의 시발점이 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체육은 정확한 동작이나 규

칙 또는 숙련된 기술이나 전략보다는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체육 경험이 긍정적이고 재미있어야 평생에 걸

쳐 체육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Pickup, 2012). 이를 위

해 초등체육에서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식으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Cooper, 2004; Griggs, 2012; Marsden & 

Weston, 2007). 왜냐하면 놀이 식 체육수업에서는 특정한 승자가 없고, 개개인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적인 활동이 되어, 경쟁 위주의 체육수업에서 맛

보는 지속적인 패배감보다는 체육의 내재적 가치인 즐거움이나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Wright, 2004). 

둘째, 스포츠 측면에서 초등체육은 체육에 입문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을 안

내하는 입문 체육이어야 한다(Oakeshott, 1967). 체육이나 스포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과로, 우리 인류가 가치 있다고 여겨 전해 내려온 인류의 문화유

산이다. 그 속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르칠만한 가치들이 내재해 있기에, 

이러한 체육의 참맛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

다(Pickup, 2012). 이를 위해 ‘하기’ 중심의 신체활동과 더불어 인문적 체육활

동을 통해 체육을 여러 측면에서 맛보고 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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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이디어로는 7행도가 있다. 7행도란 체육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곡(음악), 점(미술), 수(시), 편(영화), 권(책), 구(좋은 글귀), 문(글쓰기)의 7가지 간

접체험활동을 말한다(조기희, 박성혜, 오대균, 강지웅, 2013; 최의창, 2010). 따라서 

신체활동과 더불어 이러한 인문적 체육 활동을 통해 체육을 몸으로 하고, 마음으

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적 측면에서 체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 체육이

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학습의 기초, 공동체의 기초, 삶의 기초 교육적 측면이 강

하다(김정효, 이해지, 2004). 결정적 시기의 음성언어의 습득, 문자언어의 습득, 

대수의 필수 요소 학습이 중요하듯이(박종국, 2008), 초등학교 시기의 움직임 능

력을 포함한 운동소양6)(sport literacy, 최의창, 전세명, 2011; Whitehead, 2001, 

2010)의 통합적 체험은 체육 학습은 물론이고 생애 전체의 체육 활동 및 스포츠 

참여의 기반이 된다(Gallahue, Ozmun, & Goodway, 1998; Malina, 1996). 따라서 

초등체육에서는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fundamental motor skills: FMS)을 포함한 

운동소양의 함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Chedzoy, 2012; Pickup, 2012). 하지만 여

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은 훈련과 평가가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 속

에서 자연스럽게 향상시켜야 하고(김방출, 조기희, 2013), 각자의 신체 특성에 맞

는 활동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오래 호흡하고, 땀을 흘리며, 체력을 발달시키고, 기술들을 배우며, 

평생의 활동을 준비하고, 격렬한 신체활동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Thomas & 

Thomas, 2008). 또한, 평생토록 체육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

관 형성 또한 초등체육의 몫이다. 초등체육이야말로 체육 학습을 주체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체육 학습 활동의 보람을 지속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 학습(meta learning)이 되어야 한다(엄태동, 2003). 이를 

위해 초등체육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신체활동 가치의 기초를 닦는 

가운데(교육과학기술부, 2011),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운동 참여 경험을 통해 신체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깨

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등체육은 삶 전체를 통해 꾸준히 

6) Whitehead의 physical literacy와 유사한 개념으로 평생 체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요구되

는 소양으로 운동을 제대로 하고(운동능), 운동에 대해 온전히 알며(운동지), 운동을 올바로 

대하는 성품(운동심)을 하나로 지칭하는 말이다.



- 41 -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길러주는 체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Morgan & Hansen, 2008b; Rink & Hall, 2008). 

넷째, 초등체육은 학급 담임교사가 다른 여러 교과와 함께 가르치기에 초등교

육적 측면에서 연계 및 통합 체육이어야 한다. 아직 미분화되지 않은 눈으로 세

상을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다면 실제 

생활과 연결된 방식으로 체육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Jess, 2013). 이는 

Almond(1989)가 놀이로 통합된 1단계, 스포츠와 유사한 형태의 2단계, 스포츠의 

3단계로 교육 시스템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초등교사

에게는 타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수평적 확장 능력이 요구된

다(김경자, 김민경, 이경희, 정미화, 조미경, 2004). 그리고 학생들이 접하는 실생

활이 통합되어 있듯이 교과 영역을 넘나들며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고, 교육공

동체 밖의 사람들과도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연계적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

(Young, 1998). 이는 교실 환경 자체가 통합적이고, 수업 내용과 학생의 경험이 

통합적이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성은, 권리라, 윤연희, 2004).

다섯째, 교육적 측면에서 초등체육은 전인을 양성하는 전인체육이어야 한다(최

의창, 전세명, 2011; Haydn-Davies, 2012). 전인교육이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며,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홍신기, 2007). 따라서 전인체육이라 함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활

발히 움직이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움직임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Pickup, 2012). 최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의 목표를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육’으로 규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옛 문

헌인 논어에서도 문교(文敎), 행교(行敎), 충교(忠敎), 신교(信敎)를 통해 성인, 군

자의 궁극적 덕(德)인 인(仁)을 실현한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홍신기, 2007). 이러

한 전인교육은 산술적으로 더해질 때 전인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교과목 간의 분

업체제가 아닌, 입체적, 기능적, 유기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홍은숙, 2009). 

즉, 하나의 교과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측면을 동시에 가르칠 때 

전인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인교육이란 ‘지’에 

대한 교육, ‘덕’에 대한 교육, ‘체’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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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 ‘덕’적인 측면, ‘체’적인 측면 모두를 아

우르는 온전하고 총체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체육수

업 또한 이와 같은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이러한 교육적 의도가 융합된 체육수업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Haywood & Getchell, 2009).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은 위와 같이 낭만 체육, 입문 체육, 기초 체육, 연

계 및 통합 체육, 전인 체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육수업을 하는 데 요구되는 체육수업 전

문성은 초등체육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적 측면을 아는(know) 지식 

전문성, 실제 초등체육수업에서 나타나고 행해지는(act) 수행 전문성, 초등체육수

업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로 느끼는(feel) 심성 전문성의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는 것을 바탕으로 초등체육의 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think) 반성하는 성찰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체육수업 전문성은 위와 같은 성찰적 전문성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총체적 관점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Charles, 2002; Korthagen, 2004),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그림 2>와 같이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이 통합된 형태로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체육수업 전문성의 구성요소

이러한 접근은 예비교사교육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Feiman-Nemser(2008)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learning to teach)’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Feiman-Nemser는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교사처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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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know like a teacher), 행동하고(act like a teacher), 느끼고(feel like a teacher), 생각

해야(think like a teacher)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식 전문성은 아는 것, 수행 전문성

은 행동하는 것, 심성 전문성은 느끼는 것, 성찰 전문성은 생각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3. 전문성 증진을 위한 현직교사교육의 유형

현직교사교육은 구조화된 경험이어야 하며,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최종 수혜자는 학생이어야 하고, 교수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확장시

키려는 헌신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O’sullivan & Deglau, 2006). 현직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교원연수, 교원현직교육, 교원현직연수 등의 용

어로, 국외에서는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지속적 전문성 개발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지속되는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현직교육훈련(in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of teacher: INSET) 등의 용어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

되고 있다(이윤식, 유현숙, 최상근, 1993). 이는 사회와 시대에 따른 현직교사교육

의 역할과 기능이 달랐기 때문이나, 근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박종률, 2006). 현대 사회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교사와 학생 간의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현직교사교육이 생애교육, 평생교육, 계속

교육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에서 중요시되고 있다(조순묵, 2009; Kennedy, 2005). 

현직의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거나, 교과연구회 활동을 하거나, 선배 

교사들로부터의 조언 등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현직교사교육을 통해 자신이 직면

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Stroot & Ko, 2006). 또한, 형식적 차원의 배

움 활동(formal learning activity)과 비형식적 차원의 배움 활동(informal learning 

activity)이 공존하는데(Akiba, 2012), 장경환과 이옥선(2014a)의 연구에 의하면 경

력이 올라갈수록 형식적(연수, 장학, 컨설팅, 교과교육연구회) 및 확장적(서적, 웹

사이트, 교재, 체육 동호회) 참여에서 비형식적 및 선택적 참여의 경향성을 띤다

고 하였다. 이중 외적인 지원으로서 교원 연수, 교사 멘토링, 장학, 수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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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핍 모형 성장 모형 변화 모형 문제해결 모형
전제
조건

교원양성기관의 
배움 미흡

교원 전문성의 
진행형

사회와 학교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교현상의 복잡 
다원화

연수
목적

교사로서의 기본 
역량 강화

교원 발달 변화에 적응 문제 해결

연수
기간

단기 중기 중기 단기

연수
사례

신규교사연수 개인중심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

학교중심연수

표 6. 교원 연수 모형의 특징 비교(윤여탁, 2012 참고)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같은 현직교사교육(권민정, 김경숙, 2011; 변귀자, 2006; 

양정모, 2011; 이영국, 2008; 이재용, 2011a, 2011b; 이재용, 김재운, 2007; 정상진, 

박대원, 박종률, 2013)은 내적인 노력으로서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김승재, 박

인서, 2007; 박정준, 최의창, 2010; 이대형, 2012; 이효신, 조한무, 2005; 조순묵, 

이기천, 최의창, 박종률, 2002)과 함께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에 일조하

고 있다.

  가. 교원 연수

가르치는 일은 교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본업임

에 틀림없다. 이를 잘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대표

적인 현직교사교육으로 ‘연수’가 있다(김선일, 조미혜, 2010). 연수의 개념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되나 일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수’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훈련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수는 예비교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매체 등을 

받아들여 전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교사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조순묵, 2009). 이러한 교원 연수를 윤여탁(2012)은 모형으로 구분하였

는데, 이중 일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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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사 연수는 그 성격과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

나 교육부(2013)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연수기관 중심, 단위학교 중심, 개인 중

심 연수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3. 연수의 종류(교육부, 2013)

연수중에서 자격연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및 교장의 자격을 얻게 되는 연수이고, 직무연수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 스스로 신청하는 연수이며, 특별연수는 학습 연구년제, 학위 취득 목

적의 대학 위탁 교육, 교원 해외 유학, 부 전공 및 복수 전공 자격연수, 해외 체

험 연수 등을 말한다. 이러한 연수들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전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꾀하며, 자아 성장과 교직 전문성 발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행되어 왔다(유정애, 2000). 연수는 정부 주도의 대표적인 현

직교사교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교직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연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고 나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체육 관련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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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모든 교사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코스

로 이수 시간도 그 어떤 연수보다도 긴 연수이다. 특히 연수 점수는 같은 또래의 

동료교사들과 상대적 평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 

점수가 승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연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성이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으로 연결

되기 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다(김영태, 김희복, 2005; 조순묵, 2009).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180시간 연수에서 

90시간 연수로 바뀌었다(대통령령 제23608호, 2012.02.03.). 연수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연수 시간은 연수를 받는 

교사들에게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동시에, 연수 강사에게는 촉박한 시간으로 가르

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연수가 도입되는 등 연수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도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체육 연수를 온라인상에서 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다른 연수들

에서도 연수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연수 결과 평가의 공정성 부족, 연수 교육과

정의 체계성 미흡, 연수 일정 및 방법의 부적절성, 실질적인 연수 기회의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이윤식 등, 1993). 김동석, 유현숙, 서민원, 김성

기(1999)는 연수가 자율적인 성장기제로 활용되기 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관리 

위주의 수단적 가치에 얽매여 있는 점,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수요와 학교 현장

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 연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연수 방법과 운영 

체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다양한 연수기관들의 질적 성장을 

고무시키는 인센티브 및 평가체제의 미흡 등으로 연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근래에는 승진을 위한 점수 관리 목적으로 연수를 받게 

되면서 교사의 전문성 증진이라는 연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교사들에게 경제

적 부담을 주게 되었으며, 연수를 받느라 오히려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강원근, 2000). 이러한 제도적인 현직교사교육의 

미흡도 있겠지만 교사들의 체육연수에 대한 수요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되

고 있다(김영식, 임종호, 2002). 교사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 연

수를 제외하고는 승진이나 호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특별히 체육연수를 

받지 않아도 교사로 근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현실이다(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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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택천, 2002; 문호준, 박종률, 2004).  

지금까지 대표적인 현직교사교육인 교원 연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수는 일정

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수의 교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현직교사교육임

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교직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각각의 교육 경력에 맞는 체

계적인 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리고 연수의 내용 또한 교원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 교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김대진, 2009). 특히 누구나 받게 되는 1

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평가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전문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이나 정보 교환을 차단하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정작 배우고 나누어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전문성 측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암기 위주, 평

가 위주, 경쟁 위주, 실적 위주의 연수에서 탈피해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에 초점

을 맞춘 현직교사교육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무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성기훈, 이승배, 2014). 

  

  나. 장학

흔히 현직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교사교육을 꼽는

다면 ‘연수’와 함께 ‘장학’을 들 수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목적

으로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지도 및 조언 활동을 말한다(이

윤식, 1999). 장학에는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등 다양한 장학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최종호와 김창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에서 장학담당

자와 학부모들은 임상장학을 선호하지만 장학 수혜자인 교사들은 동료장학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은 장학을 담당하는 장학사의 수업 

전문성 부족, 장학 기준의 미흡, 장학 전문가 선발 및 보상 체제의 미흡, 장학을 

하기에 부족한 시간, 장학에 대한 의지 부족, 현장교사에게 조언하기 어려운 문

화, 현장교사들의 폐쇄성, 형식적인 장학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

화진 등, 2006). 

장학과 관련하여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Metzler(1990)가 

교사의 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교수기술을 개선하고자 ‘체육수업 장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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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education instructional supervision model: PEIS)’을 제안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체육 장학과 관련한 연구들이 속속 이루어졌는데 다른 교

과와 마찬가지로 체육 장학 또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여건들이 비교적 잘 갖

추어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취지에 비해서 현장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을 위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재용, 김재운, 2007). 이는 현장에서 

체육 분야와 관련한 장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장학의 대부분

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승배, 김택천, 박윤혁, 2010). 특

히 초등체육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장학을 담당할 인원의 절대 부족, 교사들의 업

무 과중으로 인한 장학 기회의 부족, 장학 담당자의 지원체제 미흡, 장학 협의 

방법의 부적절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강경문, 1998).

전통적인 현직교사교육의 대표적인 두 축은 연수와 장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

부분의 연수가 학교의 교원들을 학교 밖으로 불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

는 방식이었다면 장학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맥락을 고

려하려는 현직교사교육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찾아가는 현직교사교육

인 장학의 경우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하향식(top down)으로 이

루어져 현장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상장학

이나 동료장학 등 새로운 형태의 장학이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역부족이었고, 이

에 대한 반성의 노력으로 최근 수업 컨설팅이 현장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추

세이다. 

  다. 수업 컨설팅

그동안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종 연수들이 이루

어져 왔으나, 이러한 활동들이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조

순묵, 2009). 체육수업 장학 역시 지시나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수업 전문성 증진

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종형, 

2002). 이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던 선택적 장학이나 자율 장학 역시 학교 현

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업 컨설

팅이다(정상진, 박대원, 박종률, 2013). 수업 컨설팅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요

청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진단, 협의, 조언, 자문, 지원함으로써 자생적 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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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직교사교육이다(진동섭, 2003; 홍혜

인, 2014). 특히 참여 교사 간 수평적 관계를 기본 원리로 강조하기에, 기존 장학

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권민

정, 김경숙, 2011; 이재용, 김재운, 2007). 현재 수업 컨설팅은 2010년 지역교육청

이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이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중심 

활동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이러한 수업 컨

설팅에서는 교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경험이 풍부한 수석교사, 수업 컨

설팅단원, 교육지원청 선발 교사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중등 체

육의 경우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체육교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대

한체육회가 컨설팅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수업 컨설팅은 수업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신청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

문에 기존 장학이 가진 피장학자의 폐쇄성을 탈피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된 컨설팅 요원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개선을 도울 수 있다(이용숙, 2006). 수업 컨설팅은 일

반적으로 수업 관찰, 면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확인 및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 및 조언을 통해 교사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이화진, 오상철, 홍선주, 2007; 주삼환, 2003). 지금까지 이

루어진 수업 컨설팅 관련 연구들은 수업 컨설팅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 밝힌 

연구(김도기, 2005; 명재연, 2005; 변귀자, 2006; 진동섭, 김도기, 2005; 진동섭, 김

효정, 2007; 진동섭, 홍창남, 2006), 수업 컨설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한 연

구(김병주, 이임숙, 민병조, 2008; 김희필, 김효심, 김영용, 진순실, 2009; 최선영, 

노석구, 2008) 등이 이루어졌다. 

체육 분야에서도 체육 교과 수업 컨설팅에 관한 연구(이재용, 김재운, 2007), 

체육교사의 수업 컨설팅 실행 경험을 토대로 교사 전문성의 요소를 탐색한 연구

(권민정, 김경숙, 2011), 체육 교과 수업 컨설팅을 통한 예비교사의 수업지식 변

화를 조사한 연구(이재용, 2011a), 초등학교 체육수업 컨설팅의 매커니즘과 교육

적 의미를 밝힌 연구(양정모, 2011), 수업 컨설팅을 통한 초등교사의 체육 내용교

수 지식 형성에 관한 연구(양정모, 박재정, 이동호, 2012)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재용과 김재운(2007)은 체육수업 컨설팅이 기존 장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체육 장학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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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업 컨설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수업 컨설팅의 근본 취지가 퇴색

되고, 실적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체육수업 컨설팅 협의 과정이 칭찬 일색의 형식적 수업 협의로 이루어지고, 수

업 관찰 평가서 역시 정해진 항목에 평점을 매기거나 수업 관찰한 내용을 단순

하게 기술하여 실제 수업 개선을 의뢰한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이화진 등, 2006). 심지어 교사들의 자발성이라는 근본 취지를 잃고 학교 차원의 

권유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거나(조동섭, 서석호, 2012), 수석교사들의 12.2%가 

컨설팅을 컨설턴트 스스로가 요청한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이필남, 조호제, 

2014). 성기훈, 박의수, 김동식(2014)은 초등체육 분야의 컨설팅 장학의 문제점으

로 의뢰인보다 컨설턴트를 위한 장학, 자발성 없는 의뢰인, 전문성 부족한 컨설

턴트, 컨설팅 장학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을 들었다. 이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엄격한 컨설턴트 선발과 보상, 교사의 자발성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

공, 컨설턴트 양성, 관리 및 지원 시스템 확립,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컨설팅 장학

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성기훈, 박의수, 김동식, 2014; 정상진 등, 

2013).  

체육수업 컨설팅이 교사의 자발성에 기인한 문제 해결을 통한 수업 개선 및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이라는 본래의 소중한 의미를 잃고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되는 것에 대해 양정모(2011)는 외적요인보다는 실제 수업을 실행하고 전개해 나

가는 교사의 가치관 및 신념, 자발성과 같은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즉, 이제는 교사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서, 체육수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현직교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교사 멘토링

멘토링은 교사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맺어진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사교육으로(Megginson & Garvey, 2004), 그 유형으로는 

코치형, 안내자형, 상담자형, 촉매자형이 있으나 멘토는 위 네 역할을 상황에 맞

게 탄력적으로 선택 또는 종합할 필요가 있다(이영국, 강신복, 2007).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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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은 초보자인 멘티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초보자에 비해 경험과 기술 

수준이 높은 경력자인 멘토 사이에서 발생하며(Clutterbuck, 1991), 멘티를 존중하

는 멘토와 멘토의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하는 멘티 간의 인간적인 만남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이영국, 2008). 안내자이자 역할 모델을 하는 멘토가 상담과 충고를 

통하여 멘티의 자기 계발을 도울 수 있어, 주로 기업 조직 내 적응 및 경력 개발 

또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정제

영, 정성수, 2006; Hale, 1999). 교사교육에서도 멘토링은 학교 현장 경험이 많은 

멘토 교사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멘티 교사에게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 핵심적인 교사교육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Armour et al., 

2012). 

이러한 교사 멘토링은 교사들이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경직된 학교 시스템이나 고립된 교사 문화가 

신규 교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 비록 직전교사교육을 받고 왔지만 교수 수

준을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이론들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Joyce & Calhoun, 2010). 이러한 멘토링을 현직교사교육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그 추세가 상당한 가속도를 얻고 있다(정제영, 정성수, 2006; Diaz-Maggioli, 

2004). 특히 학교와 대학 간의 협력 멘토링은 새로운 교사교육의 한 방법으로 주

목을 받아 오고 있다(Armour et al., 2012).

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사 멘토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Rhodes와 Beneicke(2002)는 코칭과 멘토링을 구별하며, 코칭이란 

좀 더 기술 기반의 접근인 반면, 멘토링은 상담과 ‘전문적인 우정(professional 

friendship)’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영국(2008)은 교사 멘토링이 멘티인 신임교

사에게 있어 체육수업 방법의 개선,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 확보, 멘토링에 대

한 멘티의 수용성 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고, 멘토교사에게 있어서는 상호주관

적인 체육교육의 세계 인식, 체육수업 전문성의 향상, 멘토링에 대한 수용성 변

화, 멘토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측면에서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고문수, 

이대형(2011)은 교사 멘토링 결과 초임교사들이 체육수업의 가치 공유하기, 창의

적인 수업 전략 세우기, 반성적 실천성 강화하기, 체육전문인으로의 성장하기 측

면에서 교수 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혔다. 또한, 이재용(2011b)은 도전활동 체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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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성적 실천하기 및 전문성 기르기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Griffiths(2013)는 멘토링이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 문헌들에서 다르게 언급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멘토링의 특징

을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관계, 교육적인 과정, 돕는 과정, 전문적이

고 개인적인 발달 지원, 상호간에 비대칭적인 관계, 활발하고 역동적인 관계, 시

간을 두고 변하는 관계,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 등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국내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

사 멘토링 연구로는 이영국과 조남용(2014)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멘

토링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즉, 멘티의 

확산적 질문과 배려의 실천,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 확보, 멘토링에 대한 적극

적인 태도를 멘티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다양한 수업비평에 대한 긍정적 

수용, 체육수업방법의 변화, 멘토링 소통 방식의 개선을 멘토의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체육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과중한 업무와 체육수업 공개에 대

한 부담감, 멘토에 대한 부정적 감정 등은 어두운 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체육

에 대한 낮은 관심과 멘토링에 대한 무용론은 앞으로 멘토링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마. 교과교육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사들의 전문성 증진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사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적 노력을 강조한 현직교사교육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교사교육이 등장한 이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교사 개개인의 접근 보다는 공동체적 접근이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및 수업의 질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사모임을 장려하거나 정부 주도의 교과교육연구회를 만들어 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다(송광용, 김도기, 2005). 

이러한 교과교육연구회의 유형은 교육청에서 교과연구회를 조직한 후 회원을 

모집하는 ‘지정제’,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연구 과제 수행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모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회원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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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배, 전세명, 2010).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은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서경혜, 2008). 

박정준(2006)은 전국 단위의 회원제 조직인 전국체육교사모임의 조직 정체성을 

탐색하는 문화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안양옥과 신기철(2008)은 초등체육 

교과연구회의 형성과 실천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호철과 정우식(2011)은 학

교 및 지역 단위 체육교과연구회 활동이 초임교사에게 체육 교과의 중요성을 깨

닫게 하고, 교수․학습 활동 전반에 관한 오류와 그릇된 운동지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교과교육연구회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활동 실적에 따라 운영 지원금

을 주거나 연구 학점 및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육연구회는 현장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한 채 현재 소수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승배, 전세명, 

2010).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의 목적이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향상에 초

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연수나 행사 추진에 있을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현

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교육연구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구성원들 간의 만남, 공동체적 접근을 통한 협력적인 형태의 학습 및 

연구, 구성원 상호 간에 정보 및 자료의 공유를 추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적 접근

이 필요하다(이승배, 전세명, 2010). 전국이나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의 거창한 

연구회 활동에 앞서 학교 또는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활성

화되고 그 결과물들이 공유되어 전이될 때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은 크게 증진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은 많지만, 함께 생각을 나

눌 수 있는 동료교사를 찾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동료교사와의 폐쇄적

인 의사소통, 물리적인 고립으로 인해 초래된 심리적 고립감, 그리고 상호 불간

섭주의라는 학교 규범(황기우, 1992)에서 탈피해 교사를 ‘가르치는 자’에서 

‘학습하는 자’로 보고,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교사들 

스스로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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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과 연구 동향

  가. 교사학습공동체의 탄생 배경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공동체(teacher community)’, ‘교사 전문성 공동체

(teacher professional community)’,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나(Furman & Mertz, 1997), 본 연구

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teacher learning community)’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교사 전문성 개념의 변천

교사 전문성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고(Hargreaves, 2000), 

소경희(2003)는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를 위한 기초 연구 차원에서 이를 분석하

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급변하는 사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귀결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사에 대한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학교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교평가 준비에 에너지를 집중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

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자 자기 교실에 고립되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좌

절하고 고민하는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동의 노력 

또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교직에서 

협동적 전문성 시대에 발맞추고 포스트전문성 또는 포스트모던전문성 시대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실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

적 전문성’ 발휘가 급선무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 모임을 만든다고 협동적 전

문성이 발휘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모이는데 그친다면 화제가 교육과정의 목표, 

가르치는 행위 혹은 교실 수업보다는 주로 개별 학생 문제, 교재, 훈육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Little, 1990; Lortie & Clement, 1975). 따라서 이러한 협동적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교사 집단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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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교육 환경 및 특징 교사교육

전문성
이전
시대

▪부족한 자료, 동기부여 안 된 다수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학습내용 숙
달을 위한 암기식 교육

▪대규모 학생들을 통제 및 관리하는 
차원의 교육

▪교직의 낮은 보상과 인정

▪학생으로서 관찰한 교사의 모습을 토
대로 한 교육실습, 경력 교사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

▪개인적, 직관적 성장

자율적
전문성
시대

▪교육 개혁의 시대에 전문성은 자율적
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자율성을 인
정하는 분위기로 교직은 개인주의, 
사생활중심주의, 고립주의로 흐름

▪교사의 지위와 위치 개선

▪현직교사교육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교실 개인주의가 팽배해 교사들의 실
천적인 경험 지식은 다른 교사들과 
공유되지 못함 

협동적
전문성
시대

▪가르칠 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변화
함에 따라 자원의 공유, 공동체 의식 
증대, 집단적 대응력을 가져다주는 
협동적 접근이 필요함

▪학교 내부의 삶과 일 속에서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이기에 학교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문적 학습 문화를 창출하
려는 노력의 증가

▪학습공동체는 현장 지향의 강력한 전
문적 문화 구축, 교직의 복잡성과 불
확실성에 대한 대처,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인 반응 등에서 긍정적임

포스트
전문성/
포스트
모던

전문성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식은 학교의 독
점권과 가르쳐야 할 본질에 대한 논
쟁 야기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이나 기업체의 
관리 체제로 교사 규제 및 통제

▪교육의 시장화로 계약제로의 변화, 
의사결정 제한, 공교육의 병폐를 교
사들의 탓으로 책임 전가

▪사회의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학부모 및 다양한 지역사회와 
관계를 가지는 방향으로 교사 전문성
을 키울 필요가 있음

표 7. 교사 전문성 개념의 변천(Hargreaves, 2000; 소경희, 2003 참고)

    2) 학습 이론의 변천

교사를 적극적인 학습자로 간주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등장은 학습이론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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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를 통해 들여다보면 학습이론은 대체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사회 

학습이론으로 발달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으로 이어

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이론의 발달은 이전 사조의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사조의 

출현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으나, 학습의 복잡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학

습 이론이 공존하고 있고, 단일하고 불변적인 학습의 정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Pavlov(1927)와 Skinner(1938)로 대변되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자극에 따른 반

응을 통한 행동 수정이나 선별적 강화 등을 탐구하며, 학생을 외부 자극에 반응

하는 수동적 수용자로 본다. 이러한 행동주의는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의 추종과 연습을 통한 외적 행동의 변화를 학습의 목표로 

한다. 이때, 교사는 관리자이자 감독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Hartley(2012)는 이러

한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관해 기억해야 할 점으로, 1) 학습은 명확히 서술된 결

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때 더 잘 일어난다는 점, 2) 다양한 맥락에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는 점, 3) 보상과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강화가 중

요하다는 점, 4) 명확한 학습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Piaget(1951)로 대변되는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우리 내부의 인지 구조나 

인지 구조의 변화 과정 등을 탐구하며, 학생을 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동적 

학습자로 본다. 행동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검은 상자(black box)’로 보았다면 

인지주의는 이를 ‘유리 상자(glass box)’로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인지주의에서 보는 학습은 의사소통, 설명, 재구조화, 대조, 추

론, 문제해결 등을 통한 정보의 처리 및 전달에 있다(Wenger, 1998). 이러한 인지

주의는 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식이 인식 주체와 독립되어 외부에 존재하며, 

학습의 목표를 내적인 동화와 조절을 통한 인지구조의 변화로 보았고, 이때 교사

의 역할은 학생들의 정보처리 활성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존재하

고, 지식이란 고정적이고 확인 가능하다는 객관주의 교육관을 견지하고 있다. 반

면에 뒤이어 등장한 구성주의는 객관적, 보편적 지식은 있을 수 없으며, 지식은 

인식주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강인애, 1997).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환

경과 상호작용할 때 겪게 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학습자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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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규정하였다(Bruner, 1986; Gardner, 1989; Vygotsky, 1978). 이러한 구성주의

는 크게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뉘는데, Piaget의 인지적 구성

주의는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지식 구성의 주요 요인을 개인의 내면적 인지

작용으로 보는 반면,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인지발달 이론에 근

거하여 지식 구성의 주요 요인을 인간의 인지적 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으로 보았다(방선욱, 2005).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와 기회 제공을 토대로 한 구성 활동을 강조하였고, 개인의 의미 구성

을 학습 목표로 하였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이러한 구성이 잘 되도록 촉진하고 

안내하는 촉진자 내지 안내자라 할 수 있다(황윤한, 1996). 

이밖에도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의 관찰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크게 

증진시킨 사회 학습이론이 있다. Bandura(1977)는 인간이란 동물과 다른 인지적 

존재이기에 학습이 직접적인 외적 강화 없이도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

서 모델링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사회결정론’ 개념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은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집중 과정, 주

의를 집중하여 기억한 정보를 인지적으로 저장하는 파지과정, 알게 된 새로운 패

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모델의 행동과 일치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

는 운동 재생 과정, 새로 학습한 행동에 강화 요인이 작용하여 다시 행동으로 나

타나는 강화와 동기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을 세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 컴퓨터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장은 인터넷강의라는 학습의 새로

운 풍토를 만들어내었고, 이제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공

간에서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장소

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논조는 지식이란 머릿속에 

잘 정돈된 정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그 정보를 

잘 마련된 틀 안에 집어넣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의 이미지는 학교 교실이든 컴퓨터 앞이든 교사가 일단의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바로 학습인 것이다. 이러한 생

각에는 공부란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신만의 몫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축적된 정보란 지식을 빙산에 비유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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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에, 여러 학자들은 공동체 속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학습

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Bosco, 1986; Bruner, 1986). 이와 

같이 학습에 대한 오랜 탐구의 역사를 지닌 심리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을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황적 실천으로 보는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이 등장하였다. 

상황학습이론은 기존의 기능주의적 학습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었고, 이

후 다양한 이론들이 이를 뒷받침하였는데, Lave와 Wenger(1991)가 함께 저술한 

『상황학습론: 합법적 주변 참여(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에서 처음 소개된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이론 역

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 속에서 

지식이 생산되고 학습된다는 것이 바로 Wenger(1998)의 ‘실천공동체’적 관점

의 학습 이론이다. 즉, 도제제도(apprenticeship)에서 초보자인 도제가 전문가인 

장인의 수행을 보고 따라 하다가 공동체의 주변에서 점점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

정을 바로 학습으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이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

니라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지닌 특정한 관점, 역량 및 실천 양식 등의 암묵적

인 것까지 알게 되는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변

적 참여자에서 중심적인 완전한 참여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행

동양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학습이자 정체성 형성과정이라고 

보았다(Lave & Wenger,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란 추상적이고 실제

적인 생활 맥락에서 동떨어진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교류와 협동 

속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신념과 행동이 암묵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ave, 1991). 이와 같이 학습을 하나의 참여 과정이라고 본다면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실천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그들의 인

식 지평을 넓혀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이란 개인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면서 유지 및 발전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공유된 실천 양식을 갱신하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Wenger(1998)는 사회적 참여 과정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개념화하기 위하여 

실천, 공동체, 정체성, 의미 요소들이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도식

화하였는데(손성호, 2014), 이는 <그림 4>와 같다. 여기서 의미란 개인적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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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든 우리가 세상에 관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능력을 말하며, 의미는 해

당 문화와 언어에 기반을 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구성된다. 또한, 실천이란 구성

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온 행위 양식 또는 이해의 틀 및 관점을 말하며, 공동체란 

우리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행위를 역량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실체를 말

한다. 끝으로 정체성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

이 바로 학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림 4. Wenger의 학습이론에 대한 정리(Wenger, 2007, p. 23). 

교사학습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실천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실천공동체란 우리가 속한 어떤 기관이나 제도, 조직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행위를 구속하고 이끌고, 우리는 실천공동체의 존속에 기여하게 

되며, 이때 나를 둘러싼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된다(Wenger, 

1998).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은 호혜적 관여, 공동 업무, 공동 자산에 기반을 두

고 일어나고, 학습을 위해서는 따로 마련된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받거나 모종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일어나는 반성적인 대화와 협력이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Chapman, Ramondt, & Smil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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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 현직교사교육의 대안

교사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 업무을 담당하며, 이

를 위해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해야 

한다(UNESCO, 1967).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개별 교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임

용권자와 교육 정책 등 교육계 전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부희영, 홍성창, 전제

상, 2012). 즉, 교사에게는 사회와 학교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지원이 필요하다(Heifez, Linsky & Grashow, 2009). 그리

고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속적

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Fullan, 2004; 

Miliband, 2004).

교사는 교사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전 이미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의해 자신만

의 정체성을 가지고 입학하게 된다. 각양각색인 예비교사들은 4년간의 교사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바람직한 교사상을 만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초임교사들이 직전

교육을 마치고 교직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Huling-Austin, 1986). 교사들은 또 다른 배움의 세계로 들

어가게 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전문성을 발

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현직교사교육이고, 학교에서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현직교사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연수가 좁은 의미로는 교직 수행 능력 신장을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직무연수로 정의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개인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

다(나윤선, 김도기, 김갑성, 2010).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의 종류에는 기관중심 

연수, 학교중심 연수, 개인중심 연수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중심 연수에는 상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인 자격연수, 교원

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 위

탁 교육, 교사 장기 해외 유학, 해외 장기 체험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의 특별연

수가 있다. 학교중심 연수에는 연구 수업, 교과 연수, 직원 연수, 전달 강습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학교중심 연수의 비중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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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개인중심 연수는 국내외 교육 기관 학위 취득, 연구 수행, 교과 연구

회 및 학회 활동, 개인별 연구 등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이와 같이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미경, 임미경, 설창환(2005)은 연수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와 연수 프로그램의 

무목적성,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부실, 연수 주제의 획일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의 차별화 실패를 현직교사교육으로서 연수의 실패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서경혜

(2009) 또한 연수의 실패 원인으로 연수의 탈맥락성과 연수 활동에 대한 이해 부

족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는 절대주의적 지식관에 근거해 배운 지식을 그대로 

가져가 학급에 적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떠

난 지식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배웠던 지식을 학교와 

학급에 막상 적용하려면 연수 상황과는 다른 학생, 학교, 환경이라는 여러 변인

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실패 경험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를 형식적

이고 의례적인 예산 집행 절차 정도로 인식하지, 자신들의 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교육 차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직교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

려는 노력과 더불어 현직교사교육의 철학과 중요성을 교사들이 깨달을 수 있도

록 하는 치유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직교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최의

창(2009b)은 무방향성, 무체계성, 무연계성이라는 삼무주의를 들어 지적하였다. 

무방향성이란 현직 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나 이상

적인 교사상이 없다는 점이고, 무체계성이란 어떤 논리적, 이론적 원칙에 근거한 

체계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며, 무연계성이란 다른 종류의 현직교사교육과 연계 

없이 단발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교사연수 위주로 이루어진 현직교사교육은 교사들에게 부족한 전문적

인 지식을 채워주는데 급급하였고,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이 자신의 전문성을 향

상시켜주는 좋은 기회라는 인식보다는 매우 귀찮은 일이라 여겨 형식적이고 수

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현직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직교사교육이 현장수업이라는 맥락에서 탈피해 이론식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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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현실적 맥락을 고려한 전문성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매우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이란 이론적인 

지식을 배워 그대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자신이 처한 수업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간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이

해를 통해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경은, 2010). Makopoulou와 Amour(2011)는 

체육교사와 현직교사교육 제공자 사이에는 중요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직교사교육이 전인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운동 

기술 전수 위주의 접근을 취해 의미 있는 지원을 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의 현직교사교육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토의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참여자들이 배우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에 맞는 맞춤식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취지에서 현장 친화적이며 자기반성을 중시하는 반성적 패러다임의 토대 위

해 제안된 현직교사교육 방법이 바로 교사학습공동체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서로의 수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동의 협력과 반성이 결국 체

육수업을 개선해 나갈 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나.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의 및 특징

교사가 학습자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의 연수나 프로그램들은 교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급급하였다.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 주입되는 현장과 

동떨어진 탈맥락적인 지식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교사들에 활용되기 어려웠다. 

결국 학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 구성되기에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

적 노력을 강조하는 교사학습공동체야 말로 전문성 개발에 목적을 둔 교사교육

의 대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서경혜, 2012). 지금까지 교사들은 현장에서 홀

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스스로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했다. 이러한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교직 문화에 대한 반성에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바로 교사학습공동체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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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적 접근은 교사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교육실천을 서로에게 공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학

교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전

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DuFour, 2004; Hord & Sommers, 2007). 교사의 

전문성 형성과 발달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은 Cochran-Smith와 Lytle(1999)의 견

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동료 교사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협력적

으로 실천과 이론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면, 공동의 지식을 생성 및 발전시킬 수 

있고, 그들의 교육실천을 개선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즉, 지식의 전달과 획득보다는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탐구를, 혼자 

배우고 실천하는 개인주의보다는 서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상호협력을 교사교

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사들의 협력 활동이야 말로 바쁜 업무로 인한 자료 제작 시간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교사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반성적 성찰을 촉진

하게 된다(유현숙, 2002). 교사학습공동체는 협력과 더불어 이와 같은 소통을 꾀

할 수 있기에 그 속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체

육 분야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체육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실제로 

보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이승배, 김택천, 박윤혁, 2010). 

이러한 협력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학습공동

체, 협력적 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고 있으며, 비판적 동료 그룹

(critical friends groups)과 수업 연구(lesson study)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 및 

변형되고 있는 현실이다(서경혜, 2009).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

력을 기반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의 장을 구축하려는 의도이다(최효영, 이성희, 2010).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은 <표 8>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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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정의

McLaughlin 
Talbert
(2006)

교사들이 그들의 실천을 공동으로 반성하고, 그들의 실천과 학생들의 학습결
과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그들의 교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임

Sergiovanni 
Starratt
(2007)

교사들이 함께 그들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며, 그들의 지식, 
경험, 실천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임

서경혜
(2009)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교사들 스스로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집단으로, 가치와 규범의 공유, 교사의 학습
성,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모임

최덕묵
고문수
(2011)

교수․학습에 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현장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현장 개선 연구모임으로 동일한 교과
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학습지도 경험을 공유하고 수업개선 관련 문
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개발하는 연구공동체

표 8.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의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도 교사학습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들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학습공동

체의 특징으로 국외에서는 Kruse와 Louis(1993)가 공유된 가치, 학생의 학습 중

심, 반성적 대화, 실천의 탈 사유화(de-privatization of practice), 협력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Hord(1997)는 지원적이고 공유된 리더십, 공유된 가치와 비전, 공동의 

학습과 적용, 공유된 실천, 학습공동체 유지를 위한 지원 조건을 들어 설명하였

다. 한편, DuFour와 Eaker(1998)는 공유된 임무, 비전, 가치, 공동의 연구, 협력적 

팀, 실천 지향과 실험, 지속적인 향상, 결과 지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Stoll과 

Louis(2007)는 공유된 가치와 비전, 공동의 책임, 반성적 전문성 연구, 협력, 집단

과 개인의 학습 향상을 들어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진영과 송경오(2006)가 공유된 규범과 가치, 토론, 협동으로 설명

하였다. 그리고 이경호(2010)는 지원적 공유 리더십, 공동 탐구와 적용, 공유된 

가치와 비전, 지원적 환경, 개인 실천의 공유, 교사와 학생의 학습 중시로 설명하

였다. 이와 같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서로 유사한 속성끼리 묶어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 65 -

학습 공유 협력 소통
공동 
실천

리더십
책임

지속
지원

Kruse
Louis
(1993)

학생
학습

가치 협력
반성적 
대화

실천의 
탈사유화

Hord
(1997)

가치, 
비전, 
실천

공동의 
학습, 
적용

지원적 
공유된 
리더십

유지를 
위한 
지원

DuFour 
Eaker
(1998)

결과 
지향

임무, 
비전, 
가치

협력적 
팀

공동의 
연구/

실천과 
실험

지속적인 
향상

최진영
송경오
(2006)

규범과 
가치

협동 토론

Stoll
Louis
(2007)

집단과 
개인의 
학습 
향상

가치와 
비전

협력
반성적 
전문성 
연구

공동의 
책임

Sergiovanni 
Starratt
(2007)

지식, 
경험, 
실천 

함께  
실천을 

반성하고 
개선

협력적 
실천

서경혜
(2009)

교사의 
학습성

가치와 
규범

구성원들
간의 
협력

이경호
(2010)

교사와 
학생의 
학습 
중시

가치와 
비전,

 실천의 
공유

공동 
탐구와 
적용

지원적 
공유 

리더십

지원적 
환경

표 9.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연도순)

이상의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특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교

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교사학습공동체란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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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공유된 가치와 비전을 가진 교사 모임으로, 협력, 소통, 

공동의 실천을 특징으로 하며, 지원적이고 공유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

속적으로 이어가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Lave와 Wenger(1991)가 말한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실천공동체는 Lave와 Wenge(1991)

가 그들의 저서인 『상황학습론: 합법적 주변 참여(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실천공동체란 어떤 주제나 관심사,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그것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실천공동체를 다른 모임과 구별 짓는 요소로는 <그림 5>와 같이 공동의 작업(a 

joint enterprise), 상호적 참여(mutual engagement), 공유된 레퍼토리(a shared 

repertoire)가 있다(Lave & Wenger, 1991). 다시 말해 공동의 작업이란 모임의 구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관심 영역이나 함께 추구하는 목적을 말한다. 또

한, 상호적 참여란 모임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

호 교류를 말한다. 끝으로 공유된 레퍼토리는 모임의 구성원들의 실천을 통해 생

성된 아이디어, 정보, 지식 등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자산을 말

한다. 

그림 5. 실천 공동체의 구성 요소(Lave & Wenger, 1991)

Lave와 Wenger(1991)는 이러한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

성을 형성해 가는데,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모두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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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자발적인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서 중심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주변적 궤적(peripheral 

trajectories)이라고 하였다. 둘째, 새로운 참여자가 점차 내부의 중심적인 참여자

가 되는 과정을 내부지향 궤적(inbound trajectories)이라고 하였다. 내부지향 궤적

의 참여자들은 점차 중심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치 및 역할을 파악하게 되

어 실천공동체에 대해 점차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하였다. 셋째, 이미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실천공동체 생성 초기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참여자들은 내부자 궤적(insider trajectories)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실천공

동체의 발전과 쇠퇴와 함께 정체성을 재구성해 간다고 하였다. 넷째, 현재의 실

천공동체와 외부의 타 공동체를 가로지르며 활동하는 참여자를 경계적 궤적

(boundary trajectories)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실천공동체의 전적인 참여자는 아

니지만 공동체의 확장과 새로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멤버쉽을 지닌 채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하였다. 다섯째, 어떤 

이유인지 간에 실천공동체에서 나와서 외부에 관심을 돌리는 참여자를 외부지향 

궤적(outbound trajectories)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실천공동체에서 탈피해 

새로운 위치와 관계를 탐색하고 새로운 방식의 실천을 경험하기에 계속해서 정

체성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다.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 동향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다른 분야에도 파급되어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여러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를 본 연구와 관련지어 1)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

에 관한 연구, 2) 실천 과정에 관한 연구, 3) 효과에 관한 연구, 4)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 또는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

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로는 O’sullivan과 Deglau(2006)에 의한 교사 전문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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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프로그램 실행 연구가 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너무 많

은 것을 하지 말고, 교사의 대화 및 아이디어 교환을 중시 여길 것을 강조하였

다. 또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가능한 시간에 해야 하며, 정직한 

의견 교환 및 반대되는 의견 제시를 통한 인지적 부조화를 현명하게 넘기라고 

조언하였다. Wachob(2011) 역시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개인적인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 두려움과 거부감, 냉소적인 반응, 프로토콜

과 적절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찾아 교사학습공

동체 프로그램의 구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실

천되는지를 탐색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교사학습공동체로 유

명한 ‘협동학습연구회’, 초등교사 중심의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인 ‘인디스

쿨’,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인 ‘한마음연구회’, 중등 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하

나로수업모형을 연구하는 교사모임인 ‘하수회’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주

요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경혜(2008)는 경기도 소재 ‘협동학습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서의 교사학습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학습은 협력과 

반성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협력을 통한 교사의 학습은 다차원 

협력(전문가 교사와 초보자 교사 간의 멘토링, 전문가 간의 비판적 동지애, 초보

자 간의 동병상련), 부분 협력(부분적 수준에서 제한적인 협력), 장외 협력(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으로 구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반성적 실천을 통한 학

습은 실천 후 이루어지는 실천에 대한 협력적 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의 경험, 전문지식, 실천을 교류하고 공유하며 공동의 

지식을 구성 및 발전시켰고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서경혜(2011)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인 ‘인디스쿨’을 

사례로 선정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전문성 개발 과정과 주요 특징들을 

밝혔다. 연구 결과 인디스쿨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는 물론이고 교사들 

간의 자료 공유, 문제 협의,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징으로는 교사들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실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개발, 교육현장에서 일상화된 전문성 개발, 개개인의 학습요구를 제때 충

족시키는 전문성 개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디스쿨 사례에 대한 연구는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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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활발한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 지를 밝힌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김송자, 맹재숙, 박수정(2013)은 초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로 교육지

원청이 지원하는 ‘한마음연구회’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동체 운영 지속을 

위한 참여자들의 내적 동기는 연구회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참여자들 간 협력 전략은 ‘분업’과 ‘가상공간에서 만나기’의 형태로 나타났

다. 참여자들은 연령, 직위, 낯선 관계 등을 극복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

으나, 연구 활동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공유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었다고 하였다. 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과된 

의무가 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체육 분야에서는 오승현(2014)이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인 ‘하수회’를 대상으로 

참여 교사들의 변화 경험과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연

구 결과 참여 교사들은 학생의 수업 흥미와 동기 유발 기능, 수업내용 선정 및 

운영의 통찰력, 평가 체제 마련에 관한 자율성 측면에서 전문성 향상을 경험하였

다. 그리고 교직관 또한 변화하였는데, 이는 반성적 교사되기의 지속력 함양, 가

르치는 일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확장,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획

득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변화 요인으로 1) 인적 요인인 개인, 동료, 자

문교수의 역할, 2) 구조적 요인인 역할 분담, 운영 일정, 사업 과제, 연구 중심 문

화의 정착, 3) 외부 요인인 교육청 사업 참여, 연수와 강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2)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에 관한 연구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들 중에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에 주목하고, 

교사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 최

남정과 임부연(2013)은 실천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유아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

체인 수업사랑연구회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

사학습공동체는 ① 형성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을 모집하면서 조직의 형태

를 갖추어 나가는 시기, ② 내면화기: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동의 가

치를 찾아가는 시기, ③ 성장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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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기, ④ 확장기: 공동체의 학습결과가 외부로 확산되면서 

외부로부터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 ⑤ 전이 및 소멸기: 공동체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기로 변화해 간다고 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협력적인 공동체 형성의 중

요성을 밝히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협력적인 팀 발달 단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Diaz-Maggioli(2004, pp.28-29)는 그의 저서 『교사 중심의 현직교사교육』에서 

Hills(2001)의 원기 왕성(razzmatazz high), 투덜(grousing), 혼란(confusion), 수행

(performing)의 4단계, Wheelan(1999)의 의존성과 포용(dependency and inclusion), 

역의존성과 싸움(counterdependency and fight), 신뢰와 구조화(trust and 

structure),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기(work)의 4단계, Quick(1992)의 찾기

(searching), 정의하기(defining), 확인하기(identifying), 처리하기(processing), 동화/

개선하기(assimilating/reforming)의 5단계, Tuckman과 Jensen(1977)의 형성

(forming), 돌진(storming), 규준(norming), 수행(performing), 소멸(mourning)의 5단

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적인 팀 발달 단계를 보면 대체로 처음 만들

어지는 단계, 발전하는 단계, 목표에 도달하거나 결과를 달성하는 단계, 지속하거

나 소멸해 가는 단계로 발달해 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인 팀 발달 단계

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교사학

습공동체는 초보적이고 기초적이며 형식적인 교사학습공동체의 단계에서 시작해 

점차 구성원 간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상호 협력적으로 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교사학습공동체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최덕묵과 고문수(2011)가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들의 학습공동

체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형식적 학습공동체, 협력적 학습공동체, 반

성적 학습공동체로 형성되어 간다고 하였다. 형식적 단계에서 여교사들은 학습공

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두려움을 느꼈으나, 협력적 단계로 발전하

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성적 

단계에 접어들면서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그

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무관심, 교수․학습에 관한 오류, 틀에 박힌 수업을 반성함

으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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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에 관한 연구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방안 및 실천 과정을 탐구한 연구들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교사학습공동체의 긍정적

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효과적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

정적이며, 학교 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Hord, 1997; 

Mclaughlin & Talbert, 2006; Vescio, Ross, & Adams, 2008). 

Fishbaugh와 Hecimovic(1994)은 시골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모임이 교사들의 전

문성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모임에 참여한 교사들은 최신

의 교육 주제를 담은 적절한 주제와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는 정기 모임을 가졌

으며, 관련 논문을 읽는 활동을 함께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곽영순과 김주훈(2003)은 과학 교과교육연구회가 교

사들에게 좋은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홍기(2005)는 수학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수학교사모임을 연구했는데, 모임

에 참석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었고, 친목 도모와 수업 방법 개선에 

도움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2011)은 과학교사 모임을 실천공동체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교사모임 

참여 경험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Lave와 Wenger의 실천공동체 관점

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한 교사들은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로의 몰입을 경험하고 지식을 구

축해 나갔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식과 경험을 객체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동배(2012)는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수업 지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학습공동체가 개인적 교사 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집단적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

고,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수업지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였다. 

서경혜(2009)는 National Writing Projects, Critical Friends Croups,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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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협동학습 연구회 등의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점을 제시하

였다. 연구에 의하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개별 노력이 아닌 협력적 전문성,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기초한 전문성,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 전문성, 

실제로 행하며 몸으로 배우는 실천 중심 전문성,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찾는 

실험 지향적 전문성, 교사 주도적 전문성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

만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협력하고자 해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 협력을 하

고자 모여도 협력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협력이 집단의 생각을 강요

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점, 현재 학교 문화가 협력하기 어렵게 만든다

는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가 교

사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협력을 더욱 인위

적으로 만드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Hargreaves, 1994). 즉, 협

력이 강조되면서 서로의 차이, 불일치, 갈등 등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Hargreaves(1991, 1994)는 이와 같은 

협력을 ‘인위적 협력(contrived collegiality)’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협력(fully 

functioning collaboration)’과 구별하였다.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김지영(2013)의 연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무

용 분야 예술강사들의 학습공동체 형성 과정과 함께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 예술

강사들의 학습공동체는 자발적인 공유 의지를 가지고 상황적, 물리적, 인지적 배

경 하에 형성되었고, 예술강사들의 유사 성향(지역, 교육관, 관심사, 헌신, 열의, 

책임감, 성실성, 신앙심 등)이 학습공동체 유지의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부조화의 해결, 능동적 참여 기회, 잠재된 역량 발휘, 상황적 맥락에서의 

호혜적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습공동체가 무용 영역, 수

업 계획과 실행, 교과지식과 연계, 문화유산을 활용한 놀이 연계, 전문가 멘토링 

등 ‘그물형’ 구조로 발전해감을 밝혔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업자료와 교구의 

공유, 내용과 방법 등의 수업 전략, 움직임을 유도하는 발문법, 타 교과와의 연계

된 학습주제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예술강사들의 학습공동체는 지식과 실천의 

순환적 연계, 외로운 직업 환경에서의 동료의식, 예술가이자 교육자라는 직업적 

정체성, 무용교육의 진정성 문제, 그리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서, 전문성

을 개발해 나가는 협력적인 학습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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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들 중에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속하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국외 연구로 McLaughlin과 

Oberman(1996)은 학교 밖 교사들의 모임을 분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는지를 밝혔다. 그 결과 교사모임이 동

료 교사와의 협조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로서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이 되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의 전달에만 집착

해서는 안 되고, 교사의 흥미나 동기가 노력의 중심부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고하

고 있다(McLaughlin, 1991). Secada와 Adajian(1997)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방

안으로 1) 가치와 목적의 공유, 2) 학생들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된 목적

을 향한 공동의 노력, 3) 교수 실행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면밀한 공동 작업, 4)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모임 차원의 공동의 제어를 들었다. 또한, DuFour

와 Eaker(1998)는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시간 정하기, 협력적으로 결정되는 관점, 지속적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

하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Siedentop과 Tannehill(2000)은 이러한 학습공동

체를 규정하는 특성을 1) 다른 그룹과 구별되는 영역, 2) 오래도록 지속된 시간, 

3) 공유되는 목표, 4) 협동, 5) 상징과 의식의 창조, 6) 모든 구성원을 향한 배려

와 공정을 들었는데, 이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국내 연구로 조부경과 고영미(2006)는 유치원 교사들의 지속적인 과학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교사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을 토대로 교사학습공동체의 기

본 관점 및 철학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 구성

원과 함께 운영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모임 시간, 장소,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모임

의 형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기와 비정기 모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 정기

적으로 학기 중 평일 오후나 방학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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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와 조은아(2006)는 공동체로서의 목표 공유, 참여에 대한 자발성, 동료의식 

등 사회적 요인이 주요 촉진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교과 연구를 통한 인지적 성

과 달성에 비해 공동체 의식, 동료의식 등 정의적 요인들이 실제 교사학습공동체

의 지식 창출 및 공유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균(2013)은 대학과 초등학교의 협력적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줄

이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리와 방법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학습공동체의 대화를 원활히 진행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인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된 프로토콜의 목록은 1) 소통의 중요성 생각하기, 2) 두려움과 희망 나누기, 

3) 공동 수업 설계, 4) 수업 딜레마 자문하기, 5) 수업 지도안, 6) 자기 수업 이야

기, 7) 수업 관찰하기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8) 수업 관찰하기 – 교사의 경

청, 9) 수업 관찰 내용 비교하기, 10) 수업 대화 나누기: 성공 사례 분석, 11) 학

생 결과물 읽기 1, 12) 학생 결과물 읽기 2, 13) 학생 결과물 읽기 3, 14) 자기 교

육 생애사, 15) 학생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이러한 프로토콜은 교

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분야에서는 이승배 등(2010)이 학교 내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2년간 운영

하면서 운영 방안을 밝힌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맹아적 단계, 개별교사 중

심의 형식적 및 자기주도적 단계,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단계로 교사학습공동체

가 발전해 갔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구성원의 충원, 학습과

제의 구체화, 역할 분담의 세분화가 학습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상호간의 친밀한 인간관계와 참여, 대화, 실천, 학습의 자율성은 공

동체 형성에 밑바탕이 되며 공동체를 이끄는 조력자의 역량이 중요하고, 학습공

동체의 보편적 원리인 호혜성 및 공동체 학습을 초기 단계에서는 기대하기는 어

렵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위로부터의 접근(the top-down approach)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접근(the bottom-up approach)을 표방하는 현직교사교육으로서 교

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교사학습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리더, 프로그램, 구성원 충원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시금 확인시켜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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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사학습공동체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들을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관련지어 살

펴보았다. 체육 분야의 교사학습공동체적 접근은 최근 들어 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측면에서 문헌 속에 많이 회자되는 추세이다(Tannehill, 2013). 국내에서 교

사 모임을 다룬 연구로는 박정준(2006)의 ‘전국체육교사모임(전체모)’의 조직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모의 조직 정체성을 인문

적, 실존적, 실용적, 탈구축적 정체성이라고 규명하였고, 이러한 정체성 형성 배

경을 구성원 요인의 영향, 다른 조직과의 관계 및 소통에 의한 영향, 사회 및 교

육 환경의 영향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후 초등체육 교과연구회의 형성과 실천 과

정에 대한 연구(안양옥, 신기철, 2008), 초등체육 교과연구회의 운영 유형에 관한 

연구(이승배, 전세명, 2010)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대상이 된 교과연구회

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

으로 모인 교사학습공동체라기 보다는 교육 당국의 필요에 의해 상부 주도로 모

인 교사 모임으로, 교육청 행사 지원이나 연수 추진을 위한 모임의 성격이 짙었

다(이승배, 전세명, 2010). 교사학습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승배

(2008)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승배, 김택천, 박윤혁(2010), 최덕묵과 고문수(2011), 

김지영(2013), 오승현(2014)의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의 프로그램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교사학습

공동체 연구들은 협동학습 연구회, 인디스쿨 등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교사학습

공동체를 사례로 정하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사학습 및 전문성 발달 과정을 

탐색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

한 주변 교사학습공동체를 소개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학계에 그 모습을 드러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라기 보다는 자생적인 교사학습공동체 내지는 

수업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 성격이 짙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전

문성의 발달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교

사학습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 기반(evidence-based)), 이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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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theory-based), 모델 기반(model-based)의 교사학습공동체 프로토콜 및 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김남균, 2013). 따라서 교사학습공

동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 및 성인학습 

이론에 입각한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하나의 사

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

구들에서 교사학습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그 형성 과정을 보고하

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했는지, 운영 과정에

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이 똑같은 시행착오

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실천과정에서의 난점과 해

결 전략을 상세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교사의 변화를 학생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장학이나 연수와 같은 현직교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새로운 대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제시하고, 교사들이 협동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교사들의 학습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Duncombe & Armour, 2005). 하지만 이러한 효과 탐색에 있어 교육의 최대 수혜

자인 학생은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성장하는 교사의 체육수업 변화와 함께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들에서 제시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종합해 보면, 교사의 흥

미와 동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 학생의 학습 개선과 같은 공동의 목적과 철학

의 공유, 교수 실행 개선을 위한 공동의 작업, 모임 차원의 공동 제어,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 운영을 위한 업무 분담과 운영자 및 촉진자의 역할, 

구체적인 계획 및 프로토콜의 필요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의 병행 운영, 평

일 오후나 방학 중에 실시 등이 있다. 하지만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가 

협력을 핵심으로 하지만 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매우 어려우며, 협력이 강제되어 진정한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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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이 쉽지 않음을 암

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도입을 시도하려해도 막

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현장과 교육 당국에게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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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패러다임이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체계로

(국립국어원, 2014),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갖는 철학적 관점

을 말한다. 즉,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존재론(ontology), 인식론

(epistemology), 방법론(methodology)에 기초한 연구자의 기본 신념 체계라 할 수 

있다(Guba & Lincoln, 1994; Lincoln, 1985). Creswell(2007)은 이와 같은 연구 패

러다임을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교사학습공

동체의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에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이었다. 구성주의적 연구 패

러다임에서는 지식이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사회적으로 또는 역

사적으로 구성된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따라서 개인의 삶에 작

용하는 역사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의미가 형성되기에 참여자의 시각을 가능한 

한 많이 신뢰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12). 

이러한 구성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을 토대로 Creswell(2012)이 제시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 연구(case study) 중에서 본 연

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가 구체적

인 사례를 사용하여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사례연구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주요 이슈나 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이다(Creswell, 2012; Yin, 2009). 이러한 질적 사례 연구는 하나의 사례에 대

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례

와 관련된 맥락과 중요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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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방법이다(김세영, 2012). 이러한 사례연구를 위해 단순한 샘플링 차원의 사

례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매우 특별한 흥미를 지닌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다른 

여러 케이스들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단일 사례에 대한 특징과 복잡성을 이해

하기 위해 열린 마음과 예리한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Stake, 1995).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로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TLC 교사학습공

동체’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를 심층적으

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례를 탐색하였고, 다양한 정보

들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에 대

한 기술과 함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주제들을 보고하였다(Creswell, 2012). 

본 연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는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

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위의 사례에 대해 프로그램 구성을 포함한 심층

적인 기술과 함께 교사학습공동체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과정과 그 효과를 충

실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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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DIE 모형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ADDIE 모형은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이를 흔히 ADDIE 모형으로 부른다(이옥선, 조기희, 2013; Seels & Richey, 1994). 

ADDIE 모형이외에도 훈련요구 파악(Identify), 훈련접근방식 선정(Map), 학습도구 

제작(Produce), 훈련기법 적용(Apply), 훈련결과 측정(Calculate), 훈련 효과 지속

(Track)으로 이루어지는 High-IMPACT 모형(Chang, 1994)이나 요구 분석, 학습자 

환경 및 직무 분석, 설계, 개발, 제작, 실행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Business Impact 

ISD 모형(McCombs, 1986)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DIE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교수 체제 개발(instruction system development: ISD) 모형들과 같이 

체계적, 체제적, 신뢰적, 순환적, 그리고 경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정재

삼, 1998; Molenda, Pershing, & Reigeluth, 1996), ADDIE 모형의 단계들이 핵심적

인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ADDIE 모형에 입각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분석’ 단계로 학습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문헌 분석, 요구 분석, 학습자 및 환경 분석의 삼각 분

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설계’ 단계로 교수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

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철학, 내용, 

방법 등을 정립하고,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교사들을 모집하였다. 3단계는 

‘개발’단계로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참여 교사들의 요구를 확인하

고,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 계획을 세웠으며, 세부 내용을 담은 

운영 자료집을 개발하였다. 4단계는 ‘실행’단계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중순까지 프로그램을 실제 실천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연구 결과

를 도출하였다. 5단계는 ‘평가’ 단계로 <그림 7>과 같은 지속적인 평가를 토대

로, 2014년 8월부터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2014년 12월까지 결론을 이끌어내 연

구를 완성하였다. 평가란 1) 필요하고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2) 확인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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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지를 결정하며, 3) 계획대로 제공되는지를 결정하고, 4) 

부작용 없이 알맞은 비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

는 데 필요한 방법과 기능의 집합체이기에(Posavac & Carey, 1997), 본 연구에서

는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각 단계 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때, 평가 결과는 다시 이전의 단계들로 환원되어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 걸친 평가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질적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는 CIPP 

모형에서 제시한 맥락(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평가의 

단계를 토대로 <그림 7>과 같이 적용되었다(Stufflebeam, 1983). 

그림 7.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의 성패는 교사학습

공동체의 성패와 직결되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즉, 문헌 분석, 교사 요구 분석, 

학습자 및 환경 분석 등 맥락에 대한 평가,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목

적, 목표, 구성 원리, 내용, 방법 등 설계에 대한 평가,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

그램의 운영 계획과 운영 자료 등 개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프로그

램 기반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및 실현 가

능성 제고를 위한 과정 평가를 끊임없이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

다. 마지막에는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 증진이라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초

점을 맞추어 그 효과에 대한 산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추진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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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단계는 <그림 8>과 같고, 구체적인 연구 수행은 <표 10>과 같이 진행되

었다. 

그림 8. 연구의 절차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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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013 2014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Ⅰ. 분석 Ⅱ. 설계 Ⅲ. 개발 Ⅳ. 실행 Ⅴ. 평가
삼각
분석

프로그램
구상
Ⅰ. 분석 Ⅱ. 설계 Ⅲ. 개발 Ⅳ. 실행 Ⅴ. 평가

프로그램
디자인
참여자
모집
Ⅰ. 분석 Ⅱ. 설계 Ⅲ. 개발 Ⅳ. 실행 Ⅴ. 평가
첫

모임
참여교사
요구확인
프로그램

개발
Ⅰ. 분석 Ⅱ. 설계 Ⅲ. 개발 Ⅳ. 실행 Ⅴ. 평가

참여자
선정

심층면담

각종
자료수집

관찰

수업 후
교사면담
수업 후
학생면담

Ⅰ. 분석 Ⅱ. 설계 Ⅲ. 개발 Ⅳ. 실행 Ⅴ. 평가
연구결과

해석
연구결론

도출

표 10. 연구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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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인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특별한 사례를 선정하고 탐색하였다. 연구 사례인 

TLC 교사학습공동체와 그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직접 대면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모집하였고, 최종 동의를 얻어 2013년 11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28명으로 시작했으나, 2014년 12월 현재 31명(남교사 16명, 여교사 15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대학

의 강의실 또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

며, 현장에서 같이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온라인 카페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나누고 있다. 또한, 협력적 수업 멘토링과 독서 모임을 선

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모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해 지식, 수행, 심성, 성찰적 

측면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지식 전문성 측면에서 초등체

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초등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지식, 내용교

수 지식, 교육과정 지식 등을 같이 나누고 있다. 실제 대면하는 워크숍에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의 신체활동 예시들의 내용 

및 내용교수 지식과 함께 체육수업모형인 협동학습, 책임감모형, 하나로수업모형, 

이해중심 게임수업모형, 스포츠교육모형을 다루고 있다. 워크숍과 더불어 실제 

수업 실천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 사례들을 온라인 카페와 모바일 메신

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수행 전문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서로의 수업 노하우나 

비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체육수업 동영상을 같이 보며 이를 분석하고 

있다. 같이 연간계획을 같이 세우고 공동으로 실천하면서 이를 오프라인 및 온라

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며 전체적인 수업 수행 발달을 꾀하고 있다. 심성 전

문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딜레마를 놓고 토의 

및 토론을 펼치고 있으며, 온라인 카페에 스포츠와 관련된 음악, 명화, 시, 영화, 

소설, 문장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학, 예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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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심성적 전문성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최의창, 2006). 또한, 열정을 지닌 모범적

인 동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성찰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수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

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주 갖고 있다. 화제는 자신이나 동료 교사들의 체육수

업 실천 사례로부터 출발하기도 하지만, 독서 모임을 통해 같이 읽은 체육 관련 

도서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체육수업에서의 성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 전, 중, 후에 걸친 성찰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함께 기술, 분석, 비판적 성찰일지

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 카페에 올려 서로 공유하고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 

도구이기에(Padgett, 2008), 연구자가 지닌 지식과 경험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상숙, 고호경, 2001). 따라서 ‘나’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

기에 앞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제 측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나’를 스포츠맨, 현직교사, 예비교사교육자, 

현직교사교육자로 규정하고 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 수행 간에 지속적인 비판적 

자기 점검과 성찰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판단 중지를 견지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07). 

    1) 스포츠맨으로서의 나

서울 근교이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나는 도시의 아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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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산, 들, 물을 접하며 유년기를 보냈다. 방과 후 숙제를 마치면 친구들과 어

울려 학교 운동장과 동네에서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보내곤 하였

다. 그때 한 놀이들은 오재미, 오징어, 비석치기, 딱지치기, 연날리기, 뼈다귀, 38

선, 술래잡기, 숨바꼭질, 깡통차기, 얼음땡, 고무줄놀이 등이었다. 또한, 인근에 있

던 하천과 저수지에서 붕어, 잉어, 미꾸라지 등 고기를 잡으며 놀았고, 뒷산에 오

르는 길에 가재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인근에 있던 하천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다리 위로 건너기보다는 하천

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고, 점점 더 먼 거리에 도전하곤 하였다. 뒷산을 오르는 

길에는 물이 거의 메마른 하수구가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포복 내지는 오

리걸음으로 통과하곤 했는데, 그 거리는 반대편으로 나오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된다. 뒷산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했는데, 내려올 때는 나무와 바

위 사이를 피해 뛰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년 시절의 다양한 신체

활동 속에 성장한 나는 비교적 강한 체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의 놀이는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고 중학교에 진학하면

서 점차 스포츠로 바뀌게 되었다. 6학년 때는 야구를 거의 매일 했으며, 중학교 

때는 발야구로, 고등학교 때는 축구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

년 때는 각반에서 축구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 일요일 새벽에 축구 모임을 가지

며 공부로 지친 심신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곤 하였고, 이때 아버지는 빵과 음

료수를 듬뿍 사 오셔서 이런 나와 내 친구들을 격려해 주셨다.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로는 축구, 육상, 테니스, 스키, 배구, 탁구, 배드민턴 

순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나를 주변에서 ‘스포츠맨’으로 여기고 불렀는데, 

나또한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스포츠를 빼면 나의 인생을 논할 수 없고 스포츠

로 인해 나를 더 드러내고 알릴 수 있었기에 스포츠는 나의 삶이자 나의 참 좋

은 친구였다. 

이상과 같이 나는 어렸을 적부터 체육을 사랑했고, 좋아하고 즐기는 가운데 체

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몸소 체득하였다. 하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교

사들 중에는 체육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교사들도 있고 체육의 중요성과 가

치를 머리로는 이해하나 그 깊이가 얕은 교사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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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직교사로서의 나

2014년도 기준으로 교육 경력 15년차인 나는 처음부터 교사가 되기 위한 꿈을 

꾼 건 아니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나는 아버지가 늘 원하시던 약학대학에 원서

를 내고 기다리다, 원서 마감 10여분을 남겨두고 교육대학에도 원서를 접수하였

다. 입시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교육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은 교직으로 이미 기운 상태였다. 체육을 포함해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교대생으로서의 삶은 나의 기대처럼 매우 흥미로웠다. 매일 새벽 6시부

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한 끝에 드디어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1999

년 3월 1일 드디어 첫 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곧 병역휴직에 들어

갔다.

육군 중위 전포대장으로 전방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01년 7월 1일 5학년 학

생들의 중간 담임으로 본격적인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아이

들의 체육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피부로 체감하였다. 나는 그 다음 해인 2002년

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한 명은 해야 했던 수업개선연구교사를 하게 되었고, 

‘인성적 측면을 고려한 체육수업 연구’라는 주제를 잡아 1년 동안 현장에서 

체육수업을 연구하였다. 남교사란 이유로 방송, 청소년단체와 함께 체육 업무를 

계속 맡아 왔으며, 체육수업 컨설팅 단원, 체육교과교육연구회 회원, 교육지원청 

단위 육상 및 수영대회 심판 등으로 활동하였고, 2009년에는 체육수업발표대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나는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배움의 기

회들에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가 없는 교

사였다면,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발돋움은 더뎠을 것이다.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소통만 있을 뿐 다른 동료교사와의 소통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교

직문화 속에서 체육수업 전문성 발달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미약하였고 교

사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학교에서 여러 교장

선생님들을 거치면서 학교장에 따라 학교조직 문화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피부

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직 문화 속에서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

성 증진을 위한 현직교사교육 방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이처럼 나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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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다. 따라서 같은 교사이기에 어떤 연구자보다도 교직 문화는 물론이고 교

사와 학생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하지만 교사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하기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날카롭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계속 유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3) 예비교사들을 가르치는 나

2009년부터 교육대학교에서 초등육상활동지도법 수업 두 강좌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운동장 스탠드에 모여 구두로 그날의 활동을 소개하고 실습해 보는 실

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기 위주의 수업은 다소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엄선하여 전달하

고 이중에서 몇 가지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인 교대생들이 초등교사로서 체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전반적인 육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육상 관련 놀이와 게임 활동을 알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익히는데 중점

을 두었다. 

수업은 Feiman-Nemser(2008)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learning to teach)’를 

이론적 틀로 채택하여 (1) 체육교사처럼 알기(know like a teacher) - 학생과 학생문

화, 교육학과 교육과정, 교실 조직 및 평가, (2) 체육교사처럼 생각하기(think like a 

teacher) - 자신의 믿음에 대한 비판적 탐구, 교육학적 생각으로의 전환, 메타인지 

인식의 발달, (3) 체육교사처럼 느끼기(feel like a teacher) - 교사의 감정과 정체성 

몰두 및 형성, (4) 체육교사처럼 행동하기(act like a teacher) - 교수행동을 위한 판

단, 기술, 전략으로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측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위적인 분류가 사실 어렵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르고 있다(조기희, 

이옥선,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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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육교사처럼 알 수 있도록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육상 지식, 초등학생들의 기록 향상을 
위한 운동 원리와 더불어 수준별 지도방법을 알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육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체육과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체
육과 교과 내용 지식 및 교수법, 초등학생, 초등학교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둘째, 체육교사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육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게임이나 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초등학생
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당사자인 교
사, 가르칠 방법, 가르칠 대상인 초등학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체육교사처럼 느낄 수 있도록 수업 전, 중, 후에 걸쳐서 반성적 정체성 글쓰기를 과제로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교육에 대해 공감하고, 체육교사상을 느껴보며, 체육 가르치기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 체육교사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모둠별로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육교사처럼 준비하고, 체
육교사로서 가르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pp. 132-133)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종강 후의 정체성을 비교한 

결과 한 학기 수업만으로도 많은 발전이 확인되었고,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한 학기의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대학교의 전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4년간의 예비교사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

닫게 되어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직교사교육으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예비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현직교사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된 

시점에서 본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름이 아니라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는 

다르다는 점이다. 현직교사는 예비교사와 달리 같은 동료교사로서 본 연구자와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체육수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한 풍부하다. 따

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해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

하게 되었다.

    4) 현직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나

임용고사 준비에만 매달리던 대학 시절을 보내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고 학생들이 열망하는 체육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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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2003년부터 교육대학교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

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체육만 따로 떼어 공부하는 것이 좋았고, 외국의 체육 사

례를 소개한 책과 여러 교수님들과 동료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

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교직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살아온 내 자신을 반성할 때가 많았고, 이러한 반성은 학생들

에게 더 잘해주고 더 잘 가르쳐야겠다는 의지로 바뀌곤 하였다. 

2006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더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여러 이유들

로 인해 그 꿈은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9년에 시간 강사로 교육대

학교에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게 되고,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박사과정 진학

을 결심하였고, 2011년에 학교를 휴직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휴

직의 당연함을 모른 채 시작한 박사과정이었지만,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

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열정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 이 시간 

동안 체육만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과 초등교육,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과 전문성, 초등교사와 학급 운영 등에 대해 고민하였다. 또한, 인문적 체육과 하

나로수업모형과 책임감모형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한국형 책임감모형 

개발 및 적용, 인성 중심 축구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 프로

그램 개발, 스포츠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과 같은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하면서 나름 작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깨달

은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배움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 보다는 다른 교사들과 

나누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사과정 진학을 계기로 2011년에 서강대학교에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

수업 연수를 하고, 2013년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체육 연수를 진행하였

다. 이후 강서교육지원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수

업’,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융합형 체육수업’, ‘체육수업 모형’ 

등의 주제로 연수를 하였다. 최근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로 찾아

가는 체육연수 강사 활동을 했는데, 남부교육지원청 3개 학교, 동작교육지원청 1

개 학교에 직접 가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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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하우를 나누다 보면 보다 많은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와 교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 끝에 2013년 11월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게 되

었고, 이 모임에서 체육수업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의 노하우들을 공

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소논문들을 투고하면서 본 연구자는 다분히 

연구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였고 그 관점은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가르친 경험으로 인해 교사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을 모으고 이끌어 가는데 있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자칫 기존의 강의식 연

수와 비슷하게 하향식으로 이끌 수 있기에 이를 유념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점을 여러 

측면에서 직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의 연구자 관

점을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기 형식의 비판적 글쓰기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갔다.  

  나. 연구 참여 교사

연구 참여 교사는 현재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

된 교사 중에서 워크숍 참여 경험이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5명(남교사 13명, 

여교사 12명)을 선정하였다. 1단계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교사들을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취지와 본 연구의 목적을 담은 이메

일을 발송해 긍정적인 답변을 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동의

를 구하였다. 2단계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를 공감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동의한 교사를 대상으로 IRB 승인 후

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 총 25명(주요 제보자 6명, 부 제보자 19

명)에 대한 정보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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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성명 성별 나이 심화과정 교직 경력 담당 학년 학력 구분

1 정태근 남 34 체육교육 10년 6개월 5학년 석사 졸업

주요
제보
교사

2 정호영 남 33 체육교육 6년 9개월 4, 6 체육 석사 수료

3 성기쁨 남 32 과학교육 8년 3개월 5학년 석사 졸업

4 문주희 여 32 초등교육 7년 6학년 학사 졸업

5 정유진 여 30 사회교육 2년 1개월 5학년 석사 과정

6 홍주연 여 27 체육교육 1년 9개월 6학년 학사 졸업

7 김중기 남 40 체육교육 9년 8개월 5~6 체육 석사 수료

부
제보
교사

8 한희망 남 39 사회교육 14년 3개월 6학년 체육 학사 졸업

9 최치수 남 35 체육교육 8년 6개월 6학년 체육 석사 수료

10 김합주 남 34 과학교육 8년 11개월 5학년 석사 졸업

11 장기현 남 34 체육교육 7년 9개월 연수휴직 박사 과정

12 김도선 남 33 체육교육 8년 3개월 5학년 석사 졸업

13 박루미 여 32 체육교육 7년 5개월 연수휴직 박사 과정

14 장영지 여 32 실과교육 4년 3학년 학사 졸업

15 김경현 남 31 체육교육 1년 10개월 6학년 석사 수료

16 임희정 여 30 컴퓨터교육 7년 11개월 3~6 체육 석사 과정

17 조영태 남 30 체육교육 6년 6학년 체육 석사 졸업

18 윤영신 여 30 미술교육 5년 9개월 4~6 영어 석사 과정

19 허나영 여 29 체육교육 5년 3개월 6학년 석사 졸업

20 강주완 남 29 과학교육 5년 3개월 5학년 석사 과정

21 김지영 여 29 체육교육 2년 3개월 2학년 학사 졸업

22 이선진 여 28 사회교육 3년 9개월 6학년 학사 졸업

23 최주연 여 28 영어교육 2년 2학년 학사 졸업

24 허수현 여 25 윤리교육 1년 3개월 2학년 학사 졸업

25 최현기 남 25 체육교육 3개월 4학년 석사 과정

표 11. 연구 참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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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학생명 성별 학년 교사명
1 박호준 남

5학년 정태근
2 윤필준 남
3 안현승 여
4 안이현 여
5 홍수민 남

4학년 정호영
6 이상민 남
7 김나영 여
8 박민채 여
9 안건이 남

5학년 성기쁨
10 김찬영 남
11 진선미 여
12 강바다 여
13 김현수 남

6학년 문주희
14 박영훈 남
15 박영빈 여
16 이연희 여
17 석지안 남

5학년 정유진
18 박영웅 남
19 박사랑 여
20 최유나 여
21 장민서 남

6학년 홍주연
22 서민준 남
23 김연수 여
24 이연우 여

표 12. 주요 제보 학생

  다. 연구 참여 학생

학생은 주요 제보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제보자의 1차 설명, 연구자의 2차 설명 후에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학

부모의 동의 또한 얻었다. 이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서도 함께 받았

다. 그리고 각 학급에서 언어 표현능력이 우수한 4명을 추천받아 주요 제보 학생

(남 2, 여 2)을 선정하였는데, 연구 참여 학생에 대한 정보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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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연구 자료 수집은 문헌 분석, 요구 분석 및 확인, 학습자 및 환경 분석, 사전 

심층면담, 사후 심층면담, 수업 비참여관찰, 워크숍 참여관찰, 관찰 후 면담, 현지

문서 수집, 모바일 메신저 및 온라인 카페의 이미지 캡처, 교사 성찰 일지 및 연

구자 연구 일지 수집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문제 별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은 <그림 9>와 같은 계획 하에 실시되었다. 

그림 9. 자료 수집 과정

  가. 심층 면담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ing)의 목적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

하고자 함이다(van Manen, 1990). 심층면담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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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사전
경험

▪교직생활 동안 체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
▪이러한 경험의 효과는 어떠했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했나요? 
▪체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교사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지원
동기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절실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요구 
확인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얻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생긴 걱정거리나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임이 잘 되기 위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영 횟수는 월 몇 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운영 형태는 강의, 토론, 독서, 실습, 현장 방문 등 어떤 것이 좋을까요?

체육수업
전문성

▪체육수업 지식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체육수업 지식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생각하고 성찰하는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생각하고 성찰하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과 같은 전문성은 어떠한 형

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과 같은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체육수업 운영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체육수업 운영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표 13. 사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교사)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수는, 현상을 경험한 5~25명의 

개인들과 면접할 것을 권한 Polkinghorne(1989)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 제보 교사 

6명, 부 제보 교사 19명, 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은 연구 참여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때 그룹별로 실시하였고, 

참석하지 못한 교사는 전화 통화 또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은 1) 사전 경험, 2) 지

원 동기, 3)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확인, 4) 체육수업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의 내용은 <표 13>과 같다. 

사후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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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참여
경험과
의미

▪교사학습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다른 선생님께 현재의 모임에 대해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모임 참여를 통해 무엇을 얻거나 배우고 있나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교사학습공동체의 오프라인 모임인 워크숍 출석률은 어떤가요? 못 오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예상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무엇

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변화가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

렇다면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체육수업 지식 정도는 전보다 어떤가요?
▪체육수업을 하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정도는 전보다 어떤가요?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의 정도는 전보다 어떤가요?
▪체육수업 운영 면에서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가능성과
한계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이 잘 되기 위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 프로그램 이후에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표 14. 사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교사)

로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현상에 대

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를 꼭 질문해야 한다

는 Moustakas(1994)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참여 교사의 1) 교사학습공동체 참

여 경험과 의미, 2)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에게 미친 영향, 3) 교사학습공동

체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적

으로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의 내용은 <표 14>와 같

다. 이와 같은 사전 및 사후 심층면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되었으며, 녹음

한 내용은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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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찰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인 관찰(observation)을 활용하였다. 

관찰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비참여 관찰과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워크숍

에 대한 참여 관찰로 이루어졌다. 우선, 수업 관찰의 경우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실제 현장의 체육수업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생들과 깊은 관련을 맺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구경

꾼이 되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관찰의 주된 목적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서 다루어진 내용을 유목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수업에 활용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행 전문성 측면에서 수업 준비, 수업 운영, 정리 및 평가, 학급 

관리 및 경영 능력을 관찰하였으며, 그 이외에 내용 지식, 내용교수 지식, 교육과

정 지식, 초등체육에 대한 이해와 같은 지식 전문성, 수업 전·중·후에 걸쳐 수

업, 교사 자신, 학생, 수업 전문성 측면에서 돌아보는 성찰 전문성, 교육에 대한 

신념, 체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교사의 바른 인성과 같은 심성 전문

성은 수업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체육수업 관찰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주기적으로 최대 

8회 실시하였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동시에 수업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수

집된 동영상은 자료 분석 시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관찰 후에는 교사와 학생

을 대상으로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적용한 점과 그 효과, 적용에 따른 제한점,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비

교해 달라진 점, 앞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질

문 목록은 <표 15>와 같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함께 학생들의 운동 능력, 운동 지식, 인성 등 전인적 성장 측면에서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수업관찰 후에는 교사의 변화와 학생의 성장에 대

한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체육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낌, 교사의 달라진 수업 방

식이나 태도, 체육수업을 통해 배운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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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프로그램
적용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보았나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체육수업에서 달라졌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자신의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체육수업 지식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생각하고 성찰하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과 같은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체육수업 운영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나요?

표 15. 관찰 후 질문 목록(교사)

워크숍의 경우는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관찰로 진행되었다. 참여관찰 

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는 물론이고,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및 상호작용

과 함께 사건 및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radley(1980)가 제한한 1)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상세하게 관찰하기, 2)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대상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기, 3) 숨어 있는 

중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당면한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곽렌즈를 가지

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4) 보다 많은 정보 수집을 위해 내부자가 되기도 하지

만, 여전히 외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5) 일상적인 일이라

고 할지라도 계속 자신을 성찰하기, 6) 객관적인 관찰은 물론이고 주관적인 자신

의 감정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기를 지향하였다. 워크숍 참여관찰은 매회 실시하였

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동시에 워크숍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수집한 동영상

은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였고, 자료 분석 시 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다. 현지 문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관찰, 심층면담과 더불어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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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현지 문서로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개인의 

기록물과 함께 학급 교육과정, 체육 교과 교육과정, 연간 계획서, 학급 게시물 등

을, 학생을 대상으로 일기, 학생 소감문, 학생 작품 등을 수집하였으며, 사전에 

이러한 자료 수집에 동의를 얻었다. 또한, 이러한 현지 문서 수집에 있어 전통적

인 문서 형태 이외에 글, 사진, 녹음 자료 및 동영상 자료 모두를 포함하였다. 특

히 온라인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에 교사들이 올린 글, 사진 및 동영상은 캡처해

서 이미지화해 자료로 저장하였으며, 이는 연구 결과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visual methods)은 새로운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수행되는 문화 연구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다(Harper, 2005). 

  라. 현장 일지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현장 일지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하나는 연구자 본

인이 작성한 ‘연구자 일지’이고, 다른 하나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석한 

교사들이 작성한 <그림 10>과 같은 ‘성찰 일지’이다. 

그림 10. 교사 성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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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자 일지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

하여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연구 문제 4번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였다. 한

편, 성찰 일지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목표 중의 하나인 성찰 전문성 측면의 

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연구 문제 3번인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지 작성을 위해 양식을 만들어 공유하였고 연구자 본인

은 물론이고 참여 교사들도 함께 작성해 나갔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그림 11>과 같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질적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인 귀납적 범주 분석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Creswell, 2009). 자료의 분석은 Wolcott(1994)의 입장을 따

라,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기술 단계,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

게 하는 분석 단계,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 하는 해석의 단

계로 발전시켜갔다.  

그림 11. 자료의 분석 과정(Wolcot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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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분 대상 날짜 회차

심층 면담 I

교사 Tn

교사 T

yymmdd n
관찰 O

학생 Sn
현지 문서 D

수업 C현장 일지 J

표 16. 자료의 부호화 기준

  가. 자료의 기술 단계

자료의 기술 단계는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단계였다. 이때, 수집한 자료는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인용문 한글문서 양식에 맞춰 전사하였다. 전사 도중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나 

문장은 워드프로세서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음영 처리를 하고 떠오르는 주제어

나 생각을 분석적으로 메모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표 16>과 같이 출처, 구분, 대

상, 날짜, 회차로 부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예 1) 심층 면담-연구 참여 교사 1번-교사-2014년 5월 15일-1회차: I-T1-T-140515-1
예 2) 수업 관찰-연구 참여 교사 6번-학생-2014년 6월 19일-2회차: O-T6-S2-140619-3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은 면담의 영어식 표기인 Interview의 I, 수업 관찰은 

Observation의 O로, 현지 문서는 Document의 D, 일지는 Journal의 J로 출처를 밝

혔다. 또한, 참여 교사에 번호를 매겨 교사를 구분하였으며, 대상에 따라 교사는 

Teacher의 T로, 학생은 Student의 S로, 체육 수업은 Class의 C로 표기하였다. 이

와 함께 날짜와 회차를 표기해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의주시하였다. 

또한, 자료 처리 시 단순히 받아쓰거나 옮기지 않고, 필요할 경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 정리하였고, 전사 원문과 함

께 <표 17>과 같이 통일된 양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전사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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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전사 원문 키워드(key word)

I-T24-T-140925-2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 끝나버리면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티처런에 참
여하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했던 걸 돌아보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려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특히 열심히 하
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생각하고 하니까 나를 돌아
보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찰의 계기

표 17. 자료 처리 양식

예) I-T1-T-140515-1(심층면담-연구 참여 교사 24번-교사-날짜-회차)

  나. 자료의 분석 단계

분석은 사례 전체에 대한 총체적(holistic) 분석과 사례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삽입된(embeded) 분석을 통해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07). 이러한 기술 이후에는 사례를 초월하는 주제를 찾기 위해 자료를 반복적

으로 읽으며, 전사, 코딩, 주제 도출의 과정을 따랐다(이용숙, 김영천, 1998). 이 

과정은 연구 문제에 따라 다소 상이했으나, 대체로 Strauss(1987)가 제시한 개방

적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

에 입각하여 코드를 생성해갔다. 이때, 개방적 코딩이란 분석 초기에 행하는 것

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해 보는 방식이고, 축 코딩은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카테고리들을 검토하는 방식

이며, 선택적 코딩은 지금까지 도출된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넣어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이러한 코딩 과정에서 Spradley(1979, 1980)가 제시한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요인 분석(componential analysis)의 세 

단계를 거쳤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조용환(1999)이 제시한 질적 분석의 특징

인 중간적(interim), 반복적(iterative), 생성적(generative), 구성적(constructive), 묘

사적(illuminative) 분석의 성격을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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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료의 해석 단계

해석의 과정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하는 것으로 마음을 열고 뜻을 나누기 위해 대화 창구를 만드는 일이다(조용환, 

1999). 해석의 과정에서는 Denzin(1994)이 제안했듯이 <그림 12>와 같이 현장 텍

스트(field text), 연구자 텍스트(research text), 해석적 텍스트(interpretive text), 

대중적 텍스트(public text)로의 변환을 시도하였다. 

그림 12. 자료의 해석 단계(Denzin, 1994)

이 과정에서 Huberman과 Miles(1994)가 제안했듯이 1) 확실하지 않은 주장 배

제하기, 2) 주요한 발견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 3)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

하기, 4) 반증자료가 있는지 체크하기, 5) 제보자와 전문가에게 보이고 타당성을 

검토 받기의 과학적인 해석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다. 이때,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과 견주면서 비교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갔다. 이러

한 질적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의 전 과정에 걸

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Lincoln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진실성 확보 

방법인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방법’,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과정

인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 동료들과의 협의 과정인 ‘동료 간 협

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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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질적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인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같이 여러 출처의 자

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수집한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논

하는 것은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질적 연구자들의 공통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 심층 면담(사전 및 사후), 수업 관

찰, 수업 관찰 후 질문(교사 및 학생), 워크숍 녹화, 온라인 카페의 교사 글, 모바

일 메신저에 올린 글, 교사 및 학생 일지를 포함한 현지 문서 등 광범위한 자료

를 수집하여 견주고자 노력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는 연구의 구성원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한 결론에 대해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받는 과정

을 말한다(김영천, 2006).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을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 중에서 본 교사학습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표 18>과 같이 검토 위원으로 선정

하여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정태근 34 남 교사 석사 졸업

정호영 33 남 교사 석사 수료

성기쁨 32 남 교사 석사 졸업

임희정 30 여 교사 석사 과정

허나영 29 여 교사 석사 졸업

홍주연 27 여 교사 석사 과정

표 18. 검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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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최전인 50 남 교수 체육학 박사

이인성 42 여 교수 체육학 박사

정긍정 34 남 박사 과정 학생 초등체육교육학 석사

박배려 33 여 박사 과정 학생 초등체육교육학 석사

박의리 33 남 박사 과정 학생 초등체육교육학 석사

표 19. 전문가 그룹

  다. 동료들과의 협의

  

동료들과의 협의는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텍스트를 놓고 연구자 혼자 고민하

기 보다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지력을 모아 연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

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동료 간 협의 과정은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표 19>와 같이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이들과의 상호 의견 교환 과

정을 통해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

7. 연구 윤리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

의를 의뢰하였다. 서류는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사 의뢰 제출 서류 목록, 연구 

계획 요약문, 교사용 심층 면담 질문지(사전 및 사후), 수업 관찰 후 질문지(교사

용 및 학생용), 심의 용 연구 계획서, 정보지 및 동의서(성인용 및 아동용), 연구 

책임자 경력서,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 결과 정리 양식지,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지도 교수 서약서로 구성되었다. 심의용 연구 계획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고, 이를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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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약속하였다. 

○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임

○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이름, 성별, 나이
(학년)로 제한하며, 수집된 자료를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할 것임

○ 모바일 메신저 및 온라인 카페를 포함해 사진 및 동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 자료를 활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고, 개인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임

○ 연구 참여자는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

○ 연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

○ 학생의 연구 참여는 담당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구두로 안내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임

○ 수집한 문서 자료는 이중 시건장치가 있는 서류장에, 컴퓨터 파일은 연구자 개인 컴퓨터(암
호 설정)에 보관 및 관리할 것이고, 자료의 관리 및 접근은 연구자로 한정하여 연구자 이외
에 취급을 금할 것임

○ 수집된 자료 중 개인정보는 최종 연구 종료일까지 보관하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문서 분쇄
기 및 파일 완전 삭제(휴지통 비우기)로 완전 폐기하나. 그 외의 연구 자료는 진실성 증명을 
위한 자료로서 연구자 자택에 영구 보관할 것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생명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 

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담은 문서 일체를 

2014년 2월 10일 IRB 2월 심의에 상정하였고, 2014년 2월 19일 심의결과 통보서

를 통해 최종 승인을 확인받았다. 본 연구자는 IRB 승인 문서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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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1.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

학습과정 전체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모든 상황을 미리 결정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Nash, Richter & Allert, 2004), 사전에 최대한 구조화된 프로그램

적 접근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program)은 그리스어 ‘prographein(포고, 선언)’이 어원으로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된 활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변창진, 1994). 

그림 13.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각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은 체육수업 전문성, 성인학습, 현직교사교육, 

장학, 실천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체육과 교육과정, 체육수업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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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석과 함께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대상

으로 요구 분석과 함께 현직교사 환경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교사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되, 교사학습공동체의 비전과 교사들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라는 전문성 개발의 원칙에 입각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

다(O’Sullivan & Deglau, 2006).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연구 동료

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 속에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도출된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구성 원리, 내용, 방법은 

<그림 13>과 같다. 

 

  가. 목적과 목표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은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위함이다. 이러한 체

육수업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 본 

교사학습공동체 역시 이러한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그 목표로 설

정하였다. 즉, 본 교사학습공동체의 목표는 교사들의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

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체육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통합된 실체

인 전문성을 넷으로 나누어 접근한 이유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에

서도 통합된 세상을 여러 교과로 나누어 각각을 균형감 있게 교육하고 있는 것

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성 원리 

교사들을 위한 현직교사교육의 정책과 실천들은 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에 근

거해야만 한다(Armour, 2006; Borko, 2004; Darling-Hammond, 2006). 따라서 교사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그림 14>와 같이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장 교사들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현직교사 환경 및 직무 

분석을 반영하여 최종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 결과 교사학습공동체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교사학습공동체라

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성, 실천성, 공유성, 소통성, 협력성,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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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라는 주요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했다. 첫째, 학습성이란, 교사학습공

동체가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교사학습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의 학습 증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천성이란,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내 실천공동체로서 실천을 큰 

특징으로 하며, 공동으로 실천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유성이

란, 개별 교사들이 쌓아온 사적인 영역의 실천 지식들을 공론화하여 다른 교사들

로부터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 교사의 실천적 지식들은 

이러한 공유 과정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탈 사유화를 꾀

할 수 있다(Kruse & Louis, 1993). 넷째, 소통성이란, 체육수업에 대해 허심탄회하

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성찰을 꾀하고, 여럿이 하는 집단 성찰로 개인의 성

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의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협력성이란, 개별적이 아닌 협력적 

전문성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당면한 시급하고 난해한 문제들도 지

력을 모으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공유와 소통 속에 서로의 발전을 함께 

돕게 된다. 여섯째, 책임성이란,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열심히 참여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모임은 더 끈끈해지게 된다. 일곱째, 지속성이란, 교사학습공동체는 일시

적인 모임이 아닌 지속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변화는 일순간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이기에, 지속적인 자극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구성 원리의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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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와 함께 환경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교

사들은 정확한 이론에 대한 갈망이 컸다. 현장에서 체육수업을 실제 하고 있으나 

이론과 연계되지 못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불안해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Elliot, 1991). 이러한 불안감은 체육수업으로 이어져 자신 없는 체육수업을 두려

워하거나 피하는 성향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배우고 싶

은 이론에는 체육수업모형, 교육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은 

당장 체육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놀이 및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

았고(성기훈, 조기희, 2010), 이러한 것들을 당장 배워 바로 적용하고 싶어 하였

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바로 

적용이 용이한 실제 활동 위주의 체험 식 워크숍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학습자 및 맥락 분석 결과 교사들 대부분은 체육수업 경험이 있었고 현재 대

부분의 교사들이 체육을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장의 체육수업을 가지고 이

야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공적으

로나 사적으로 매우 바쁜 것으로 나타나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고민이 필

요했고, 100% 참석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참하는 교사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오프라인 모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을 충실히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학교에서 참여한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에 이들 사이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림 15.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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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점들을 모두 포괄하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를 <그림 15>와 같이 정립하였다. 

    1) 관계: 활발한 학습, 공유, 소통을 위한 친밀한 관계 맺음 

교사학습공동체가 유지 및 존속하는 데 요구되는 관계는 참여자들 간의 두터

운 인간관계로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관계와 그에 대한 헌신이 교사학습공동체

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Wenger, 1998). Parker, Patton, Madden, 

Sinclair(2010)는 공동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관계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하

였다. McLaughlin과 Talbert(2006)는 교사학습공동체란 교사들이 실천을 공동으로 

반성하고, 함께 검토하며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모임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교

사 모임과 교사학습공동체를 구분 짓는 판가름은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 속

에서 반성적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해(Kruse & Louis, 1993; 최진영, 송경오, 2006), 

자발적 학습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 맺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학습공동체는 공식적인 보상이나 강제된 의무 없이 체육수업 전

문성 증진이라는 교사 개인의 자발성에 기인하기에 개별 교사들을 하나로 엮으

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 비교적 

열정적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는 하나,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학습을 표방하고 있기에, 교육의 시작점이자 

도착점인 관계 맺음이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근간이 되어야 했

다. 사람은 고립된 상태로 발전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Fullan & 

Hargreaves, 1996). 교육에 있어서 관계 맺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도 

강조한 바 있다. 플라톤의 저서인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교사와 학생이 맺

는 교육적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에로스적 관계라고 말하고, 이러한 관

계 형성은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성립되며, 이때 학생은 교

사를 에로스의 대상으로 삼게 되며, 교사에 대한 사랑이 교사가 추구하는 교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인, 2008). 교육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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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사랑은 교육을 이끄는 추진력인 동시에 성공적인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

다(구리나, 2012). 따라서 본 프로그램 역시 교사들 간의 교육을 전제로 하기에 

친밀한 관계 맺음을 기본 원리로 규정하였다. 사전 심층 면담에서도 교사들은 여

러 다른 학교에서 오는 다양한 교사들과의 친목 도모가 서로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관계 맺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공식적인 워크숍만 생각해 봤지, 비공식적인 친목 모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

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다양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고 해서 우리 학교가 아

닌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는 체육수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서로 

친목도 다져서 더 알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주

연,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2) 통합: 현장 친화적 직접 배움 및 간접 배움의 통합적 접근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맞

춘 집단이다(서경혜, 2009; 이경호, 2010; Kruse & Louis, 1993; Stoll & Louis, 

2007). 교사의 학습을 통한 전문성 발달 과정은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러한 변화를 결코 우연의 결과로 볼 수는 없

다(Guskey, 2002).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도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지

식, 수행, 심성, 성찰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

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다양한 측면의 자극을 통해 전문성을 통합적으

로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학교 현장의 맥락과 결여된 

학교 밖 전문가에 의한 한 두 시간의 강연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보다는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Armour & Yelling, 

2004). 따라서 현장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현장 친화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배움에 있어 직접적인 배움과 더불어, 모델링을 통한 품

행이나 표정 및 말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접 배움 또한 고려하였다(조기희, 이

옥선, 2012). 교사는 말로 배움을 전파하려 하지만 행동과 말투 또한 학생에게 전

달되며, 이는 말로 전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다른 차원의 배움을 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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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르침은 말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직접 솔선수범하는 모습 자체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움의 두 측면에 주목하고, 공식적

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만남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염두

에 두었다. Hargreaves와 Fullan(2012)은 협력의 기반이 되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는 비공식적인 측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등한시할 경우 협력은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이며 억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까지도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3) 실천: 교사학습공동체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지향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개개인이 아닌 공동의 탐구와 적용 과정을 통해 궁극

적으로 실천의 탈 사유화를 지향한다(Kruse & Louis, 1993). 이는 학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쌓은 암묵적인 지식들이 공동의 검증 과정을 거쳐 세

상에 드러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눈 지식들을 

내용이나 이론으로 다루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실천과 맥락 속에서 자기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O’Sullivan과 Deglau(2006) 역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는 교실의 실천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전 요구 조사에서 참여 교사들 역시 현장 수업 실

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체육 이론, 특히 체육수업모형 같은 경우는 책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해보지 않고서는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형들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지 배우고 싶어요. 실제 수업을 하면서 유의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점들을 같이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최현기, 남교사, 사전 심층

면담)

이론을 만들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반대로 학교 현

장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장을 고려

하지 않은 이론은 탁상공론이며, 이론의 뒷받침이 없는 실천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 간의 소통이 필요한데,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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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장감을 충분히 살린 내용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

을 강조하고, 이를 나누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실천을 스스로 하기 

보다는 같이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 

    4) 협력: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과정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한 개인의 지력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지력을 한데 모

으는 협동적 노력을 통한 전문성 증진을 꾀한다(최진영, 송경오, 2006; Stoll & 

Louis, 2007).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으로 ‘구성원들 간의 협력’

을 꼽았으며, Lave와 Wenger(1991) 역시 ‘공동의 작업’을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Sergiovanni와 Starratt(2007) 또한 교사들이 함께 그들의 실천을 비판적으

로 반성하고 개선하며,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표적인 현직교사교육인 각종 연수에

서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근본 취지는 퇴색되고, 연수 학점을 취득하거나 연

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 체제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영태, 김희복, 

2005; 조순묵, 2009). 교사학습공동체적 접근은 교사들의 협동적 노력 부재를 큰 

문제점으로 보고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즉, 서로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평가 경쟁에서 이기려는 모습이 아

니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탈 사유화를 지향하고 있다(김대훈, 

2014; Fenstermacher, 1994; Nonaka & Takeuchi, 1995). 따라서 함께 성장하기 위

한 협력적 나눔과 공유, 즉, ‘협력’을 본 프로그램의 근간으로 규정하였다. 참

여 교사들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

었다. 

앞으로 계속 체육수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의견도 공유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내뱉어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

로 상호 교환적으로 나누고 그러는 것들을 여기서 경험해 보고 싶어요. (최현기, 남교사, 

사전 심층면담)



- 115 -

막상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쳐보니까, 조금 지나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

었어요. 제가 막 혼자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걸 알게 된 거죠. 막상 연수를 들어보니까 듣고 

배우는 걸 통해서도 많이 발전하기에, 이런데 오면, 더 많은 선생님들과 연수 갔을 때 느꼈

던 것처럼, 더 많은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어요. (김지영,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5) 참여: 지속적 유비쿼터스 학습을 통한 완전한 참여

교사학습공동체는 일회성, 단발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기에 지속적인 기간 동

안 만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Parker, Patton, Madden, & Sinclair, 2010). 그리고 

교사교육은 개인 차원의 미시적 접근을 넘어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

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효숙, 2011). 하지만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바쁜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 하기에, 대학원 및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비해 교육 시간이나 모임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과중한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참석해야 하는 일로 강제나 의무 없이 자발

적으로 모인 교사들에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전 심층면담에서도 거

의 모든 교사들은 이 부분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최대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

었다. 즉,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주 못 오는 상황이 생길까봐 다

들 걱정하고 있었다. 

연구자: 참여를 결정한 후 드는 가정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김합주: 걱정거리는 딱히 없지만, 가장 큰 고민은 여기에 오고 싶은데, 학교 일이나 가정 

일로 못 올 경우가 생길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한 번 못 오면 두 달에 한 

번 오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더 서먹서먹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못 오게 

될 것 같고.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시간 내는 게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죠. 

(김합주, 남교사, 사전 심층면담)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회적 실천의 과정으

로서, ‘합법적인 주변적인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로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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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완전한 참여자(independent person)’로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Lave & Wenger, 1991). 한 달에 한 번 열리

는 워크숍 형식의 공식 모임 하나만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을 완전한 

참여로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다. O’Sullivan과 

Deglau(2006)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Armour와 

Yelling(2004) 역시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형을 써서 현

직교사교육을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로 명명하였다. 본 프로그

램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물리적 만남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 

학습을 구현해 구성원들을 완전한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내용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수업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교사

의 지식, 수행, 태도를 의미했다(박균열, 2008). 지식 측면의 전문성은 교수․학습을 

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잘 아는 능력을 말하며, 수행 측면의 전문성

은 실제 수업 상황에서 적절한 교수 방법 및 전략을 적용해 교수․학습을 잘 행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백순근, 길혜지, 박영인, 2007). 또한, 심성 측면의 전문성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요소로, 학생에 대한 헌신, 직무 수행을 위한 윤리 의

식, 자기개발 의지 등을 포함한다(김옥예, 2006).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성찰 전

문성을 추가로 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찰의 강조는 교육적인 표준을 높이

고, 학생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기에, 전 세

계적으로 정부와 교육부가 강조하는 정책이기도 하다(Zwozdiak-Myers, 2012).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

정되고 효과적으로 체육수업을 수행해야 하며, 체육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임해야 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위 네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게 다각적인 노력을 균

형감 있게 기울이기 위하여, <그림 16>과 같이 Feiman-Nemser(2008)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learning to teach)’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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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의 구성 요소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지만, 최대한 포괄하면서 복잡하지 

않게 ‘4×4 전문성’구조로 설정하였다. 

그림 16.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내용(Feiman-Nemser, 2008 참고)

    1) 지식 전문성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전문성의 구성 요소에 대

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학자들마다 다른 구성 요소를 제시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 S. Shulman과 J. H. Shulman(2004)

은 학과/내용/학제 간 지식, 교육과정 이해, 내용교수 지식, 교실 관리와 조직, 교

실 평가, 공동체 확립, 발달적 관점에서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측면에서

의 학생에 대한 이해를 들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설명하였다. Rovegno(2003)

는 교사지식의 특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실천성으로, 교사지식이란 실

제 수업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다. 둘째, 개

인성으로, 교사지식이란 개인의 경력, 가치, 지식, 그리고 교육 경험과 관련된 지

식이다. 셋째, 복잡성으로, 교사지식이란 복잡한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넷째, 상황성으로, 교사지식이란 실제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

이라는 것이다. 조미혜 등(2013)은 내용교수 지식의 하위 요소를 구조화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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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하위 지식으로 교과로서의 체육에 대한 지식, 체육과 교육과정 지식, 

체육과 교수법 지식, 신체활동에 대한 학생의 학습 지식, 체육과 평가 지식, 체육

과 교육환경 지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지식의 특징과 교사지식을 바라

보는 관점에 따라 지식 전문성의 구성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내용 지식, 내용교수지식, 교육과정 지식, 초등체육에 

대한 이해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등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중의 하나인 

교육학적 일반 지식이나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는 위에 열거한 지식들 속에 포함

되어 계속해서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초등체육에 대한 이해는 초등체육만

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초등체육의 성

격의 경우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본 프로그램에

서는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편성하였다. 

내용 지식과 내용교수 지식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에서 예시로 제시된 신체활동을 놓고 소통하는 가운데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지식 측면에서 수업모형에 대해서도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국외의 여러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수업모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된 모형으로는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책임감모형, 협

동학습, 스포츠교육모형, 체력모형 등이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 모형 전부를 

다루거나, 이 중 하나의 모형에 집중하여 교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국 

Midwestern 지역의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위의 

다섯 가지 수업모형 전부를 다루고 있었고(Ince, Goodway, Ward, & Lee, 2006), 

Ko와 동료들(2006)이 진행한 ‘전문성 개발 워크숍’에서는 스포츠교육모형에 집

중하여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마다 배우고자 하는 모형

이 달라, 학생들에게 맞는 모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Kulinna, 2008), 여러 

모형을 다루기로 하였다. 모형은 협동학습, 책임감모형,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스포츠교육모형과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된 하나로수업모형을 열 달에 걸쳐 두 

달에 한 모형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순서상으로 첫 번째는 학년 초 서로 협동하는 긍정적인 체육수업 분위기를 만

들기 위해 협동학습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된 체육수업 분위기 속

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차원에서 책임감모형을 배치하였다. 세 

번째는 방학 전, 중, 후에 걸쳐 인문적 체육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나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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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배치하였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을 적용한 게임

을 하고, 스포츠교육모형에 입각한 스포츠데이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

로 구성하였다. 월 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안하면 <표 20>과 같다. 

월 이론 실천

1 초등체육의 성격,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연간 체육 계획 세우기

2
건강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협동학습 체육수업 준비하기

3
건강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협동학습 협동학습 실천

4
표현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책임감모형 협동학습 실천

5
표현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책임감모형 책임감모형 실천

6
여가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하나로수업모형 책임감모형 실천

7
여가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하나로수업모형 하나로수업모형 실천

8
경쟁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하나로수업모형 실천

9
경쟁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실천

10
도전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스포츠교육모형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실천

11
도전활동 교육과정 
알아보고 배우기

스포츠교육모형 스포츠교육모형 실천

12 초등체육수업의 실제 스포츠교육모형 실천

표 20. 월 별 프로그램의 내용

    2) 수행 전문성

수행 전문성은 실제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을 잘 관리하여 안정된 체육수업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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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모이는 
장소

○ 실내화 가방을 놓는 위치
○ 교사가 해를 보고 학생들은 해를 등지고 설 수 있도록 모이는 일정한 장소

대형

○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일 때 쓰는 대형 – 예) 모여 대형
○ 준비 운동을 할 때 쓰는 대형 – 예) 넓혀 대형
○ 설명을 할 때 쓰는 대형 – 예) 다모여 대형
○ 모둠 미팅을 할 때 쓰는 대형 – 예) 작전타임 대형

주의
집중

○ 교사가 “주”라고 하면, 학생들은 “목”이라고 외치며 교사의 눈 보기
○ 교사가 “4학년”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1반”이라고 외치며 교사 보기
○ 교사가 “선생님을”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세요.”라고 외치며 교사 보기
○ 교사가 “박수 한 번”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박수를 한 번 치고 “집중”이라

고 외치며 검지를 입에 대고 주목하기

신호

○ 호루라기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불기 – 모둠 별 한 줄로 모이기
○ 호루라기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불기 – 반원을 그리며 앉아서 설명 듣기
○ 호루라기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불기 – 체조할 수 있게 넓히기
○ 호루라기 짧게 두 번 불기 – 준비하기
○ 호루라기 길게 한 번 불기 – 시작하기
○ 호루라기 짧게 연속으로 불기 – 파울, 무효, 다시 등

표 21. 워크숍에서 정한 체육수업 수행을 위한 약속

영을 통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 수행 전문성은 크

게 수업 계획, 수업 운영, 수업 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수업에 대한 평가는 수업 

성찰을 거쳐 다시 다음 수업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수행 전문성이 발달한 교사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의 효

과적인 수행은 시범 및 설명, 과제 제시 및 세련화, 학생 관찰 및 피드백, 관리 

시간 최소화 및 실제 학습 시간 최대화, 수업 운영 및 평가, 학생 관리 능력 등

이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 <표 21>과 같이 체육수업 수행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칙 등을 워크숍에서 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선 체육수업의 전체 수행을 결정짓는 연간 계

획을 같이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이후에는 체육수업을 공동으로 

실천하면서 체육수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개별 교사들의 실천적인 지식들이 

워크숍이나 모바일 메신저 또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유되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워크숍의 ‘근황 토크’와 ‘수업 영상 나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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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다른 교사들의 수업 수행을 듣거나 보고,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심성 전문성

초등교사로서 체육수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심성적 측면의 전문성

이라 함은 교육에 대한 신념, 체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교사의 바른 

인성을 갖춘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성 전문성은 학창 시절의 체육수업 경

험, 예비교사교육 및 현직교사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

르치는 체육수업을 통해 스스로 느끼거나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얻어지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성 전문성의 발달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는 제자가 스승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 속에서 보고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도제식 교육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다(정재걸, 2010). 따라서 지도하기에 난해한 심성 전문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한 업무화, 사회화, 학습화의 방식을 빌려올 필요가 있다(최

의창, 2009a; Arnold, 1997; Clifford & Feezell, 2009). 업무화는 실제 가르치는 상

황 속에서 스스로 느끼거나 암묵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이고, 사회화는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학습화는 심성적 자

질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습득해 나가는 것

을 말한다(최의창, 2011). 잠재적 학습이자 훈습의 성격이 강한 업무화와 사회화

가 비형식적이고 암묵적인데 반하여 학습화 방식이야 말로 프로그램을 통해 접

근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업무화와 사회화를 꾀하는 동시에 학습화의 관점에

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심성적 자질의 함양을 위한 학습화 방

식으로는 관련 내용을 다루거나, 딜레마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토의하는 과

정을 거쳐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기르거나, 인성 함양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형태가 제기되어 왔다(최의창, 2011). 실제 대학 프로그램 전체에서 심

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토론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Willemese, Lunenberg, & Korthag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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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사례

교육에 대한
신념

○ 학생들이 체육을 즐겁게 여기도록 체육에 대한 낭만을 심어주고자 한다.
○ 학생들이 체육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한다.
○ 장차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기초 교육에 충실하고자 한다.
○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 교육 측면에서 체육을 바라본다.
○ 체육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체육에 대한
열정

○ 열정적인 자세로 체육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 멋진 체육복 차림으로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다.
○ 체육교구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한다.
○ 체육수업에서 다루는 신체활동 예시들을 섭렵하고자 노력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

○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 학생을 위한 봉사와 희생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 먼저 말 걸기, 엄지 들기 등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
○ 학생의 실수나 잘못에 너그럽게 대하려고 애쓴다.
○ 멀리서도 손을 흔들고, 다정한 미소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인사한다. 
○ 학생의 결과물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준다.

교사의
바른 인성

○ 청결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학생과 마주한다.
○ 라인을 그릴 때도 똑바로 잘 그리는 등 체육수업 공간을 깔끔하게 한다.
○ 밝고 환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맞이한다.
○ 시간 약속을 포함해 약속을 했으면 이를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 학생만 시키지 않고 학생과 같이 함께 한다.
○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한다. 
○ 남을 잘 돕고, 배려하며 성실한 모습 등을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한다.

표 22. 심성 전문성의 내용(한민국, 2007 참고)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심성

적 측면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체육교사의 간접교수활

동에 관한 연구(한민국, 2007)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표 22>와 같이 정리하고, 이

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누었다. 또한, 워크숍의 ‘근황 토

크’와 ‘딜레마 및 화제’ 시간에 각자의 학교에서 실천하는 체육수업 이야기

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토의 및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

야기 속에는 다른 교사들의 모범적인 교육 실천, 열정적인 체육수업 성공담, 학

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 솔선수범하는 교사의 자세 등이 담겨져 있어 이를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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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도 심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최의창, 2006), 스포츠와 관련된 음악, 명화, 시, 영화, 소설, 문장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심성적 전문성은 체육수업 내용이나 수업모형과

도 연계되어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성찰 전문성

초등교사로서 체육수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찰적 측면의 전문성

이라 함은 수업 전, 중, 후에 걸쳐 성찰하여 체육수업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성찰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Mallett(2000)은 반성일지 기록을, 최의창(2003)은 현장 개선 연구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에게 성찰과 현장 개선 과정을 기록할 수 있

는 성찰일지 양식을 만들어 기록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현장 수업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성의 사고만을 강조하

여 삶과 실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서경혜, 2005), 반성

일지 기록에 능숙한 교사가 반성적 교사라는 아이러니에 봉착하지 않도록 유의

하였다(유솔아, 2005). 이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와 협력적 수업 멘토링을 통한 

개별 성찰 및 집단 성찰 또한 꾀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어떠한 성찰 과정을 거쳐 실천되었는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성찰 전문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이를 증진

시키게 되었다. 

홍 선생님의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중간 중간 재미가 없으면 변

경하겠다는 의지가 행동이나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교사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현재 상황과 대상에 알맞게 맥락적으로 게임을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전문성에서 매우 

중요한 성찰적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성찰 전문

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점에서 선생님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

다. (홍주연, 여교사, 수업 멘토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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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분 사례

1 수업 전
축구 골대가 없어서 대신 페트병 3개로 골대를 만들고 넘어진 개수가 득점
이 되는 축구로 변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함

2 수업 중
꼬리잡기 시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꼬리의 길
이가 두 뼘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꼬리 검사’를 도입함

3 수업 후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체육활동에 대해 동료 교사들
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 

4 수업 전
하나로수업모형을 통해 인문적 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삼행시 짓기, 생각
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체육수업 시간에 느낀 점 네 줄 쓰기가 담
긴 학습지를 구상함

5 수업 중
게임 시 일부 학생들만 독점하여 수업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으로 변형된 체육활동을 펼침

6 수업 후
낭만체육, 입문체육, 기초체육, 연계 및 통합체육, 전인체육이라는 초등체육
의 성격에 비추어 체육수업을 돌아봄

7 수업 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활동 중 학교 현장의 체육수업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활동의 도입 목적과 의도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기

8 수업 중
볼링 핀 쓰러뜨리기 릴레이를 하는 데 페트병이 바람에 쓰러져서 모둠 별로 
모래의 양을 조절하여 채워서 게임을 하라고 함

9 수업 후
게임 수업 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을 주기 위해 스포츠교육모형에 입각
한 결승전 행사를 기획하고 스포츠 관련 음악과 함께 식전 행사를 준비함

10 수업 전
간이 골대로 축구를 할 때, 골대가 너무 작아 득점을 거의 못 할 것을 대비
해, 골대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변형함

11 수업 중
평균대가 세 개 밖에 없어서 세 명만 평균대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학생들도 인문적 체육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함

12 수업 후
표현활동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각자 해보라고 했더니 표현에 서툰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는 데 성별 또는 수준에 따라 어떠한 모둠 편성이 교
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고민하기

표 23. 소통 과정에서 도출된 성찰 전문성의 사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23>과 같은 성찰 전문성의 사례들이 오프라인 및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한편, 이러한 성찰의 과정에서 이유나 정당화

를 제공하되, 기술적 성격이 강한 ‘기술적 성찰’,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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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춘 ‘분석적 성찰’, 다수의 관점을 참조하여 행동과 사건을 규정하고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반성하는 ‘비판적 성찰’ 등 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Korthagen, Kessels, Koster, Lagerwerf, & Wubbels, 2001; 

Korthagen & Vasalos, 2005). 또한, 선택적 활동인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고자 하였다. 독서 모임에서는 ‘나의 성품에 적합한 

교수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 체

육수업을 하고 있는가?’, ‘초등체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

가?’와 같이 책에서 도출된 문제와 질문들을 놓고 함께 토의 및 토론하는 시간

을 가지곤 하였다.  

  라. 방법

 

    1) TLC 교사학습의 방식

      가) 워크숍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배우는 사

람’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Morgan & Lambert, 2005). 워크숍이란 연구 집

회, 공동 수련, 공동 연수, 연구 협의회 등을 일컫는 말로(국립국어원, 2014), 교

사들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

는 오프라인 모임을 워크숍 형식으로 기획하고, 체육수업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

는 여러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의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는 주로 구성원들과의 친목 도모를 통한 친밀한 관계 맺음, 직접 배움뿐만 아니

라 사람을 배우는 간접 배움, 체육수업 실천의 공유를 통한 탈 사유화, 구성원들

과의 협력적 작업,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소속감 부여 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

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워크숍은 한 달간의 전문성 발달 과정을 돌아보고 나

아가는 구심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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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흐름 활동 내용
1 등록 같이 간식을 먹으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소통하는 시간

2 여는 말 워크숍의 취지를 알리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

3 근황 토크 체육수업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4 워크숍 특강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

5 수업영상 나눔 수업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설명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6 딜레마 및 화제 토의 및 토론, 집단 성찰로 이끌 수 있게 마련한 시간

7 소통의 시간 식사를 하며 비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

표 24. 워크숍 흐름도

장소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저녁 6시부터 시작하여 대략 3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표 24>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특강의 경우 초반에는 초등교사로서의 정체성, 현직교사교육의 중요성, 

초등교육과 초등체육,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체육수업을 잘하기 위한 초등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이후에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상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활동 예시에 대한 내용 지식 및 내용교수 지식과 함께 다섯 가지 주요 

체육수업모형을 다루도록 하였다. 

      나) 모바일 메신저

개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은 실천적인 

지식들도 동료 교사들에 의한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화되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박선미, 2006). <그림 17>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이러

한 개별 교사들의 실천적인 지식들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나눌 수 있게 해

주는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공간이다. 이는 체육수업의 아이디어와 정보 공유, 

동료 교사의 체육수업 실천을 통한 배움, 자신이 처한 고민이나 질문에 대한 공

동의 해결을 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기획한 방식이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체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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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천을 공유하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며, 오프라인 워크숍의 공백을 잇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모바일 메신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모바일 메신저로 참여 교사 전부를 초대하였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

한 체육수업 공유는 우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쌓아가는 체육수업의 

실천적인 지식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될 수 있어 지식 전문성을 쌓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체육수업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

결해 나가는 체육수업 수행 관련 이야기들은 체육수업의 수행적 측면을 드높이

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열심히 체육수업을 

꾸려 나가는 동료교사들의 체육수업 이야기는 심성적 측면의 전문성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계획된 체육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성하고 성찰하

여 좀 더 나은 수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성찰 전문성 또한 개발할 

수 있었다. 

그림 17. 모바일 메신저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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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라인 카페 

어떤 직종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과 더불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Palmer, 2010). 이를 위해 본 프

로그램에서는 현장의 체육수업 실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양질의 자료를 축

적하는 동시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인터넷 기반의 온

라인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는 주로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댓글을 통한 

관계 맺음 및 생각 나눔, 실천적인 체육수업 자료의 협력적 축적, 오프라인의 한

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속적인 현직교사교육 차원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특히 온

라인 카페는 양질의 체육수업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기능

으로 자리매김하였다(Harasim, 1996). 

이를 위해 인터넷 상에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필요한 메뉴들을 선정해 게시

판을 만드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대영역인 건

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에 따른 게시판을 만들고, 각각에 해당하는 수업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다섯 가

지 체육수업 모형인 협동학습, 책임감모형, 하나로수업모형, 이해중심게임수업모

형, 스포츠교육모형 게시판을 개설해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부터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자료와 현장 실제 사례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게시판은 실천 과정에서 계속 수정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의 

게시판은 <표 25>와 같다. 



- 129 -

그룹 공간 내용

티처런
커뮤니티

소개

티처런커뮤니티란? TLC 교사학습공동체 결성 배경을 설명하고 모임
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를 소개

공지해요 공지사항 전달

자기소개&등업신청 참여 교사들 간에 서로를 알리고 외부 교사들의 
가입을 확인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공간

한 줄 수다 참여 교사들 간의 친밀한 관계 맺음을 위해 자유
로운 이야기를 올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성찰일지(기술/분석/비판)
특히 성찰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공간
으로 기술적, 분석적, 비판적 반성 등 다양한 차원
의 반성을 유도함

티처런
커뮤니티

동정

워크숍 워크숍 운영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을 공유하고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

독서모임 도서를 토대로 도출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서
로의 생각과 철학을 나누기 위한 공간

협력적 수업멘토링 체육수업 개선을 협력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공간

사진 앨범 운영 과정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

실천
자료

공유

건강 활동 건강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누기 위한 공간

도전 활동 도전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누기 위한 공간

경쟁 활동 경쟁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누기 위한 공간

표현 활동 표현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누기 위한 공간

여가 활동 여가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누기 위한 공간

수업
모형

소통

협동학습(CL) 협동학습 자료의 공유 및 소통 공간

책임감모형(RM) 책임감모형 자료의 공유 및 소통 공간

하나로수업모형(HM) 하나로수업모형 자료의 공유 및 소통 공간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TGfU)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자료의 공유 및 소통 공간

스포츠교육모형(SE) 스포츠교육모형 자료의 공유 및 소통 공간

협력과

나눔

학년 나눔 학년 교사들의 협력적 나눔을 위한 공간

자료실 학교 체육업무 및 기타 자료를 나누기 위한 공간

표 25. 온라인 카페의 게시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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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협력적 수업 멘토링

협력적 수업 멘토링이란 개별 교사의 체육수업 개선을 함께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는 체육수업 개선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관계 맺음, 멘

티뿐만 아니라 멘토의 직접 배움과 간접 배움,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

력,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전문성 발달 과정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

한 현직교사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적 수업 멘토링은 참

여 교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참여 교사들 중 일부는 직접 수업을 

관찰하고 멘토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수업 개선을 

갈망하는 교사들이었는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업 멘토링을 원하는 교사들

을 모집하여 실시하였다. 총 8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림 18>과 같은 절차로 

협력적 수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림 18. 협력적 수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단계

수업 영상은 멘티 교사의 학교를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이 방문하여 수

업을 촬영하거나 멘티 교사가 직접 촬영하여 확보하였고, 해당 수업 동영상을 여

러 교사들이 같이 보며 수업에 대해 기술, 분석, 해석, 평가로 이어지는 협력적 

비평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교사들의 피드백을 정리해서 관찰 보고서를 작성

해 주고, 수업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관찰 보고서에는 <그림 19>와 같이 일시, 장소, 수업자, 관찰자를 상단에 표기

하고, 수업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을 담은 뒤,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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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찰 소감을 좋았던 점, 개선할 점, 학생들의 태도로 나누어 다시 이야기하였

다. 관찰 보고서는 A4용지 두 장으로 작성하여 멘티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수업 멘토링 참여 교사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성찰하여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9. 협력적 수업 멘토링 보고서 양식

Little(1990)은 교사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1) 훑어보기와 이야기하기(scanning 

and storytelling), 2) 돕기와 보조하기(helping and assistance), 3) 나누기(sharing), 

4) 함께 일하기(joint work)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점점 협력 수준

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나중에는 상호의존성, 책임의 공유, 공동적 헌신과 개선 

등의 측면이 보다 강화되었고, 검토하고 비평하는 어려운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수업 멘토링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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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당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업자와 협력자들 간 쌍방의 교사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실제적인 체육수업 전문성 발달에 강력한 공헌을 하였다

(Duncomb & Amour, 2004; Wenger, 1998).

      마) 독서 모임

본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 일부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책을 정해 스터디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받아

들여 스터디 성격으로 구상한 프로그램이 바로 독서 모임이다. 도서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과 관련되어 의미 있는 도서로 TLC 교사학습공동체 결성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책,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 위에서 초등체육을 논하기 위한 책,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위

한 책, 체육수업 모형에 관한 책, 체육, 체육수업, 체육교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책 등을 선정하였다. 

관련 도서를 읽음으로써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일하

는 방법, 학교 개선 등에 관한 다른 생각과 시각을 접할 수 있다(Fullan & 

Hargreaves, 1996). 그리고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의 경

험이 가지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성찰의 기회 또한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독서 모임은 체육수업 전문성 발달 차원에서 같이 도서를 읽고 도출된 딜레마 

및 화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같은 책을 함

께 읽는데서 오는 소속감의 부여,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의 제공, 비슷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의 생각과 철학의 나눔, 

하나의 책을 놓고 진행되는 협력적 탐독의 과정, 체육에 관해 일상생활에서도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의 형성이라는 여러 의도를 담고 있었다. 특히 독

서 모임은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지식의 깊이를 깊게 하고 책에서 뽑은 딜레마 

및 화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능을 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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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LC 교사학습의 특징

      가) 탈 사유화를 지향하는 경험의 공유

교실 상황은 불확실성, 복잡성, 실천성, 개별성으로 대변된다(Airasian & 

Gullickson, 1997).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체육수업 상황에서 개별 교

사들은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가치, 신념, 직관에 의존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실천적 지식들을 축적한다(Elbaz, 1983). 이렇게 쌓은 개별 교사들

의 지식들은 사적이며 암묵적이지만 동료교사들과의 공유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 

검증 과정을 거치면 정당화되어 공적 지식이 될 수 있다(Fenstermacher, 1994; 

Nonaka & Takeuchi, 1995). 이는 협력적 전문성 발달을 추구하는 교사학습공동

체에서 중요한 학습 방법의 하나로,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개별 교사들

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

을 통해 다 같이 모여 서로의 수업을 공유하고 함께 체육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자 하였다. 이때, 협력학습에서 많이 활용하는 ‘돌아가며 말하기’를 많이 시도

하였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를 활성화시켜 실시간으로 체육수업 실천을 공유하

고 피드백이 오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카페에 체육수업 실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협력적 문제 해결로 이끄는 토의 및 토론

역사적으로 학교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계획하거나, 자신들의 수업 실천을 

공유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혼자 일하도록 구조화되었다(Prytula & Weiman, 

2012). 교사들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태도를 견지

하고 있으며 교사 문화는 이를 당연하게 만들어 왔다(Hargreaves, 1994). 이러한 

교사 문화를 Lortie와 Clement(1975)는 교사들의 ‘개인주의’로 규정하였는데, 

현대 사회에서 교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적이 아닌 협력적으로 서

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한다. 따라서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

는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적 전문성 발달의 관점에서 토의 및 토론을 활성화시켜 

지식을 능동적으로 생성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장이 워크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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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

에 모인 교사 동료들은 지속적인 협력 환경을 창출하는 비판적 동료들로서, 사람

이 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서경혜, 2005). 

      다) 지식의 능동적 생성을 위한 집단 성찰

체육수업 전문성이란 장기간의 훈련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으로 성장하는 생성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박선형, 2005), 교사는 지식의 단

순한 소비자 또는 실행자가 아니라 실천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생산

하고 구축하는 전문가로 이해되어야 한다(Cochran-Smith & Lytle,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부 전문가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사교육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의 교사교육은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지식을 생성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Wenger, 1998). 따라서 본 교사학습공동

체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위해 개별 반성을 뛰어 넘는 집단 성찰을 핵심 학습 방

법으로 추구하였다. Postholm(2012)은 반성이야 말로 교사학습에 있어서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교사 지식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드러낼 

때 더욱더 명확해지고, 비판적으로 심사숙고하는 반성을 통해 다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Cochran-Smith & Lytle, 1999). Peel과 Shortland(2004)가 제기

한 ‘협력적 반성’이나 Raelin(2001)이 주장한 ‘공공의 반성’은 집단 성찰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성에는 단순히 수업 중에 모아

놓은 기억을 되살리는 수준의 기술적 반성에서부터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역사 및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반성도 있다

(Fullan & Hargreaves, 1996).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동

료교사들과의 집단 성찰을 통해 보다 차원 높은 반성을 꾀하였고, 이를 통해 개

인 주체의 지식과 실천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라) 실천 속 배움을 위한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본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을 추구하였다. 체육수업에 대한 실천 

경험은 지식을 명료화시킬뿐더러 실천 과정에서의 성찰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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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수업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전문성

의 발달을 위해서는 단순 반복이 아닌 장기간의 의도적이고 검증된 주도면밀한 

실천(deliberate practice) 또한 필요하다(Ericsson, 2006). 따라서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직접 실천하면서 되돌아보고 개

선하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육수업 실천

을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였고, 공동으로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체육수업 전

문성을 함께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

활동 예시나 체육수업 모형을 다룰 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

는 지 그 실천 방안에 집중하였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며 발견한 아이디

어나 문제점 등을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하거나 오프라인 워크숍에서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실천 속에서 보여 지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과 교육활동은 다른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게 된다(Wenger, 1998). 따라서 이러한 배움의 통합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예의 주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모임과 더불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참

여 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가졌으며, 공식적인 프로그램과 더

불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식 타임, 쉬는 시간, 뒤풀이 시간을 활성화 시

켜 참여 교사들 간에 잠재적이면서 암묵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훌륭한 체육수업을 함께 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직접 배움 및 간

접 배움이 활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를 통한 정체성 형성

교사학습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사회

화 또는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상황은 학습과 분리될 수 없는 학습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무엇을 학습했는

가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했느냐가 중요하다(소경희, 2009). 즉, 학습

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사회적 실천 과정 속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의

미이고,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음을 의미한다(Lave 

& Wenger, 1991).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주변적 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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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

성 증진과 학생의 학습 증진이라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교사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 맺음을 근간으로 삼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

법을 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사들을 6개의 팀으로 묶어 결속하였고, 오프라

인 워크숍 전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워크숍 중에도 서로 

돌아가며 말하는 ‘근황 토크’코너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체육수업과 학교생활

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카페에 교사들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회식, 경기 관람, 체육활동 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교사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문성 증

진 과정에 계속해서 동참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하였으며 체육을 통해 전인교

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초등교사로서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 

      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는 지속적 배움

학습이란 개인의 능동적인 구성의 과정인 동시에 사회에 소속된 문화적 실천

의 과정이라고 하는데(Borko, 2004), 교사학습은 교사 개인이 홀로 실천하고 반성

하며 축적시켜 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료들은 단순히 학습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을 결정짓는 주

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Duncombe & Armour, 2004). 따라서 자신의 근접발달 영

역 내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위치한다면 교사학습은 

더욱더 촉진될 수 밖에 없다(Postholm, 2012). 하지만 오프라인 모임의 워크숍만

으로 이러한 교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데에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유비쿼터스적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

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과 더불어 전통적인 온라인 프로그램인 인터넷 공간을 활

용한 온라인 카페를 활성화시켰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진이나 동영

상 등을 나눌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적극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구하였

다.  

교직 풍토가 개인주의적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를 통해서는 학교의 개선

이 교사 개개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Fullan과 Hargreaves(1996)는 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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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개선의 6대 과제로 업무 과중, 고립과 소외, 집단 사고, 간과된 무능, 교사역

할의 협소성, 빈약한 해결책과 실패한 개혁안의 문제를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 요인들은 교사들의 협력 문화 조성을 어렵게 했으며, 교사교육이 교사의 근

본적 의지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기능적 기술의 문제로 해석

해 교사교육이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형식을 띠게 만들었다. 이제는 교사들이 서

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그동안 쌓은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

고 나누며 경청하는 가운데 전문성을 협력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개인주의적인 교직문화

를 극복하고 협력적 전문성 개발을 위해 앞으로 그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

구자들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교사들을 모아놓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

의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를 보면, 이

미 결성된 교사들의 모임을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의 방법으로 그 운영 과정과 

결과를 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교사학습공동

체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ADDIE 모형에 준하여 교사학습공

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체육수업 전문성은 이러한 프

로그램 없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 경험을 통해 증진시킬 수도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기회들이 전문성을 개발시키는 기회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의 잘못된 교사문화로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Wideen, Mayer-Smith & 

Moon, 1998). 특히 예비교사교육을 받고 나온 신규교사들에게 바람직한 현직교육

의 부재는 ‘전환 충격(transition shock, Corcoran, 1981)’이라고 할 정도의 스트

레스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Veenman, 1984). 프로그램은 ‘intervention(개입, 간

섭)’이라고 볼 수 있어(Fink, 1995),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공헌하곤 한다(Posavac & Carey, 1997).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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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 

프로그램 기반의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실천한 결과 그 과정은 <그림 20>과 

같이 크게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확산기로 구분되었고,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

로 탈바꿈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시기별로 동일한 유형을 보이기보다는 참여 정

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었다. 참여 교사들의 유형은 주변적 참여

자, 수동적 참여자, 주도적 참여자, 생산적 참여자로 범주화되었는데, 그림에서 

점선이 점점 실선으로 변하고, 음영이 변화하는 것처럼 참여 교사들은 주변에서 

점점 더 교사학습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 교사들의 

유형은 시기별로 동일한 유형을 보이기보다는 참여 교사들은 특정한 해석을 낳

고, 특정한 행동에 관여하며, 특정한 선택을 결정하고, 특정한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성(Wenger, 1998)인 정체성을 참여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해 

가고 있었다.

그림 20.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

이러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을 각 시기 별로 주요 특징과 함께 지

향했던 목적, 강조된 목표와 방법,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전략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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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태동기: 주변적 참여

태동기는 본격적인 TLC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이전 시기로, 본 연구자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이전에 이와 유사한 교사 모임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

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이전 교사모임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참여 교사들을 다방면으로 모

집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들의 참여 동의를 이끌어냈다. 태동기에서는 

교사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이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점이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고, 그 중에서 설득력을 높인 

메일 발송, 연수를 통한 홍보, 참여를 결정한 교사들을 통한 섭외 과정이 주요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인 참여 교사들은 대부분 ‘합법적 주변적 참여자’의 

자격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Lave & Wenger, 1991).

    1) 교사학습공동체의 모태

본 연구자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이전에 ‘TRY-PE(teaching responsibility for 

youth-physical education)’라는 교사 모임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

다. 한국형 책임감모형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정된 책임감모형(이옥선, 

2014)’을 적용하기 위한 TRY-PE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을 가지면서 한국형 책임감모형을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을 조력하였다. 

교사들은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였고, 이들의 실천 경험은 다시 워크숍

에서 공유되었다. 

그림 21. TRY-PE 교사학습공동체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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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과 같은 로고를 사용했던 TRY-PE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본 

연구자는 교사들을 모집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워크숍 운영과 함께 수업관찰 또한 병행하

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눈여겨 볼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일종의 교사 전문성 개발 경험은 이러한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현직교사교육이야 말로 본 연구자의 학

문적, 실천적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2)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교사학습공동체

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참여 교사들에게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기에 여러 이름들을 놓고 고민하였다. 고민 끝에 교사들의 배움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공유와 소통 속에 협력적 전문성 발달을 위해 함께 달려간다는 의미에

서 함께 배운다는 ‘learn’과 같이 달려간다는 ‘run’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티처런커뮤니티(TLC)’로 결정되었고, <그림 22>와 같이 TLC 교사학습공동체

를 표상하는 로고 또한 만들어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정식 명칭은 ‘티처

런커뮤니티’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온라인상에서 서로 대

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이를 줄여‘티처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로

고에서 ‘더하기’ 기호를 사용한 이유는 교사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참

여와 학습을 중요시 하고, 대학 기반의, 지원적인 교사 배움 공동체를 강조하는 

PLUS(Participation & Learning-centered, University-based, and Supportive)를 상

징화한 것이었다.

그림 22.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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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의 메일 발송 참여 교사들의 섭외 연수를 통한 홍보
교사 분포 45.2% 29.0% 25.8% 

표 26.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유형

구분 세부 구분 구성 현황(n=31)

성별
남교사 48.4% (15)

여교사 51.6%  (16)

연령

20~25세 6.4% (2)

26~30세 45.2% (14)

31~35세 35.5% (11)

36~40세 12.9% (4)

경력

  1~5년 41.9% (13)

 6~10년 45.2% (14)

11~15년 12.9% (4)

학력

학사 졸업 32.3% (10)

석사 과정 35.5% (11)

석사 졸업 22.6% (7)

박사 과정 9.7% (3)

표 27. TLC 교사학습공동체 구성 현황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들 중에서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고 같이 배우고 싶은 교사들을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31

명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참여 교사들의 유형은 <표 26>과 

같았다. 참여 교사들의 구체적인 구성 현황을 성별, 연령별, 경력별, 학력별로 나

누어 다시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3) 교사학습공동체의 첫 만남

201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가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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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학기말로 바쁜 12월을 피해 첫 모임을 가

지기로 하였고, 2013년 11월 22일 드디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첫 만남이 이루

어졌다. 첫 모임이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 결성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들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관점에

서 계속적인 현직교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교사

학습공동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체육수업 전문성 증

진을 위한 교사들의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1년 간 TLC 교사학습공동

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개 이후에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참여 교사들

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이전이었기 때문에 심층면담이라기보다는 현장교사

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첫 모임부터 길어지고 딱딱해지면 현

장 교사들에게 다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30분 정도 의견을 듣

는 시간을 갖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 

처음 모임을 계획하고 교사들을 모집할 때만 해도 많은 수의 교사들을 모집하

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을 훨씬 웃도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였

다. 이는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제도적 차원

의 체계적인 도움이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Fullan, 2004; Miliband, 2004), 

이러한 현직교사교육들이 교사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연수를 찾아다니거나 도서 탐독 또는 동료교사의 수

업 관찰을 통해 전문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진시키고 있었고, 이러한 현직교사

교육의 무체계성과 비지속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체육 관련 연수에 참여하더라

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탈 맥락적인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하는 교사도 있

었다. 

저는 지금까지 체육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지도법 등을 각종 직무연수 참여와 도서 탐독

을 통해 습득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교실에서 창문 너머 운동장을 내려다 보면서 운동장에

서 체육 수업 하시는 다른 반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며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했고요. 눈

으로 보고 재미있을 것 같은 것은 실제 제 수업에 적용해 보기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

요. 그러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했고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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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연수 내용 중에 체육학 이론에 관련된 쓸데없는 지식을 배우는 시

간들이 많아서 연수를 받으러 가면 다소 따분했던 것 같아요. 배워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했던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모임의 성격 상 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될 수 있기에 여러 교사들을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시키려 노력하였고, 다수의 교사들과 함께 TLC 교사

학습공동체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시의 참여 교사들은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의 형태를 이루

고 있다고 볼 수 있다(Wenger, 1998). 교사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TLC 교사

학습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었으나, 교사들을 둘러싼 여건들로 인해 더 깊숙이 관

여하게 될 지, 주변을 맴돌게 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TLC 교사학습

공동체에 참여 의사를 표시했어도 시간 및 공간적 측면의 맥락에 부합해야 계속

해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DuFour와 Eaker(1998)는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

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시간을 정해야 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계

속적으로 지원하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를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해야 했다. 시간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에는 학교 업무로 인한 퇴근 지연, 학교 행사 참여, 청소년 

단체 인솔 등의 공적 이유와 육아, 대학원 수업, 운동 레슨, 가족 행사 등의 사적

인 이유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장소적으로도 워크숍 모임이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교가 아닌 낯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4) 태동기의 난점과 해결 전략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본 연구자는 많은 고민과 판단 속에 불거진 

문제점들과 봉착한 위기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다. 이때, 대부분의 결정은 TLC 교

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적 지성을 발휘해 결정하곤 하였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리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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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연구자

들이 본 연구자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한다. 

태동기에서의 가장 크게 대두된 난점은 교사 모집 부분이었다. 교사들의 모임

이다 보니 소수 정예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

이 모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를 결심했

지만 여러 이유로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이 생길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제일 수월한 방법은 메일을 통한 접근이었다. 교

사들 중에서 함께 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의 리스트를 뽑아 메일을 보냈다. 메

일은 인사말을 각 개인에 맞게 정성껏 쓰고 관심이 있으면 다음을 읽어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사말 뒤에 장문의 편지를 덧붙였다. 편지에는 연

구자 소개, 모임 결성의 취지, 비전 및 계획, 참여 방법을 담았다. 이때, 본 연구

자가 유사한 모임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음을 강조하고, 주변에서 같이 할 수 있

는 교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다음은 메일로 보냈던 내용을 발

췌한 것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초 교사 ○○○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 이렇게 
메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초등교육, 초등체육을 제대로 배워 초등교
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휴직을 했었고, 현재는 복직해서 6학년 담
임을 맡고 있습니다. 2년간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정
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체육만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과 초등교육, 초등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초등교사와 학급 운
영 등에 대해 고민하였고, 나름 작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공부를 통한 깨달음 중 하나는 이러한 배움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 보다는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를 나누다 보면 보다 많은 선생님들
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와 교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우연적인 측면이 많아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교사모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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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임은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선생님들은 여기에 참여하셔서 필요한 
지식, 정보, 노하우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몰랐던 것들, 나만의 비법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모임은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학교의 바쁜 일
정을 피해 한 달에 한 번 평일 저녁에 이루어지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초등교육과 초등체육에 관련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다.  

모임은 대략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 좋은 멤버들로 구성해 서로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 예정이니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일 또는 개인 사정으로 가끔 빠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와 비슷
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참여한 9명의 선생님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받으시면 참가 여부를 메일 또는 문자로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선생님도 더 크게 되세요. 선생님을 위해, 선생님
의 학생들을 위해~ 

그럼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 
분 중에 우리 모임의 성격에 잘 맞는 선생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연수를 통한 홍보도 이어졌다. 본 연구자는 교사 연수 섭외에 적극적으로 응하

였고, 교사 연수를 열심히 진행한 뒤에, 연수 말미의 제언 부분에서 교사학습공

동체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교사들의 현직교사교육 차원에서 교사학습공동

체를 계획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연락을 달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몇몇 교사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미 참여를 결정한 교사들

을 통한 홍보도 이어졌다. 주위에 같이 할 교사들이 있으면 함께 하자고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로 교사들이 더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당초 예상 인원인 10명을 훌쩍 넘긴 31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모임은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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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성기: 수동적 참여

형성기는 철학과 목적이 공유되고,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배움과 본격적

인 체육수업 실천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

을 다시 나누는 가운데 교사학습공동체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함께 할 1년의 체육수업 실천 계획을 세우고, 체육수업에서 학생들

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자리를 잡

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 간 시기였다. 교사학습공동체 내 활

발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음이 

관건이었는데, 이는 워크숍 모임에서의 소통, 모임 후 가진 회식, 모바일 메신저

를 활용한 모임 사진 공유, 온라인 카페를 이용한 자기소개 등의 방법으로 이를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교사들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공유

하거나 소통하는 모습을 아직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른 수동적인 참여 형태를 보

이고 있었다. 

    1) 교사학습공동체의 철학과 목적 공유

그림 23. 워크숍 도입 프로그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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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사들 간에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이 공유될 수 있도록 서

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그림 23>과 같은 순서로 초등

교사로서의 정체성, 현직교사교육의 중요성, 초등교육과 초등체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4~5명씩 그룹을 지어 주어진 화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여 교사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체육수업을 위한 초등교사의 전문성 역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자의 설명 후에 이를 다시 그룹을 지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화는 다소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말하는 

데 익숙한 교사들이기에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주저 없이 이야기하며 진행되어

갔다. 

워크숍 처음부터 실제 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TLC 교사학

습공동체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초등교사로서 체육의 가치

와 중요성에 대해 서로 나누고, 체육에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초등교사의 바람직한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

정에서 바람직한 정체성을 가지고 체육수업을 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현

직교사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한편, 초등교육 위에서 초등체육을 논해야 하기에, 

초등교육과 함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등체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좋은 체육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체육수업 전문성을 알리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달려가

자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티처런’이고, ‘런’의 의미가 ‘배운다.’는 의미와 ‘달린

다.’는 의미의 이중적 의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연구자 일지, 2014. 01. 24.)

    2)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준비  

봄방학 기간은 일 년의 체육수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3월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사들이 실제 실천하고 있

는 여러 아이디어와 비법들이 공유되었다. 첫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첫 만남 방

식과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운명적인 만남 강조하기, 사진 출석부를 활용한 학생 이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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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장래 희망과 이름을 쓴 명패 책상에 붙이기, 1년 간 실천할 덕목을 함께 

정해 급훈으로 게시하기 등의 방법들이 공유되었다.

둘째, 관리 시간을 줄이고 실제 학습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쉽게 외울 수 있는 다섯 

가지 이내의 규칙 정하기, 간단한 수신호 혹은 호루라기 신호 정하기, 설명, 준비 

및 정리 운동, 모둠 활동 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대형 만들기 등의 방법들이 

공유되었다. 

셋째, 모둠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는데, 모둠은 교사들마다 서로 다양한 방식

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번호대로 앉기, 추첨으로 정하기, 오는 순서대로 앉기, 교

사가 정해주기 등의 방식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냥 무작위로 할 경우 첫 날부

터 포기하는 모둠이 생기거나, 교사가 모둠을 정할 경우 학생들이 바꿔달라고 조

르게 된다는 경험담도 공유되었다. 결국 모둠 생활을 통한 협동의 경험을 주고, 

원만한 모둠 관리를 통해 전체 학급을 긍정적인 협동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서는 모둠 간에 균형이 잡힌 이질적 모둠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

게 되었다. 이질적 모둠 편성 시 상대 성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철학에 따

라 혼성이질 모둠을 주장하는 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체육수업이기 때문에 동성

이질 모둠으로 편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고 이야기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넷째, 수업에 흥미와 재미를 가미하며,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상점 및 보상 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실천담이 공유되었다. 학생들은 처음

에 재미 삼아 상점을 받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나, 바람직한 행동의 중요

성과 가치를 몸소 체득하게 되면, 상점 없이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교사

들이 있었다. 반면에, 상점 제도를 하게 되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상점 제도를 우려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점을 잘 관리하고, 상점 개수에 따라 보상을 하는 의식을 통해 학생

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실천하는 다양한 방

법으로는 상점의 증가에 따라 온도계를 만들어 빨간 스티커로 온도 표시하기, 올

림픽에서처럼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순위 매기기, 태권도에서 띠를 바꿔주듯

이 하얀 띠, 노란 띠, 초록 띠, 파란 띠, 빨간 띠, 품 띠, 검은 띠로 점점 스티커

를 바꿔주는 노하우들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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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또한 <그림 24>와 같은 체육 연간계획을 같이 세우

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미리 준비된 양식지에 연간계획 예시 자료를 참고하

여 계획을 세워 보았다. 이러한 연간계획은 훗날 온라인 카페에도 게시가 되어, 

서로의 연간계획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 연간 계획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교사 개개인의 추구하는 체육 교육관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

기에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유사하였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이러

한 체육 연간 계획 세우기 경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교육과정을 보면서 연간계획 짤 때 갔었거든요. 이때까지 교육과정 일 년 치를 계획한다거

나 한 학기조차도 고민하고 계획하고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 년 계획 구성

해보면서, 그때 저는 체육수업을 계절 별로 고려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

요. 제가 실제 올해 수업을 했다면 그대로 적용해 보면서 변경도 하고 했을 텐데, 올해 체

육 교과(전담 교사)가 들어와서 가르치진 못 했어요. (허나영,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그림 24. 체육 연간 계획표(일부분)



- 150 -

    3)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전개

이 시기에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의 체육수업 실천과 병행하여 현

장 교사들의 체육수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배움 차원에서, 워크숍, 모바일 메

신저, 온라인 카페, 협력적 수업 멘토링, 독서 모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들이 계속되었다. 

첫째, 워크숍은 대학의 강의실에 모여 준비한 자료집을 보면서 식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워크숍은 한 달간의 체육수업 실천 경험을 직접 나눌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는데, 이 시기의 교사들은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거나 체육수업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소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하게 된 이유와 함께 체육수업 실천담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한, 전체 교사들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전개하기 보다는 모임의 리더 격인 본 연

구자를 쳐다보며 본 연구자에게만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태동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자신의 체육수업 실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티처런 워크숍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서먹서먹해서 그런지 금방 끝났었는데, 오늘은 동정 소개할 때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

았는데, 맞죠? 시간이 흘러 서로 친해지니까 체육수업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

아요. 이야기가 풍부해지니 보고 배울 것도 많아졌어요. (박루미,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워크숍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활동 예시들을 하나씩 배워보

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의 강의실에서 하다 보니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거나 참여 교사들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실

제로 체육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었다. 참여 교사

들은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체육수업에 적용하였고, 적용한 이야기는 

다음 워크숍에서 실천 이야기로 공유되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영역형 경쟁활동

과 관련하여 플로어볼, 축구공 빼앗기, 원형 공 차기, 인간 골대 게임, 대장공 게

임, 넷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하기형 경쟁활동과 관련해서는 바나

나, 독수리와 거북이, 강아지와 고양이, 가위바위보 술래 피하기, 초식동물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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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동물, 열차 지키기, 손에 손 잡고 등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학교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피구와 관련해서는 엄마오리 피구, 플라잉디스크 피구, 피자 피구, 수호

천사 피구, 폭탄 피구, 얼음 주사위 피구 등 다양하게 변형된 피구 이야기들이 

오갔다. 기존에 알고 있거나 교과서에 소개된 활동들도 있었지만 전혀 새로운 활

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왔다. 

     

혹시 바나나 아세요? 아까 나온 얼음땡하고 비슷한데요, 얼음 대신 바나나라고 외치는 거

예요. (일어서서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껍질 모양을 만들며)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얼음땡은 혼자서 땡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친구 두 명이 필요해요. 같이 껍질을 벗겨 주

어야 살아나죠. 은근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까 태그형 게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으로 치

는 것보다 응원할 때 쓰는 기다란 풍선 그걸로 하면 재미있어요. 술래를 쉽게 구분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장기현,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연구자: 강아지와 고양이는 ‘강아지’라고 외치면 강아지 팀이 뛰어가고 고양이 팀이 잡

고, ‘고양이’라고 외치면 반대로 잡는 게임이에요. 순발력도 키울 수 있고 6학

년 애들도 좋아해요. 언제는 청포도와 백설기로 하기도 했어요. 청포도는 청팀이고, 

백설기는 백팀이죠.

장기현: 저는 까마귀와 까치로 했어요. 둘 다 까로 시작하니까 애들이 뭐할지 더 모르게 

돼요.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까까까까 까까까까’ 하다가 갑자기 

‘까마귀’나 ‘까치’를 외치는 거죠. 애들이 긴장해서 재미있어 해요.

(장기현,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수업모형 또한 다루어졌는데 어떻게 적용할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2월에는 협동학습 기반의 학급 및 모둠 세우기 활동들에 대해

서 배웠다면 3월 워크숍에서는 체육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 전략들인 

모둠비교(모둠 점수의 합을 다른 모둠과 비교하는 방식), 향상점수(모둠의 1차와 

2차 기록 간의 차이를 가지고 모둠끼리 평가하는 방식), 끼리끼리(각 모둠 별로 

등수를 내고, 같은 등수끼리의 기록을 비교하는 방식), 직소(모둠원이 흩어져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연구하고 다시 돌아와 알려주는 방식), 소주제별 뭉치기

(학급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를 잡고, 소주제별로 모여 학습하는 방식), 모둠

별 주제 잡기(모둠별로 소주제를 잡고 활동하는 방식)가 소개되고 논의되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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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희, 2006). 이러한 방식들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기에 각자 현장에서 직접 적

용해 보고 다음 워크숍 때 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보며 다시 이야기를 나누곤 하

였다. 

둘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체육수업 실천 과정들이 서서히 공유되기 시작

하였다. 모바일 메신저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모바일 메신저는 실시간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필

요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 여러 활동들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었고, 같

은 내용을 가지고도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수업하는 동료 교사들의 실천 사례와 

느낌들을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면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소개되는 활동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려 했어요. 많이 적용해봐야 기억

에 남으니까 적용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적용했던 활동 중에서 괜찮았던 것을 혼자 

기억만 해두는 게 아니라 공유하니까 많이 배우게 돼요. 저랑 같은 활동을 적용해보았던 교

사들의 후기를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선생님은 나랑 같은 활동했는데 다

른 방법으로 하고 이거 이렇게 소개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적

용했고 뭘 느꼈는지를 배우면서 수행 전문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처음에는 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실천 사례를 담은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참여 교사들이 올라온 메시지에 댓글을 달며 참여하는 소극적인 형태였다.  

전인성 체육시간 첫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수업 이야기 자

료와 함께 아주 열심히 한 여학생 작품 하나 올립니다.

윤영신 여학생의 내숭과 공주병 ㅋㅋ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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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현 정말 예쁘게 봐주고 싶네여 ㅎㅎ 

     

처음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사례가 활발히 공유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교사들의 참여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실천 이야기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시기 때만 해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실례로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본 연

구자에게 자신의 체육수업 실천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체육수업을 하면서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

며) 사실 이걸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이런 자료를 올려도 되나?’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낼 테니까 보시고 선생님이 올려 주세요. (강주

완,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교육은 개인적인 일이나 육아 등으로 오

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교사들도 계속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좋은 방편이 되고 있었다. 

아~ 정말 가고 싶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체육에 대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좋죠. 그런데 

학교 일도 바쁘고 좀 멀기도 해서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체

육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도움도 받고 있어요. 카페도 그렇고요, 워크숍 참여를 

못 해도,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늘 미안하고 아쉽지요. (한

희망,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셋째, 온라인 카페에 체육수업 실천 자료들이 공유되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었

다. 처음에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을 때에는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게시판마다 체

육수업 관련 자료들을 채우기 시작하였으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 교사들

은 자신의 체육실천 이야기, 사진, 동영상들을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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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관련 문서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들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게 되었다. 교사들은 온라

인 카페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방문하여 자료를 올리거나 쓸 만한 자료는 

없나 찾아보곤 하였다.  

체육 교과 전담을 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 데 주변에 너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인터넷 즐겨찾기에 티처런 카페를 

해놓았어요. 도움이 될 자료는 없나 찾아보려고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처음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게시판 수는 필요 이상으로 많았으나 참여 교사들

과의 협의 속에 최대한 간결하게 조정하였고, 자료를 올릴 때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목을 신중히 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25>와 같은 동영상 자료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1분 30초 정도가 적당하였고, 최대 3분을 넘

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온라인 카페의 동영상

넷째, 수업 멘토링에 참여할 교사들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

력적 수업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수업자 또는 본 연구자가 수업을 촬영해 동영

상을 확보한 후 해당 수업을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과 같이 보며 피드

백을 해주었다. 멘토링에 참여한 교사들은 <그림 26>과 같이 여러 교사들의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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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담은 보고서를 받아 자신의 전문성 증진에 활용하였다. 협력적 수업 멘토링

에 참여한 교사들은 본 연구자를 비롯한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의 표현을 하였으

며, 이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멘토링을 통해 실제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 교사가 해를 보고 서야한다거

나, 제가 백회가루를 밀가루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도 몰랐

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많이 배울 수 있었

어요. 그리고 수업을 보러 오신다고 하니까 괜히 떨리고 신경 써서 준비한 것도 있고 해요. 

(홍주연,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그림 26. 전달된 협력적 수업 멘토링 보고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더라도 잘한 점과 좋은 점만을 알

려주었는데 협력적 수업 멘토링에서는 동료 교사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다보니,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줘서, 체육수업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

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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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수업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인데, 장학을 하면 칭찬이나 

잘 된 점 위주로 해서 실제 도움이 안 되는데, 수업하고 나서 멘토링 보고서 받고 보니까 

수업 멘토링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 같은 경

우는 모둠에서 준비운동을 하는 데 자리를 정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디 서야 할지 몰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알려주셨는데, 뒤로 

패스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뒤쪽으로 패스하지 않고 거꾸로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봐주시

고, 저의 부족한 점을 알려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다섯째, 선택적 활동으로 ‘독서 모임’을 병행하였다. 독서 모임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도서를 선정하고 같이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스터디’로 시작되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워크숍의 ‘딜레마 및 

화제’ 시간에 도서에서 뽑은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정착되었다. 

화제 거리는 책을 못 읽고 워크숍에 참석하더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제

로 <그림 27>과 같이 구성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곤 하였다. 

그림 27. 온라인 카페의 독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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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서 모임에서 중요한 점은 읽은 책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

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워크숍에서 추천 도서를 확인하고 관련된 화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며, 온라인 카페의 ‘독서 모임’ 게시판

을 따로 만들어 화제를 제시한 결과, 교사들은 읽은 소감을 쓰거나 동료들의 글

에 댓글을 달게 되었다. 이러한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 남교사는 독

서 모임을 통해 다른 교사들과 철학을 공유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자칫 체육활동 중심의 단편적인 앎을 알아가는 모임이 될 수 있었는데, 독서 모

임을 통해 배움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독서 모임은 너무 좋았어요. 독서를 통해서 동료교사들과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거든

요. 그 책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책을 매개로 선생님들의 철학을 들어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게 좋았고, 그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발전

이 있었고, 그러니까 참 티처런이라는 모임이 자칫 체육활동 중심으로만 갈 수도 있었는데 

독서를 했기 때문에 영양가가 풍부해진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다면 독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해왔는데, 여기는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질문을 만

들어 왔잖아요. 그게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 자체가 

알찰 수밖에 없어요.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바쁜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독서 모임은 선택적으로 

운영되었다. 교사들은 체육 관련 전문서적을 읽을 시간이 없다며 독서 모임에 다

소 소극적인 교사들이 많았다.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Fullan

과 Hargreaves(1996)는 일주일에 논문 한 편만 읽더라도, 한 달에 최소 네 가지

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며, 일상 스케줄 안에 독서 시간을 배

치시키고 다른 것으로부터 그 시간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택적인 

프로그램일지라도 독서 모임에 가치를 둔 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서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온라인 카페의 독서모임 게시판에 자

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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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사학습공동체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의 체육수업 실천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체육

수업 실천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으며, 온라인 카페를 통

해 축적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같이 고민하며 수립한 연간계획의 중요성을 깨달

으면서 계획에 맞춰 수업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였다. 

전인성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연간계획 예시 자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예시 

자료를 놓고 저희 학교 실정에 맞게 조금 바꿨어요. 전에는 미술 시간과 비슷했어요. 땜빵 

식 수업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은 또 뭐하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면서 즉석에서 생각

해서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연간계획 없었으면 정말 큰 일 날 뻔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알고 저도 다음에 뭐할지 아니까 마음도 편하고 충실하게 수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

기쁨, 남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유된 모둠 구성, 모둠 깃발, 

모둠 구호, 약속과 규칙, 대형 및 신호 등을 체육수업에 바로 적용해 가기 시작

하였다. 적용 과정에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반복해서 실천하면서 자

신만의 체육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홍주연 교사도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유된 방법들인 개별 역할 주기, 모둠 결속 활동, 체육 대형 등을 하나씩 시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체육수업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번에 배운 대로 모둠 구성하고 방기소리 역할도 정했어요. 모둠 깃발도 만들고 저희 반은 

모둠 구호까지 다했어요. 애들이 완전 좋아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호도 사용하고 있

는데, 요건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저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대형 훈

련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배운 것들 하나씩 해보려고요. (홍주연,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교사들의 체육수업 실천 양상은 개별 교사들의 경력 및 성향에 따라 사뭇 다

르게 전개되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유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실

천해 가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체육수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만 

가미하며 체육수업을 다듬어 가는 교사도 있었고, 참고만 하되 기존의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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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수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현직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 및 

신념 등을 가지고 있다(Beerens, 2000). 경력이 적거나 아직 자신의 체육수업관이

나 교육철학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TLC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해 체육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었

다. 하지만, 경력이 많거나 이미 자신의 체육수업관이나 교육철학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배운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차별

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저경력 교사인 홍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재

연하고 있었다. 방향맨, 기록맨, 소리맨, 리듬맨으로 구성된 6모둠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

었고, 학생들은 교사의 신호에 따라 신속히 움직이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모~여’ 신호

를 보내자, 학생들이 “모~ 여!”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홍교사 주변으로 모여들었

고, 설명을 한 후에 ‘넓혀~’ 신호를 보내자, 학생들은 “넓혀~”를 외치며 준비운동 

대형을 만들었다. 준비운동 또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예로 들어준 순서를 따라 심장

에서 먼 곳부터 손목과 발목, 무릎 운동, 허리 운동, 등배 운동, 목운동, 팔운동 순으로 전

개했다. 농구형 게임을 준비했는데 시작 전에 상호 인사를 하고 서로 즐겁게 게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또한 가지고 있었다. (홍주연, 여교사, 수업 비참여관찰)

경력이 7년차로 접어드는 정교사는 체육 교과 전담을 맡고 있는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기존에 자기가 해오던 스타일대로 체육수업을 운영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우선,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적용한 것은 학

생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말을 걸거나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의 변화에 관심을 

표현하는 ‘관계 맺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기존에 자신

이 해오던 대로 하고 있었다. 정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유된 신호들 보다는 평

소에 자신이 해오던 방식으로 학생들을 주목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앉~아” 또는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 학생들은 “하나 둘”을 외치며 앉았고, “일어~서” 또는 

“전체 일어~서”라고 하면 “하나 둘”을 외치며 일어났다. 이를 여러 번 하니 학생들

이 조용히 정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호영, 남교사, 수업 비참여관찰)

한편 같은 교사라도 체육수업의 운영 노하우 및 팁의 성격에 따라서도 실천 

양상은 달라졌다. 임희정 교사의 사례를 보면,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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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체육 관련 놀이에 대한 지식이나 학기 초 체육수업의 틀을 잡는 방법 등은 

자신의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할 분담이나 

상벌점 제도와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

고 있었다.

제가 해보니까 역할 정하기의 맹점은 주어진 역할만 한다는 거죠. 기록맨이니까 너는 기록

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해요. 그래서 역할을 정하지 않고 상점벌점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격려, 박수, 칭찬, 그렇게 바꿔봤어요. 그걸 포기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놀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학기 초 틀을 

잡는 것도 부족해서 여기서 배워서 같이 좀 합치고 보충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Siedentop과 Tannehill(2000)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다른 그룹과 구별되는 영역

(boundaries), 공유되는 목표(common goal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LC 교사학

습공동체도 다른 교사 모임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구성원들 사

이에도 목적들이 공유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목적은 교사들의 참여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이 자신의 것

과 일치할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더 깊숙

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다. 이 시기의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조차도 아직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식을 다소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5) 형성기의 난점과 해결 전략

형성기 때의 난점과 해결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체육수업 

실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물들이 필요하였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

이다 보니 참여 교사들마다 개별적으로 학사 일정과 교과서를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 본 연구자가 검인정 체육 교과서 모두를 가지고 참석하기는 했으나, 참여 

교사들 중에는 어떤 출판사의 체육 교과서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신체활동 예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신체활동 예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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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 예시, 연간계획 양식지가 필요하였다. 특히 연간계획 예시는 연간계획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해 작성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었다. 이렇게 작성한 연간 계획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서로 공유하

여, 차후에 서로 비교하며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구성원들 간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라 활발한 공

유와 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들을 한데 엮으려는 시도들

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참여 교사들을 6개의 팀으로 묶고, 역할을 부여하였다. 

‘방향맨’은 리더, 화제 제시, 대화 진행, ‘기록맨’은 대화 내용 기록, 발표 

준비, ‘소리맨’은 자료 분배, 불참한 팀원 챙기기, ‘리듬맨’은 자료 수합, 출

석 체크, 모임 홍보, 회비 걷기, ‘나눔맨’은 팀의 빈 곳을 채워주기, 스스로 할 

일 찾기의 역할이었다(조기희, 2006, 2014). 이러한 역할 분담은 모둠 운영 방식

을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 또한 담겨져 있었다. 팀의 결속

은 곧 교사학습공동체의 결속으로 연결되기에, 혼성이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경력 별, 성별, 학력을 고려해 참여 교사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같은 그룹

의 교사들은 서로 다른 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했다. 팀 별로 출석을 확인하고, 

대화도 나누었으며, 회식 자리에 같이 앉고, 회비도 팀 안에서 걷는 등 결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두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참여 교사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워크

숍 전의 등록 시간과 워크숍 후의 소통의 시간 또한 활성화시켰다. 등록 시간에

는 간식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도 의도적으로 

회식을 자주 가졌다. 이때, 운영비는 모일 때마다 평균 1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

어 충당하였으며, 회식비의 경우는 회계를 맡은 교사가 계산하고 참석한 교사들

이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교사들 간의 

거리는 좁혀졌지만, 워크숍에 참석하기 어려운 교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바일 메신저로 리더의 체육수업을 꾸준히 연재한 

것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떠나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면서 체육수업에 도움을 얻고 있었다. 또한, 리더가 

개인적으로 따로 문자를 통해 이들의 안부를 챙기면서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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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허락하면 워크숍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워크숍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아

는 사람이라고는 몇 명 없어서 약간 서먹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던 

사람들이라 가면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숍 끝나면 시간 되는 사람

들끼리 모여서 또 회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

었던 것 같아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셋째, 리더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

들 간의 관계 맺음을 통한 활발한 공유와 소통이 생명인데, 교사학습공동체 초반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거나 체육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리

더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는 경향성이 짙었다. 처음에는 교사들과 눈을 마주치

고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지만, 나중에는 책상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공간

적 노력과 함께, 교사들의 시선을 일부러 피해 자료집을 보곤 하였다. 그러한 노

력 끝에 리더를 향하던 눈길은 서서히 동료 교사들로 옮겨지게 되었고, 결국 리

더가 아닌 다른 교사들을 보고 말을 이어가며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넷째,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넘나들 필요가 있었다. 워크숍

에서는 자신의 체육수업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고,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 이야기로만 진행할 때, “체육수업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사진

이나 동영상을 통해 실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학급에

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사진으로 찍어 순서에 맞게 모바일 메신저로 소통할 필요

가 있었고, 워크숍에서는 수업 동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 그

리고 설명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체육수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 또한 효과

적이었다.

  다. 발전기: 주도적 참여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기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기둥을 세우는 시기였

다면 발전기는 기둥 사이사이를 알찬 내용으로 채우는 시기였다. 이러한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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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여러 가지 도전 또한 받게 되었다. Fullan(2001)은 조

직에 있어 저항에는 놓쳤을지 모르는 아이디어들이 내재해 있으며, 어떠한 조직

이든 이러한 저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저항을 같이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의사 결정 과정

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참여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주체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참여하였고, 교사들 사이의 사회적 거

리는 점점 좁혀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보다 결속되고 소속감이 높아

진 교사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도전들을 같이 해결해 나

갔다. 즉, 종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 참여자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 오프라인 참석률의 회복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도전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워크숍 참석률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워크숍에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강의실 의자가 부족해 보조의자까지 펼치곤 했는데, 갈수록 참여 교사의 수가 감

소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2명의 교사가 중도 이탈하였다. 이탈하게 된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A교사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ㅠ앞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 같

아요~너무 도움주시는 것도 많은데 교과담당인지라 성과

가 없어 죄송해요~내년에 꼭 적용할게요. 감사합니다.

B교사
^^ 쌤 안녕하시죠~ 모임도 계속 못나가고 활동진행도 못

하고 있어 죄송해요. 건강상 이유와 결혼준비로 모임에 

계속 못나갔어요.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중도에 이탈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탈

퇴를 결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어 

모바일 메신저로 중도 이탈 이유에 대해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TLC 교사학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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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가 처음 예상과 많이 다른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 본 결

과 중도에 이탈한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온전히 자신

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오히려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

며 힘을 실어 주었다. 

A교사
아녜용~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 신선하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것 같

아요~ 열정적인 선생님들 모습에 감동입니다~!!^^

3월에는 학부모총회 및 공개수업이 있고 학교 내에 친목회, 동문회, 동학년 모

임 등 각종 회식이 많아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4월에도 비슷하

게 적은 수가 참석을 알려오면서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현장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아닌가하는 생

각이 들어, ‘두 달에 한 번 모이되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를 더욱더 활성

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워크숍 참석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러한 현상은 피할 

수 없다지만 참석자가 적으면 그만큼 모임 운영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셋째 

주가 아닌 마지막 주에 해야 하나? 불금, 불금 하는 데 금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옮겨

야 하나? 한 달이 아닌 두 달에 한 번 봐야 하나? 정말 두 달에 한 번 보고 온라인 커

뮤니티를 강화하는 것이 현 시대의 현직교사교육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고민스럽다. 이 문

제에 대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들에게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조만간 모바일 메

신저에 이 문제를 올려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연구자 일지, 2014. 04. 

16.)

이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러한 고민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려 참여 교

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우려와 달리 뜻밖의 메시지들이 오

가기 시작하였다. 두 달에 한 번 보면 한 번만 빠져도 네 달에 한 번이 되기 때

문에 아예 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 오히려 더 자주 보며 친해져야 하지만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이 제일 낫고, 대신 참여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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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여러 방안들에 대해 토의한 끝에 

결국 투표로 득표수가 많은 두 개의 요일을 정하고, 둘 중 하루만 참석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연구자: 우리 티처런커뮤니티는 선생님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과 함께 여러 대학과 연구

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 실제 운영을 해보니 매달 한 번은 다소 무리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처럼 한 달

에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달에 한 번 보고 그 대신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

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박루미: 저는 늘 학교에 있다 보니 둘 다 좋습니다. 

연구자: 티처런커뮤니티란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선생님들이 일반 교사의 입장에서 

의견 주시면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년에 6번 알차게’와 

‘그래도 매달 모임은 하고 못 오는 분들은 메일과 온라인으로 전달하기’ 중에

서 어떤 것이 좋을 지요? 의견들 좀 올려주세요~

성기쁨: 저는 매달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결속되고 많이 배울 것 같습니

다~^^

홍주연: 저도 매달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석 가능한 2개의 요일을 모바일 메신

저 투표로 정하고 하루만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윤영신: 저도 매달 보는 게 좋아요~ 매달 특정한 주를 정해주시고 그중 참석 가능한 요일

을 조사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수현: 저도 매달 보는 게 좋아요. 참석 가능한 요일 조사하는 것 좋습니다. 

허나영: 매달 하면서 수고스럽지만 가능한 요일 모아서 하면 좋겠어요. 이번 금요일 저도 

빼기 어려운 일이 생겨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솔비: 죄송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항상 불참이라 ㅠㅠ 요일을 모아서 하

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메신저)

물론 모임의 리더 격인 본 연구자는 두 번의 모임에 다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라 다른 참여 교사들은 이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다. 하지만 모임이 

잘 운영된다면 이러한 희생은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결국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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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되 같은 프로그램을 두 날에 하고 참여 교사들은 둘 중에 편한 날에 참석하

기로 결정되었다. 날짜는 <그림 28>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에 있는 설문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을 물었고, 계속해서 모이던 금요일과 함께 다른 한 날이 선택되곤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결과 참석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8.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설문조사

    2) 쌍방향 소통 문화의 조성

교사들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워크숍의 등록 시간마저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모이다 보니 6시 정각에 모이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

니었다. 그래서 등록 시간을 30분 정도 두어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등록 시간이 정착되자 참여 교사들

은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안부를 물으며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체육수업이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 교사

들은 평소 궁금했던 개인적인 질문들을 꺼내놓게 되었고 동료 교사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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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에 관심을 갖고 대답해 주곤 하였다. 

6시로 해야 그나마 6시 30분에 할 수 있어요. 6시 30분으로 하면 또 7시까지 기다리

게 돼요. …(중략)… 사실 6시가 모이는 시간인데 저는 일찍 올 수 있으면 더 일찍 오려

고 해요. 일찍 오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또 체육수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웬만하면 일찍 오려고 해

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수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수업의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근원, 2011; 이혁규, 2010). 처음에는 이러한 소통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 서로 

돌아가면서 말하는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소개나 체육수업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

도에 그쳤다. 하지만 발전기로 접어들면서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의 성공담 및 

실패담, 체육수업에서의 성찰 과정, 체육수업에서의 고민거리, 향후 체육수업 계

획 등을 동료 교사들과 편안하게 나누게 되었다. 차츰 교사들은 체육수업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학교생활이나 자신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 등도 나누었고 

이 또한 직간접적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티처런 워크숍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동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많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한 달간의 삶, 생활, 수업하셨던 점, 어려웠던 점, 잘하셨던 부

분들을 들으면서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봐야지, 다음에 저렇게는 안하도록 해야지 등을 성

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나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

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한 선생님께서 작년에 말썽을 많이 피웠던 6학년 아이들

이 거의 다 모여서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들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

을 때, 나도 지금의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

야기들을 들으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 있게 지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

곤 했던 것 같아요. (최현기,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소통 또한 발전기로 접어들면서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

으로 변모하였다. 처음의 모바일 메신저는 본 연구자에 의한 일방통행식 교육에 

가까웠다. 참여 교사들은 모바일 메신저에 계속해서 머물렀으나 자신의 체육수업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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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본 연구자의 체육수업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즉, 혼성이질 모둠 편성 과정, 모둠 결속 활동으로 모둠 친구들의 공통점 찾기와 

깃발 및 구호 만들기, 체육 대형 및 신호 소개하기, 준비운동 가르치기 등을 공

유하였다. 또한, 건강 활동의 순발력 기르기로 잘피해와 탈출놀이, 셔틀 이어달리

기, 민첩성 기르기로 동서남북 꼬리잡기, 엄마오리 피구, 풍차 긴줄넘기, 협응성 

기르기로 농구공 및 축구공 드리블 등도 소개하였다. 이밖에도 도전 활동의 평균

대운동과 뜀틀운동 교수․학습 과정, 경쟁 활동의 페드민턴과 인디아카 교수․학습 

과정, 표현 활동의 주제표현 교수․학습 과정과 작품 발표회 등을 그때그때 실시

간으로 공유하였다. 

전인성
6학년 도전 평균대 하고 있어요. 옆으로 걷기, 앞으로 

걷기, 점프, 앞뒤로 엇걸어 걷기, 한 발 들고 중심 잡기, 

ㅅ, ㄴ, ㄷ 만들기 순으로 하니 재밌게 잘 하네요~^^ 

임희정 와~ 어떻게 가르칠까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5월부터는 참여 교사들의 체육수업 실천을 담은 본격적

인 글과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다른 교사들은 동료들의 체육수업 실천

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기 시작하였다. 소통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실제 체

육수업 현장으로부터 나온 실제적이면서 의미 있는 주제들이기에 더욱더 활발한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Parker et al., 2010).

정호영
배구공 대신 소프트발리볼을 사용했더니 여기저기 구멍

이 많이 나서 바람이 빠지네요. 그래서 자전거 타이어 

펑크 때우는 걸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사서 막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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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현
아 쓸 만한가 보네 ㅋ 확실히 소프트발리볼은 운동장에

서 사용하면 오래 못 쓰는 거 같어. (특히, 발로 차다가 

걸리면 하나 사오라고 해야 돼 ㅋㅋㅋ)

    3) 공유된 실천 

Korthagen 등(2001)은 교사 전문성 학습이 교사 자신의 교수 경험에 근거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현장 체육수업 실천들이 

중심에 놓여, 교사들이 유용한 경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교사들

은 워크숍에 와서 자신이 했던 체육수업 학습지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

고,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수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

해졌다. 체육수업 실천 공유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체육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첫째, 같은 단원을 가

르치더라도 저마다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다 보니 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둘째, 교사의 말에 경청하고, 친구들의 발표에 귀 기울이는 학급 분

위기,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재치 있게 진행하며 각종 신호로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교사, 체육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친구들을 격려하는 학생

들의 이야기나 모습들이 담긴 모습을 보면서 체육수업 수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셋째, 같은 연간계획을 가지고도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진행하는 

교사들의 실천을 보고 남다른 교육관이나 학생에 대한 사랑 등을 본받게 되었다. 

넷째, 같은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종목을 가르치더라도 교사에 따라 

수업 전개 양상이 다른 것을 보고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곤 하였다. 

모바일 메신저는 제가 워크숍에 많이 참석을 못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소속감도 주고 배울 

게 많았어요.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디어 같은 거 써져 있는 거는 

그냥 읽어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어서 바로 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다는 적용을 못 

하더라도 여러 활동들을 접하니까 생각 날 때 해보게 돼서 알게 모르게 좋은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에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것들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다들 열심히 체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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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는 <그림 29>와 같이 각종 체육수업 실천 자료들을 체

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체육수업을 하면서 사용한 

각종 문서 자료나 체육수업 동영상 자료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으

로 분류된 게시판에 체계적으로 축적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본인 스스로도 온라

인 카페를 활용하였지만, 자료들이 상당히 축적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온라인 

카페를 주변의 교사들에게 추천하기도 하였다.  

티처런 온라인 카페는 체육 쪽에 있는 인디스쿨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체육시간

에 뭐해야 할지 모를 때 “거기 한 번 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이 많은 

곳이라고 말해 줄 것 같아요. 체육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정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그림 29. 인문적 체육의 실천 공유

체육수업 실천 공유는 체육수업 동영상을 통해 더욱 활발해졌다. 이론과 설명

식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림 30>과 같은 수업 실천 동영상

을 보면서 설명을 곁들이고 서로 질의응답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

과 체육수업 동영상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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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하나로수업모형 수업 동영상

교사들은 체육수업 동영상을 통해 안정된 체육수업 운영 방법과 함께 학생들

에 대한 발문, 체육 신호 및 대형, 과제 운영, 준비 및 정리 운동, 학습 정리 등 

체육수업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체육수업 동영상에는 

이러한 수행적 측면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교사의 모습이나 열심히 즐겁게 참여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이를 보는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

히 <그림 31>과 같은 수업모형 적용 동영상은 수업모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책임감모형 수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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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에는 수업모형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본 적도 없고, 적용해본적도 없어요. 

모형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공개수업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업 보면서 배우니까 

그때그때 모형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차시별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모형은 지식적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배워서 

괜찮은 활동이 있으면,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는 생

각이 들어서 열심히 봤어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수업 실천의 공유는 동료교사들이 체육수업이나 체육수업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또 다른 체육수업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수업 관찰 결과, 교사들 중 일부는 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수업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있었고, 수업모형의 실행 양상을 파악한 이옥선(2013a)의 연구

에서처럼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은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었다. <그림 32>와 같

이 책임감모형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유용한 ‘책임감칠판(조기희, 

2014)’의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다. 

그림 32. 책임감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 사례

    4) 실제 활동을 체험하는 워크숍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발전 과정 중 하나로 워크숍을 체육관에서 실제 활동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참여 교사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해 오면서 아쉬웠던 점

은 대학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체육활동을 설명이나 시범으로 밖

에 배울 수 없다는 점이었다. 물론 현장 친화적으로 적용성을 살린 실제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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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들이 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었으나 체

험 식 워크숍이 못내 아쉬웠다. 실제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 활

동을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도 오래가기 때문에 이를 시도할 필요성이 교사학습

공동체 내부에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체육수업과 관련된 지식은 체육수업을 행할 때 비로소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수

업 내용이나 지도법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학생 입장이 되어 모의수업을 받

아보면 좋겠어요. (임희정,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다양한 게임, 놀이들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그 안에 

가치가 들어간 수업을 직접 체험하거나 직접 가르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이

나 운동장에서 티처런에 참가하는 교사들을 학생이라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현

기,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이러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학기 중에는 체험식의 워크숍을 진행하기

가 사실상 어려웠다. 왜냐하면 바쁜 시간을 쪼개 모인 교사들이기에 서로의 이야

기를 나누고 수업 실천을 공유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 중심의 워크숍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 초등학

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20가지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교사들은 <표 28>과 같이 3~4학년군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은 물론이고 5~6학년

군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을 다양하게 체험하였다. 교사들은 이와 같이 학생의 입

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였는데, 교사들 사이에는 몸으로 배운 

지식은 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오래 기억된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움직임 속의 교육(education in movement)

이 이루어져(Arnold, 1979), 움직임 지식 획득을 통해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

음은 물론이고 움직임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러한 동료 교사들과 같이 하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 식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체육관에서 실제로 움직이며 

활동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몸으로 직접 하면서 익히니까 제 것이 된 것 같은 느

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몸으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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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억도 오래 가고 내가 재미있으니까 애들한테 적용도 하게 되는 거죠. 교사들하고도 서

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고요. 내년에는 그때처럼 실제 활동 체험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영신,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구분 활동 명 체험 내용

3~4
학년군

풍차 
이어걷기 두 모둠으로 나누어 작은 원을 이어 걸으면서 상대 모둠을 잡는 활동

가위바위
보 달리기

서로 달려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계속 가고, 지면 자기 모둠 
뒤로 돌아오는 동시에 그 다음 사람이 달려 나가는 활동

손에 
손잡고 술래에게 잡히면 같이 손을 잡아 점점 술래의 수가 늘어나는 활동

바나나 
껍질

술래가 잡기 전에 양손을 들어 ‘바나나’를 외치고, 다른 바나나들이 와
서 동시에 바나나 껍질을 벗겨 주며 살리는 게임

정글 탐험 두 모둠으로 나누어 수비수인 악어들을 피해 정글을 통과하는 활동
오징어 
게임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제한된 시간 동안 공격수들이 수비수의 진영을 
뚫고 목표 지점을 탈환하는 게임

엄마오리 
피구

4명 씩 엄마 오리 뒤에 차례로 붙어 오리 가족을 만들고, 피구 공으로 
맨 뒤에 있는 오리부터 차례로 맞히는 게임

뜨거운 
수박

두 명이 짝을 지어 뜨거운 수박인 농구공을 패스하면서 반환점을 돌아
오는 이어달리기 게임

인간 
터널

한 줄로 서서 다리로 터널을 만들고 공을 아래로 통과시켜 받은 공을 
들고 뒤와 앞의 반환점을 돌아 맨 앞에 서고, 이를 이어서 하는 게임

볼링 
릴레이 볼링 핀 3개를 이어서 넘어뜨리며 점수를 겨루는 게임

5~6
학년군

좌우로 
패스해

한 줄로 서서 공을 좌우로 이어주며 배턴 대신 공을 가지고 하는 이
어달리기 게임

수학 
릴레이

외발로 이어 뛰며, 섞여 있는 숫자판에서 숫자를 찾아 0부터 9까지 배
열하는 게임

까마귀와 
까치

‘까마귀’라고 외치면 까마귀 팀이 도망가고, ‘까치’라고 외치면 까치 팀
이 도망가고 상대 팀이 잡는 활동

피자 
배달

멀리 떨어져 있는 피자처럼 생긴 플라잉디스크 2개를 하나씩 가져와
서 친구에게 전달해주는 게임

진주 품은 
조개

세 명이 짝을 지어 진주 품은 조개를 만든다. 술래가 ‘조개’라고 외치
면 ‘조개’가, ‘진주’라고 외치면 ‘진주’가 움직여서 술래를 바꾸는 게임

동서남북 
꼬리잡기

허리춤에 찬 상대 모둠의 꼬리를 빼앗되, 아웃된 사람도 밖에서 꼬리
를 뺄 수 있는 꼬리잡기 게임

잘피해 
게임

멀리 뛰어 ‘잘피해’나 ‘피해’ 공격으로 상대방의 발을 발로 쳐서 아웃
시키는 게임

짝꿍 
야구

둘 씩 짝을 지어 짝이 던져주는 공을 치고 같이 베이스를 돌며 콩주
머니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임

배려
민턴

2인 1팀이 되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셔틀콕
을 쳐서 어느 팀이 오래 치는 지 겨루는 게임

8자 
긴줄넘기

줄돌이가 줄을 돌리면 모둠원들이 차례로 한 명씩 들어가서 한 번 넘
은 뒤 밖으로 나오는 것을 2분 동안 반복해 넘은 개수를 겨루는 게임

표 28. 활동 체험 식 워크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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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교사학습공동체가 결성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TLC 교사학습

공동체는 새로운 도전을 받곤 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도전을 본 

연구자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 갔으며, 도전기와 안정기의 

되풀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학습공동

체 구성원 간의 관계 맺음은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들 간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근간이 되었다.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비록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관계 맺음에 실패하면 다시금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가운

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동료 관계를 맺으며 분위기를 돋우는 등 서로에 대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었다(Wenger, 1998). 이 시기의 교사들은 수동적인 자세에

서 탈피해 주체적인 자세로 보다 활발하게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고, 동료 교사들

과 소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5) 발전기의 난점과 해결 전략

발전기 때는 그동안 수면 속에 있던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

작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

과 같이 해결해 나갔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참석

률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의 워크숍에 구성원들이 많이 참

석해야 공동체가 힘을 얻고 잘 운영될 수 있었다. 워크숍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주말보다는 주

중에 모여야 하고, 셋째 주보다는 마지막 주의 참석률이 높았으며, 고정된 날짜

를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모

바일 투표는 중복 투표를 허용하였고, 제일 많은 인원수가 참석할 수 있는 두 날

을 정했으며, 6시에 모이되, 30분을 등록 시간으로 두어 같이 간식을 먹으며 멀

리서 오는 교사들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였다. 워크숍 모임의 월 1회에서 월 2

회 확대로 워크숍 참여가 늘어났지만, 바쁜 교사들이 매번 워크숍에 100% 참석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모임과 더불어 온라인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는 교사들을 위한 후속 조치로 

워크숍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온라인 카페의 워크숍 게시판에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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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올렸다. 또한, 워크숍의 공백을 메꿔주고 참여 교사들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교육을 지속하였다. 워크숍에 몇 번 빠지면, 

여건이 허락해도 참석이 망설여질 수 있는데, 평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소통한 결과, 교사들은 오랜만에 참석해도 낯설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교 일이 워낙 많아서 워크숍에 많이 참석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모바일 메신저

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보면서 저 

스스로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자극도 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어떤 배움? 그

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해야지 하는 데 뭐 학교 행사들하고 계속 겹

치다 보니까 많이 못 가서 아쉬웠죠. 그래도 가끔 가면 평소에 메신저에서 보던 선생님들이

라 크게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발한 공유와 소통 문화 조성 또한 관건이었

다. 초기에 활발한 공유와 소통을 기대했으나, 리더에 의한 일방통행 식이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비록 일방통행식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

준히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참여 교사들은 

서서히 공유와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교사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글을 올릴 때는 여러 노

하우들이 필요하였다. 체육수업 시간에 주요 장면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수업 후에는 엄선된 사진만 수업 진행 순서대로 올려야 했다. 설명은 사진 순서

대로 번호를 붙여가며 일목요연하게 해야 했다. 모바일 메신저에 글을 올리는 시

간 또한 중요하였다. 초기에는 실시간으로 올리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수업 

준비 및 학생 관리 등으로 바쁘기에 메시지를 볼 시간이 없었고, 보더라도 이에 

댓글을 달 여유가 없었다. 실시간 확인을 해야 댓글도 달리고 이야기도 오갈 텐

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댓글의 수는 제한적이었

다. 따라서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올리기 보다는 대부분의 수업이 모두 종료되는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올릴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조치한 결과 <그림 33>과 같

이 활발한 소통의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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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소통 과정

셋째, 수업 멘토링을 협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협

력적 전문성 발달을 꾀한다. 하지만 초기의 수업 멘토링은 본 연구자와 멘티를 

자청한 교사들 간의 일대일 수업 멘토링 형태였다. 멘티 교사들은 수업 개선의 

의지를 담아 수업 공개를 자청했기에, 수업 공개의 부담은 있었지만, 한 사람보

다는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낫고,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

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 취지에 맞기에 수업 멘토링 역시 협력적 수업 멘토링으

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공동의 토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피드백에 멘티 교사들

은 더 큰 신뢰를 보이며 이를 적극 반영해 수업을 개선해 나갔다. 

 

  라. 확산기: 생산적 참여

확산기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내적 성장이 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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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과는 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온라

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들이 늘

어나게 되었고, 참여 교사들 중 일부는 자신의 학교에서 동료교사나 후배교사들

의 체육수업 전문성 발달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일부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

공동체를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학교에서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인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최

선을 다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몰입(flow) 경험을 가지게 된 것

으로 나타났다(M. Csikszentmihalyi & M. Csikzentmihaly, 1991). 이들 교사들은 보

다 결속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전보다 더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였고, 협

력적 지성을 발휘하여 지식을 생성하는 가운데 함께 전문성을 발달시켰고, 이러

한 자신의 발전을 확장시키는 생산적 참여자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1) 협력적 전문성 발달

참여 교사들은 차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편

안하고 지원적인 분위기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질문이 나올 때면 교사들은 부연 

설명을 하거나, 칠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스마트폰 검색 후 모바일 메신저로 보

내주거나, 시범이 필요하면 직접 시연을 하면서 마치 자기 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솔

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궁금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었고 답

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 속에 관계는 다시 또 돈독해졌다.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해 배움을 실천해간 참여 교사들은 성인 학습자이자 체육수업 경험

자로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맥락에 

맞게 생성해 가고 있었다. 

티처런에서 한 워크숍이 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여

기서 얻게 된 수행 방식을 저 나름대로 변형해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던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줄 세우는 법, 구호 외치기, 모여, 넓혀, 다 모여 대형, 방향맨, 기록맨, 소

리맨, 리듬맨으로 짜는 모둠 구성, 모둠 원 간 역할 배분 등의 것들을 배워서 제 나름대로 

적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준비운동 시킬 때 모둠별로 하기라든가, 상벌점 체크하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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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아~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 게임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현기,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수행 및 지식적 측면의 전문성이외에도 심성 및 성찰적 측면의 전문성

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전문성 또한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으로 

증진시키게 되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집단 속에서 수업 사례

나 화제를 놓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는데, 그 속

에서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신념, 체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교사의 

바른 인성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교사 전문성 학습을 위

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세심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

요가 있는데(Korthagen et al., 2001),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계기로 교사들

은 동료 교사들과의 집단 성찰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체육수업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마지막에 화제를 놓고 선생님들과 얘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선생

님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열정과 의지가 담겨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와 제가 하는 체

육수업을 반성하게 하고 더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김경현,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협력적인 전문성 발달은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비공식적인 만남

을 통해서도 가능하였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생략되거나 함축되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공식적인 프로그

램이 주는 딱딱함이 해소되면서 참여 교사들은 더욱 활발히 소통하였고, 이 과정

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있었다.  

지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되어 있으니까요. 대학교 밖으로 나와서 밥 먹으며 이야기하니 좀 더 친해졌고, 앞으로 시

간이 지나고 몇 번 더 뵙게 되면 따로 연락 드려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최현기,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이와 같은 노력으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를 거쳐 더

욱더 성숙하게 되었고, 최초 목표인 현장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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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티처런에 대해 말하자면 교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모여서, 체육 과목에 대해서 잘 가

르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움을 얻는 모임인 것 

같아요. 교사연구회라든가 동호회와 달리 정말 딱 실제적인 수업과 교사로서의 고민을 나누

는 테마로 만든 거고,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로 계속 소통하고 정기적인 워크숍으로 진행하

고 그러니까, 보통 연구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말만 연구회지 놀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이거

는 딱 테마가 있고 목적을 두고 하니까 워크숍을 가면 뭐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

아요. 전인성 선생님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런 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모바일 메신저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참석 못하는 사람도 그걸 통해 소속감도 들고 배우기도 하니까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2) 외부로부터의 관심 증대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발전해가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외부 교사들의 관심 증대를 꼽을 수 있다. TLC 교사

학습공동체는 여러 교사들과의 협력적인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을 표방하다보니 

<그림 34>와 같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카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림 34. 온라인 카페의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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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찾아 들어오는 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카페가 인터넷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

되고,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개별 교사들의 실천적인 지식들이 각각의 게시판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온라인 카페는 다른 외부 교

사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식 구성원

은 아니지만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은 교사들이 <그림 35>와 같이 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온라인 카페에는 보다 많은 수의 교사들이 가입하여 활동

하게 되었다. 

그림 35. 검색을 통해 들어온 다른 교사들의 가입 신청

또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워

크숍에 참여를 문의하는 교사들도 있었고, 몇몇 교사들은 직접 워크숍에 찾아와 

경험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2기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전개되었다. 그 결과 TLC 교사학습공동체 2기는 기존 

참여자들 중에서 희망자를 받고 다시금 홍보를 통해 새로 교사들을 영입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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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2기 모임도 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메일로 짧게 설명해 놓고 동영상으로 봐라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육을 초등교사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 ‘체육을 잘 가르치면 학

급 운영도 잘 된다.’, ‘여기 오면 다 배울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동영상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내년에도 계속 된다면 제가 참여도 하고 아는 선생님들께 홍보도 하

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과정에서 TLC 교사학습공동체 2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이야

기들도 공유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관계 맺음이나 소속감 부여 측면에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나 MT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공유와 소통 측면에서 각자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소속감을 더 심어주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사적인 자리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요.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 개인

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방학 때 1박 2일로 워크숍을 간다거나, 주말에 같이 활동을 

체험한다거나 하는 더 끈끈한 친목도모가 개선할 점인 것 같아요.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비슷한 멤버로 간다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배우기보다는 각자의 수업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

온 문제점이나 더 배울 것을 정해서 각자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시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나을 것 같아요. (윤영신,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3) 체육 교과 리더십 배양

참여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다른 교사들의 필요를 인식하

는 책임감을 느끼고 체육 교과 리더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et al., 

2010). 참여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을 위해 자신이 할 일

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깨달음은 다른 교사들의 체육수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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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체육수업 개선만을 위해 노력하던 과거의 모습에

서 탈피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도 좋은 체육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된 것이다.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교사 전문성 발달의 

과정을 직접 체험한 교사들은 전문성 발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

어, 자신의 체육수업을 소개하거나 체육수업 계획을 제시하는 등 체육 교과 리더

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평소 체육수업 전문가가 되고 싶다던 정태근 교사 역시 

초기 수업 관찰 후 면담 때만해도 자신의 체육수업 개선에 좀 더 관심이 집중되

어 있었는데, 사후 심층면담에서는 동료 교사들이나 후배 교사들의 체육수업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앞으로 그냥 체육수업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하고 체육수업 시간에요. 

다른 동료교사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들이 체육수업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

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교대

에서 체육교육을 심화과정으로 배운 사람인데, 그렇기에 저에게 부족한 수업 시 발문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어요. (정태근, 남교사, 수업 관찰 후 면담)

전에는 그냥 제 것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새로운 걸 알려고 하고 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티처런을 하면서 ‘후배 선생님들은 이런 걸 궁금해 하겠구나!’, ‘동학년 선생님

들도 궁금해 할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어서 동학년 회의 때 특히 체육에 관한 화두

를 던지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했는데 티

처런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체육 방법적으로요.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

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 남교사는 체육 관련 

전문 서적들을 읽고 깊은 성찰을 맛보았던 경험을 학교 내 동료 교사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부터 들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Fullan과 

Hargreaves(1996)는 새로운 지식에 접속하고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가지려

고 노력해보라며, 교무실에 흥미 있는 논문들을 몇 부 가져다 놓거나 교장실에 

한 부 넣어 보라고 권유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체육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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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싹튼 교사들 중에 한 교사는 학교 내에 독서 모임을 만드는 등 구체적

인 방법을 찾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 내에는 체육 교과의 리더 역할을 해줄 교사가 필요하다(Keay 

& Spence, 2012). 다른 교과의 부장은 없지만 과학과 함께 체육부장이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체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학교 체육

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질 좋은 체육수업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더 

역할을 할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나 경험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배

움과 나눔의 경험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과 함께 체육수업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법 또한 전수되어 교사들에게 체육 교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

의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비록 참여 교사들의 실천이 제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

속적인 프로그램 수준의 접근은 아니었지만, 생각과 신념이 변화된 교사들은 체

육과 관련하여 서서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4)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로의 전이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참여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

해 체육수업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좋은 체육수업을 위해서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현직교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학습공동체

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신념을 심어 주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성

을 지니게 된 교사들은 자신의 학교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

였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Maslow, 1943). 참

여 교사들 중에서 일부 교사들은 앞에서 말한 교과 리더십에서 더 발전해 자신

의 학교에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한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Sloan(2010)은 학교를 기반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교육 비

용의 절감 효과 또한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 185 -

연구자: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도움이 되었나요?

김중기: 티처런 선생님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뭔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한다

고 생각한 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료로 만들고 그런 걸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되

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이런 걸 잘해야겠다는 영향을 간접적으

로 받는 것 같아.

연구자: 참석률은 어때요? 주로 어떤 선생님들이 오세요?

김중기: 3, 4학년 선생님들이 주로 오셔. 3, 4학년에 스포츠강사가 없어지니까, 선생님들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 초등교사 주도의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

각에 하는데, 우리 학교 교구를 활용해 하는 실제적인 거라 바로 써먹더라고.

(김중기, 남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꾸준히 참여한 성기쁨 교사의 경우도 자신의 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꾸려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성기쁨 교사는 TLC 교사학

습공동체에서 배운 운영 방식이나 노하우들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하

였다. 

지금 저도 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교사가 내부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인성 선생님이 하시는 거 열심히 따라하고 있죠. 전에는 6

명이었어요. 작년 동학년 선생님들 중심으로 동기들하고 저보다 어린 후배들하고 시작했는

데 지금은 연구부장님을 끌어들이고 해서 8명이서 하고 있어요. 1학기 때는 테마가 인성 

중심 협력학습이었어요. 수학으로 다 공개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했고, 계속 못하다가 

다음 주에 선정한 책 읽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요.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면 할 얘

기들이 많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티

처런을 보고 아 괜찮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사실 어렵긴 해요. 동학년 단위로 하

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기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죠.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성기쁨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인 TLC 교사학습공

동체와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차이점 또한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 학교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인원을 모으는 일은 쉬운 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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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에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많았다고 하였다. 퇴근 후에 모임

을 갖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했는데,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는 근무 시간 중에 모이려고 하다 보니, 수업, 

생활지도, 행정 업무와 출장 등으로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더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는 하루가 빠듯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협력하고자 해도 시간 내기가 매

우 어렵다는 서경혜(2011)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같은 바운더리 공간에 있지만 다들 너무 바빠요. 저도 출장 가고 그리고 뭐 부진아 지도를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선생님 월요일, 이 선생님 화요일 이렇게 다르니까 모일 시간

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모이기 싫고. 저희 티처런처럼 아예 퇴근 시간 

이후에 모여야 한다니까요. 제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학예회 

한다고 바쁘고. 다음 주 임상장학이라고 못 오고.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또한,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자

신이 학교 일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닌지, 회식으로 계속 이

어져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학습공동

체의 리더 격인 성기쁨 교사 자신만 열심히 하고 다른 교사들은 있으면 좋고 없

으면 말고 식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낮다고도 하였다. 모임에 참여

하면 체육수업에 대해서 얻을 게 많은 것은 참여하는 교사들인데 오히려 자신만 

열심히 해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요즘 조금 섭섭한 게, 제가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모이자는 얘기를 안 하면 그 누

구도 “선생님 언제 모여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 혼자 안달이 나 있는 사람처럼 

제가 언제 모이자고 막 얘기를 해야 모이게 돼요. 사실 저도 얻는 게 있죠. 준비하면서 내

가 더 공부하고 그렇긴 한데, 그 모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선생님들이거든요.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제 후배들이고 하니까. 한 편으로는 ‘에이! 안 해버

려?’하는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또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와 달리 학교에서는 활발

한 공유와 소통이 오히려 제한된다고 하였다. 이는 고립된 불간섭주의가 팽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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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Hargreaves, 1994), 학교 내에서는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대학 기반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

을 수 있는 반면에 단위 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성기쁨: 선생님들하고 라포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티처런에서는 제 속에 있

는 얘기들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내 얘기 하겠어?’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

요. 슬픈 현실이죠. 학교에서는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잖아요. 나의 부장님에, 작

년 부장님에. 

임희정: 여기서는 힘든 얘기들을 다 공유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힘들다고 하소연 하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성기쁨: 티처런에서는 힘들다고 하면 누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다는

데, 그리고 힘든 게 사실인데, 하지만 학교에서는 서로의 일을 다 잘 아니까, ‘별

로 힘든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워크숍, 2014. 10. 30.)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체성에 젖어 든 참여 교사들은 교실 실천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도달에 있는 제한된 전문가에서 나아가 ‘확장된 전문가(an 

extended professional)’로 발전하게 되었다(Zwozdiak-Myers, 2012). 즉, 학교, 공

동체, 사회의 더 넓은 맥락으로 전문성을 관련시키고, 전문성 발달 활동에 광범

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연관 짓게 되었다. 이러한 확장된 전문가의 

속성에 대해 Zwozdiak-Myers(2012)는 교사 발달을 위한 기초로서 그들의 실천에 

질문하는 헌신, 그들 자신의 실천에 비판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성하려는 의지, 실

천 속에서 이론을 평가하고 질문하려는 관심, 열린 마음과 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교사와 자신의 수업을 논의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게 하

는 것의 장점에 대한 감사, 그들 자신의 수업을 공부하는 기술과 헌신을 꼽았다. 

참여 교사들은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교실과 학교에서 나와 다른 학교의 교사들

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장된 전문가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TLC 교사



- 188 -

학습공동체의 성과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 내에서 더욱 확산시키고 

있었다. 

    5) 확산기의 난점과 해결 전략

발전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지만, 확

산기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은 제기되었다. 우선, 새로운 교사들의 영입 문제였다. 

내년에도 참여 교사들의 요청으로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1기 운영의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묻는 교사들이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이 

고민되었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중간에 합류하는 것이 TLC 교사학습공동체나 구

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가늠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결속된 기존 

교사들과 새로 들어온 교사들이 어울리지 못할 경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기존 교사들이 반감을 가질 가능성 

또한 있었다. 기존 구성원들과의 고민 끝에 영입이 결정되었고, 새롭게 교사들이 

워크숍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영입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매우 성공적이

었다. 새로운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교사학습공동체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이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장점을 부각시켰고, 우려와 달리 기존의 교사

들과 잘 어울렸다. 이는 같은 교사이기에 쉽게 무리에 섞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들은 태동기와 형성기 때의 교사들처럼 다소 주변

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온라인 카페에 외부 교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가입을 요청하게 되면서 

게시판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게시판들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좀 더 

가시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고 혼동을 주는 게시판들은 과감하게 통합하였다. 초

기에는 게시판의 수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체활동 가치 별로 게시판

이 있었고, 각 학년군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학년군 게시판도 따로 있었다. 하지

만 이는 교사들이 자료를 올리거나 검색할 때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신

체활동 가치 별 게시판은 그대로 두고, 학년군별 게시판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미처 못 올린 자료들에 대한 업

데이트를 실시하였다. 특히, 활용 가능한 동영상을 엄선해 링크를 걸어두는 작업

이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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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서 모임의 확인 작업이 꾸준히 요구되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학

습을 강조하며 출발했기에,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읽고 이야기를 나

누곤 하였다. 이러한 독서 모임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서에서 뽑은 질문

을 독서 모임 게시판에 올리는 일이 중요했고, 워크숍에서 이번 달에 읽을 책을 

추천하고, 지난달에 읽은 책에서 뽑은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

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서로의 교육관이나 철학 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확산기를 거치면서 경험과 노

하우가 축적되어 진정한 교사학습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서로 존

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공

유하고 나누며 경청하는 가운데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게 되었다. 이

와 같은 실천 과정으로 전개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발전 단계는 <표 29>와 같

이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의 발달 과정과 유사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연구와의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의 참여 유형을 시기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관계

하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4). 즉, 참여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종의 관

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상과의 소통 행위이자 타인과의 관계 맺

기라 할 수 있다. Wenger(1998)는 어떤 실천에 참여하게 될 때 그에 온 힘을 쏟

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구성원들 간에 쌍방향적 소통 여부가 참여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참

여 교사들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의 유형은 참여 정도

에 따라 주변적 참여자, 수동적 참여자, 주도적 참여자, 생산적 참여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Lave와 Wenger(1991)의 개인 정체성 유형과 비

교하면, 주변적 참여자는 주변적 궤적, 수동적 참여자는 내부지향 궤적, 주도적 

참여자는 내부자 궤적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생산적 참여자는 중심적인 역

할을 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교사학습공동체 밖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내부자 궤

적은 물론이고 경계적 및 외부지향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

여 유형을 참석률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워크숍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주변적 참여자가 

12.9%(4명), 가끔 참여했지만 참석보다는 불참이 더 많았던 수동적 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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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정의

Tuckman 
Jensen
(1977)

형성(forming) → 돌진(storming) → 규준(norming) → 수행(performing) 
→ 소멸(mourning)

Quick
(1992)

찾기(searching) → 정의하기(defining) → 확인하기(identifying) → 처리하
기(processing) → 동화/개선하기(assimilating/reforming)

Wheelan
(1999)

의존성과 포용(dependency and inclusion) → 역의존성과 싸움
(counterdependency and fight) → 신뢰와 구조화(trust and structure) →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기(work)

Hills
(2001)

활기 왕성(razzmatazz high) → 투덜대기(grousing) → 혼란(confusion) → 
수행(performing)

김도헌
(2008)

잠재기 → 결합기 → 성숙기 → 유지기

이승배 등
(2010)

맹아적 학습공동체 → 형식적 학습공동체 → 자기주도적 학습공동체 → 협
력적 학습공동체

최덕묵 
고문수
(2011)

형식적 학습공동체 → 협력적 학습공동체 → 반성적 학습공동체

최남정 
임부연
(2013)

형성기 → 내면화기 → 성장기 → 확장기 → 전이 및 소멸기

표 29. 교사학습공동체의 발달 과정

22.6%(7명), 오프라인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온라인에도 글을 올리며 활동하는 

주도적 참여자가 25.8%(8명), 오프라인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생산적 참여자가 38.7%(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이

유는 참여 교사 개개인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참여에 영향을 주었

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4장 운영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와 같이 발전한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Senge(2006)가 제시한 학습하는 조직

이 갖추어야할 ‘다섯 가지 규율(fifth discipline)’에 비추어 보면, TLC 교사학습

공동체는 학습하는 조직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규율을 잘 따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규율은 공유된 비전의 확립(building shared vision)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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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조직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에서 나아가 소망하는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

인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서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면, 조직에 스며들어 다양한 행동에 일관성과 응집력을 부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도 학생들에게 질 좋은 체육수업 경

험을 제공하고자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협력적으로 개발하자는 비전이 공

유되었다. 그 결과 서로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공동의 염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

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속되었다. 

둘째 규율은 팀 학습(team learning)으로, 학습조직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한 

개인의 이해를 넘어 개인의 노력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더 큰 공통의 의미 조

합에 접근하게 된다. 여기서 대화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진정한 대화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의미의 흐름이다(Senge, 2006).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도 

교사들은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많

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공유와 소통은 

협력적인 지성을 발휘하는 원천이 되었다. 

셋째 규율은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으로, 학습조직은 학습을 통해 구성

원의 성장을 독려하는 조직이다. 조직이 구성원들의 학습을 조장해야 모임 초기

의 헌신적인 태도, 사명감, 흥분, 활기, 사기 등이 유지될 수 있다. TLC 교사학습

공동체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을 모토로 하였고, 이를 위해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가진 공동체 자체의 힘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참여 교사들은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할 수 있었다. 

넷째 규율은 정신 모델(mental models)로, 학습조직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

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이 각인된 가정이나 고정관념 및 이미지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도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현장에서

의 교사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해 초등교사와 체육수업의 중

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즉, 체육수업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습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섯째 규율은 체제적 사고(system thinking)로, 학습조직은 체제적 사고, 즉, 

시스템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각각의 사건들이 시간과 공

간 면에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현상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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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

이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하나의 체제는 자발적 모임, 목적의 공유, 구성원 간 

관계 맺음, 협력적 지성, 공유된 실천, 협력적 전문성 발달의 과정 순으로 방향성

을 띄며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었다. 이에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현상들을 전

체적으로 바라보고 상호 관련하여 이해하고 이를 고려함으로써 TLC 교사학습공

동체가 학습조직으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갖추게 되었다. 

3.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실천한 결과 참여 교사들은 전문적 지식을 생산하게 되

었고, 효율적 지도력이 증진되었으며, 체육적 열정이 상승하였고, 반성적 성찰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전문적 지식의 생산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교사들이 지식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의 변화는 1) 체육 내용 지식

의 확장, 2) 학생 맞춤식 내용교수 지식의 축적, 3) 체육수업 모형과 철학으로 깊

이 더하기, 4)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 형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이는 

‘전문적 지식의 생산’이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1) 체육 내용 지식의 확장

참여 교사들 대부분은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체육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학기 초에 이것저것 다양한 체육을 하다가도 점점 할 거리가 없어지면 했던 내

용을 또 하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티볼, 피구, 발야구 등의 특정 체육활동을 반

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만한 체육활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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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워서 바로 체육수업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고백하였다. 

체육 쪽으로는 지도안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아이디어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

아요. 이 게임을 하면 좋겠다하고 가지고 나가서 경쟁을 붙여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

아서, 초반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체육수업이 굴러갔는데, 조금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티볼이나 피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주연,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 지

식을 <표 30>과 같이 가능한 한 많이 나누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

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테이블 위에 

올리고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었다. 이때, 학생들의 삶이 축소된 놀이 식 

체육활동이 많이 소개되곤 하였다. 초등학생은 놀이하는 존재, 모방하는 존재, 모

험적이고 도전적인 존재, 공동체적 존재, 창의적인 존재로서, 초등학교에서의 놀

이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강기수, 김윤종, 2011). 이러한 연유로 교사들은 관련 

놀이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하였고, 나누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내용지식을 나눈 

결과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들을 많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티처런에 참여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활동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수

업이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수업 내용이 다양해지고 알차졌어요. 전처럼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재미있는 활동 위주로 다양하게 하게 되었어요. 음, 여러 가지 배운 활동

들을 활동 사이사이에 끼워 넣게 되었어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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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영역 체험 내용

경쟁
활동

피하기형 치기(태그)형 게임, 공 피하기 게임

영역 형 럭비 형 게임, 농구 형 게임, 축구 형 게임, 하키 형 게임

필드 형 야구 형 게임, 티볼 형 게임, 킨볼 형 게임

네트 형 배구 형 게임, 족구 형 게임, 플링고 형 게임, 플레이 스쿠프 형 게임, 
배드민턴 형 게임

도전 
활동

거리 
도전

걷기, 단거리 달리기, 이어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
기, 던지기,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표적 
도전 콩 주머니 던지기, 투호, 다트, 승부차기, 간이골프, 간이볼링

투기 
도전 태권도, 씨름, 택견, 유도

동작 
도전 맨손체조, 매트 운동, 뜀틀 운동, 평균대 운동

여가
활동

현대 
놀이

줄넘기, 긴 줄넘기, 조깅, 등산, 캐치볼, 플라잉디스크, 부메랑, 탁구, 
스키, 스케이팅, 인라인 롤러,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캠핑, 래
프팅, 자전거 타기

전통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윷놀이, 연날리기, 기
마놀이, 진놀이, 줄다리기

건강 
활동

건강 
활동

맨손체조, 스트레칭, 요가, 음악에 맞추어 체조하기, 에어로빅스, 팔굽
혀펴기, 윗몸일으키기, 균형 잡기, 철봉 매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제
자리에서 높이뛰기, 좌우로 콘 뛰어넘기, 전력 달리기, 공 던지고 받
기, 왕복 달리기

표현
활동

움직임 
표현

이동 움직임(갤로핑, 러닝, 스키핑, 스텝, 점핑, 홉핑, 리핑), 비이동 움
직임(구부리기, 굽히기, 돌기, 비틀기, 털기, 흔들기), 조작 움직임(던지
기, 받기, 차기, 치기), 표현 요소(신체, 공간, 노력, 관계), 신체활동(다
른 사람 동작 따라 하기, 흉내 내기 놀이)

리듬 
표현

공체조, 후프체조, 리본체조, 곤봉체조, 음악 줄넘기, 음악에 맞추어 율
동하기, 즉흥 표현

민속 
표현

소고춤, 탈춤, 강강술래, 농악무, 티니클링, 구스타프스 스콜, 에이스 
오브 다이아몬드, 패티 케이크 폴카, 트로이카, 마임, 엔카

주제 
표현 꾸미기 체조, 실용 무용, 창작 무용

표 30.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다룬 체육 내용 지식

  

교사는 지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체육수업 경험 속에서 새로운 지식들

을 생산하고 구축한다(Cochran-Smith & Lytle, 1999). 하지만 이러한 실천적인 지

식들은 교실이라는 불투명 칸막이에 가로막혀 드러나기 힘들다. 하지만 TLC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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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습공동체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개별 교사들의 지식들이 공유되면서, 참여 

교사들은 초등 체육수업에서 다루는 다양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일방통행 식 강의 형태를 지양하고 관련된 체육수업 지식을 쌍방향으로 자유롭

게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지향하였다. 

티처런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더 중

요하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잘 정리된 자료집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

게 되었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알고 계시는 지식들을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적어 가서 학교에서 실천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좋았어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내용 지식은 워크숍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나 온라인 카페를 통한 체육수

업 사례 공유를 통해서도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서 실시간으로 체육수업 내용들이 공유되고 이를 바로바로 자신의 체육수업에 

적용해 가면서 배우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큰 연간 계획은 세웠어도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데 모바일 메신저

에 선생님들이 올려준 게임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적용할 만한 거는 바로바로 적용하고 

하다못해 준비운동에라도 적용하니까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고 그래서 편하게 수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수업이 용이해졌다고 해야 하나? 쉬워졌다고 해야 하나? 뭐 그래요. (정

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모바일 메신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설정을 해서 수업 시간에는 알람을 꺼놓고, 쉬는 시간이

나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보면은, 실시간 사진이랑 보내주신 설명이나 글들이 되게 많이 도

움이 되었어요. 사진하고 같이 보내셔 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글 읽고 하면은 이해가 잘 되

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지식들을 단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

었다. 수업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참여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

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자신의 현장 체육수업에 적용해 가면서 자신만의 실천

적인 지식을 재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인 지식들은 다시 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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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과 재공유되고 있었다. 

연구자: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문주희: 워크숍 자료집이 많은 도움이 돼요. (책상 옆 책꽂이에 꽂힌 자료집을 꺼내어 보여

주며) 체육이 든 날이면 우선 이 자료집부터 보게 돼요. 전에 배운 것 중에서 적

용할 만한 것이 없을까 찾아보죠. 꼬리잡기도 해보고 피자 배달도 해보고 여러 가

지 해봤어요. 꼬리잡기는 너무 재미있어서 그거 한 뒤로는 맨날 꼬리잡기를 하자고 

해요. 오늘도 준비운동으로 했고요. 

연구자: 오늘 보니 조금 다르게 밖에서도 꼬리를 빼던데, 바꾸신 건가요?

문주희: 아웃된 아이들이 하는 일 없이 놀기에, 아웃된 사람도 밖에서 꼬리를 빼며 참여할 

수 있게 했더니,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다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한 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니까 더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연구자: 모바일 메신저에 올려서 또 공유해야 겠네요.

(문주희, 여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체육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의 할 거리들을 마련한 교사들의 

체육수업 실천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수업 관찰 결과 체육수업은 풍요로워졌

고 다채로워졌다. 이러한 체육수업은 학생들을 변화시켰는데, 다양하고 풍성해진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체육활동을 접하며 전보다 더 재미있어하고 즐기

게 되었다. 수업 관찰 후 진행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

데,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체육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풍겨지곤 하였다. 

제가 체육 했을 때 제일 좋았던 때는 4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자율체육이어서 맨날 축구를 

많이 했는데요. 6학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율체육은 아니지만,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구해 오셔서 하시니까 재밌겠다는 기대심을 가지게 돼요. 옛날에는 똑같은 걸 하

고 여기는 새로운 걸 해요. (장민서,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이러한 활동의 다양화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재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었지만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체육수업에서의 권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여학생은 체육시간에 새로운 활동을 하다 보니 ‘공평하다’는 기분을 느끼

게 된다고 하였다. 전에는 일부 학생들만 잘하는 축구, 피구, 발야구, 티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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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이고 잘 못하며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는 부적절한 경험이 누적되었는데(Jess, 2012), 새로운 활동의 경우 학생들 모두

가 서로 비슷한 수행을 보이다 보니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으로 보여 진다. 즉, 기존에 익숙한 활동의 경우 이러한 권력 구조를 확고히 하

는 반면에 새로운 활동들은 이러한 권력 구조를 무너뜨려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구나 발야구보다 제가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선생님이 하시는 것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것

도 많고요,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은 

여자애들이 못 할 때 좀 위축되는 게 있는데, 다들 똑같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들어보지도 

못 한 거니까, 오히려 공평해진 것도 같고 그래요.  (이연우, 여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평하니까 서로 게

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육의 순발력이나 민첩성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민준,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는 교사들의 신념이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Guskey, 1986). 즉, 체육 내용 지식의 확장은 단순히 체육수업의 

할 거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사의 체육수업 수행을 향상시키는 밑

바탕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체육수업 만족도 또한 높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

생들의 모습은 다시 교사에게 영향을 미쳐 체육수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체육수업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대학 때부터 운동 동아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게임이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배우진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운동들을 게임으로 바꿔

서 해 본적이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게임,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정

말 다양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걸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새로운 

걸 많이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 좋아하는 구나!’하고 저도 깨닫고, 애들도 느끼면서, 점점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반 분위기가. 그러면서 저도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더 쌓이고 그래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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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 맞춤식 내용교수 지식의 축적

교사들마다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각양각색인데, 일부 교사들은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면에는 기존 연수에 대한 불신 또한 내재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솔직히 따로 경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운동 경기를 시청했

던 게 다인 것 같아요. 연수를 받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보다는 불필요한 내용이 

많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곤 했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교과서나 지도서를 탐독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어요. (김경현, 남교사, 

사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때,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번역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내용교수 

지식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

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어 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가르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협력적 나눔과 공유를 통해 이러한 지식들을 체계화해 나

갔다. 예를 들어 티볼의 경우 글러브와 캐치볼로 접근하는 수비 지도법, 방향과 

높낮이 및 세기로 접근하는 타격 지도법, 전력 질주와 상황 판단으로 접근하는 

주루 지도법 등이 공유되었다.  

체육수업 경험 및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시된 활동 과제

들은 소통 과정을 통해 계열성 있게 배열되었다. 즉, 혼자서 패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 10개 치기부터 시작해, 짝을 이루어 서로 배려하며 하는 ‘배려민턴’ 20

개 도전하기, 네트로 이동하여 네트를 사이에 두고 30개 도전하기 순으로 도입하

고, 여러 팀으로 나누어 스포츠교육모형에 근거한 리그전 후 결승전 행사로 마무

리하는 방법으로 체계화되었다. 패드민턴을 화제로 공유된 내용교수 지식들은 배

드민턴, 인디아카, 풍선 배구, 원바운드 배구에도 전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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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내용교수 지식 공유

  

이렇게 배운 내용교수 지식들은 실제 참여 교사들의 체육수업에서 실현되었고, 

체육수업 실천담은 <그림 36>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속

적으로 공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 교사들은 학생 맞춤식 내용교수 지

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계적인 교수법들을 계속 쌓아갔다. 

저는 평소에 체육수업을 할 때는 교수법을 생각 안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여러 가

지 교수법을 꾸준히 다루게 되니까 수업을 던져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

가 있고 차례가 있게 하면은 좋고 더 효과가 있구나!’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허수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아이디어들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제가 책을 봐서 교수법을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 선생님들

이 가르치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면 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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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적용을 해봤고요. 하다못해 줄을 세우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

었어요. 실제적인 교수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

면담)

똑같은 내용이라도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나 성취도는 

다르다. 교사는 교과 내용을 비유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은유적으로 제시할 것인

지, 논증을 통해서 제시할 것인지, 사례를 통해서 제시할 것인지, 모의연습을 할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김선구, 

2009). 이는 내용교수 지식(PCK)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며, 교사는 학생의 눈

높이로 하강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엄태동, 2003). 참여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체육수업에

서의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수업 관찰 결과 학생들은 변화된 체육수업 속에서 많

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쉽고 간단한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민첩성이나 협

응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다. 

연구자: 오늘 수업은 어땠니?

이연우: 다른 것보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콩주머니나 공기를 신발 위에 올려놓고 걸어가는 

게임을 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연수: 오늘 한 게임들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가장 쉽게 민첩성이나 협응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수업관찰 후 학생 면담)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는 교사에게 다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신념이나 태도가 

변화된 교사는 더욱더 열심히 체육수업에 임하거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3) 체육수업 모형과 철학으로 깊이 더하기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적용할 만한 체육수업 모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

였고 이를 적용해 본 교사들로부터 실제적인 실천담을 듣고 싶어 하였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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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이전에도 체육수업모형을 수업에 적용하고픈 

마음은 있었지만, 대학 때 이론으로만 배우거나,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훑어본 정도라, 체육수업에 특정한 수업모형을 적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

였다.  

모형이라든가 하는 거는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많이 알

고는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니까 약간 적용부분이랄까 이런 면에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

요. 모형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막상 체육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최주연,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체육 공개수업에서 모형을 적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체

육수업발표대회를 준비했거나 준비 중인 교사들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체육수업

모형에 대한 자신감 부족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한 남교사는 수업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관련 서적까지 사서 탐독했는데 체육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고, 막상 적용해 봐도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의구심

을 갖고 수업에 임하게 된다고 하였다. 체육수업 경력이 약 9년인 김합주 교사 

역시 수업모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선배나 동료 교사들로부터 구전하여 전

수받아 이러한 지식들에 다소 확신이 없는 편이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체육수업발표대회 하면서 하나로수업모형을 알게 되고 적용해서 체육수업을 했어요. 그때는 

아는 선배님으로부터 자료 다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준

비했어요. 계속 하나로수업모형 적용하고 있는데 이론이나 이런 건 조금 약하죠. 이번에 제

대로 배우고 싶어요. (김합주, 남교사, 사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수업모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

한 정확하고 충실한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적과 최신 연

구물들을 탐독하여 만든 자료집이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자료집에는 모형을 만든 

사람의 소개와 함께 모형 탄생의 배경 및 그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모

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론적 토대를 쌓은 이후에는 실제 체육수업에서 모형

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워크숍의 ‘수업 영상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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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서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살린 여러 실천 사례들을 배울 수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때로는 질의응답의 시

간을 가졌다. 동영상 시청 이후에는 모형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생생한 

실천 경험담이 공유되었다. 이때, 개별 교사들은 모형을 적용한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 또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은 모

형의 철학과 배경은 무엇이고 일반적인 수업 단계는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모형

을 체육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모형을 적용해 어떤 체육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등 수업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

형의 실천 과정은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모형

에 대해서 막연하고 불확실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에서 탈피해 모형을 적용한 수

업을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

한 수업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수업 동영상도 보고, 직접 수업모형을 적용한 이야기

도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활동들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동에 녹여낼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까 수업모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어요. (허수현, 여교사, 사

후 심층면담) 

책임감수업모형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워크숍 때 모형을 적용

한 체육수업 동영상을 같이 보고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홍주

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책임감수업모형이라든지 하나로수업모형이라든지 최신 이론 동향에 대해서 배운 게 많고요, 

방법적인 지식 측면에서도 이렇게 변형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배우는 데 제일 영향을 미친 거는 체계적으로 크게 심도 있게 다루는 워크숍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모바일 메신저도 영향이 있었고요.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체육수업에 적용할 만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수업

모형을 돌아가며 다루었지만, 수업 관찰을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이 다섯 가지 

수업모형을 돌아가며 적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수업모형을 하나 정해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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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쁨 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배운 책임감모형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책임감칠판을 손수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책임감모형에서 제시한 수업 단계를 따르

며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계 맺음을 위한 노력, 책임감모형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피드

백하기, 모둠 미팅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기쁨, 남교사, 수업 비참여관찰) 

정유진 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책임감모형에서 

배운 가치들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교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모형의 철학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관과 맞아 이를 조금씩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적용 방식에서는 책임감모형의 가치 

중에서 협동과 배려만을 뽑아서 수업 전에 강조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강

조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유진, 여교사, 수

업 비참여관찰)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실천해 본 

참여 교사들은 수업모형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게 되었다. 성기쁨 교사

의 경우를 보더라도 TLC 교사학습공동체 초반 워크숍 때와 사후 심층면담 때를 

비교해 보면, 체육수업모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의 안쪽에는 자신의 체육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 변화에 대한 확신 또한 담겨져 있었다.  

작년에 책임감모형으로 공개수업도 하고 했는데, 사실 책임감모형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워크숍에서 특강을 듣고 직접 수업에서 해보고 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전에 책

임감모형을 번역한 책도 사서 봤는데, 혼자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방식으

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책임감모형으로 계속 해서 체육수업을 해보려고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매달 워크숍 때 교수학습모형을 정말 체계적으로 다뤘잖아요? 이론으로도 배우고 동영상도 

보고, 거기서 교수학습모형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론으로 배우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수업에서 계속 적용해 보면서, 배운 이론을 실제 애들한테도 적용해 보니까 체육수업

이랑 연결이 되면서 애들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체육교육에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 교수학습모형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가 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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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 형성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체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 또

한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바쁜 시간

을 쪼개 모인 관계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꼭 필

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탐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 교사들은 3월의 수업 

실천을 준비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며 일 년 계획

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신체

활동은 무엇이고, 교과서에는 어떠한 활동들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에는 경쟁활동 위주의 게임 내지는 수행평가 항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활동 전체를 고민하게 되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간 계획을 짜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예를 들어 

“3월에는 경쟁활동보다는 일 년의 체육수업이 잘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건

강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파악하며 체력을 기르는 것이 성공적이다.”는 의견, 

“표현활동은 교실이나 실내에서 할 수도 있으니 장마철인 여름방학 전이나 추

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겨울 방학 전에 배치하면 좋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른 학교 교과서들을 이번에 처음 봐요. 우리학교 체육 교과서가 어디 출판사인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연간계획을 짜면서 제대로 살펴 본 것 같아요. 계획을 짜면서 교육과정

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교육과정을 쳐다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총 10번의 월별 워크숍에서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을 각각 두 달

씩 다루었다. 이때에는 신체활동 예시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다루되, 이러한 내용

들이 교육과정의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면서 전

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

과 참여 교사들은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 고리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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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5~6학년군을 가르치고 있지만 3~4학년군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떤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임용 때

는 막 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이 드는 것 같고,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게임적인 활동도 많이 알았지만 그런 것

들이 어떻게 수업에 녹아져야지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여기서 단순히 체육수업 내용에 대한 지식만 축적한 것이 아니라 수업 목표를 

먼저 세우고, 이러한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단순히 신체활동의 내용을 아는 측면

에서 더 나아가 교수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내용 및 내용교수 지식이 충족된 교

사들은 체육수업모형 및 체육수업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종국에는 활동

들의 나열이 아닌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

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체육 내용지식이 확장되었고, 학생

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교수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다. 또한, 체

육수업 모형과 철학적 측면에서도 깊이를 더하게 되었으며,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

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

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 전문성을 증진하고 있었다.

  나. 효율적 지도의 증진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교사들이 수행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의 변화는 1) 긴 호흡으로 일 

년을 내다보는 체육수업, 2) 실제적인 수업 관리 전략의 획득, 3) 올바른 교수 전

개 능력의 함양, 4) 정서적으로 따뜻한 체육수업 조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이는 ‘효율적 지도의 증진’이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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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 호흡으로 일 년을 내다보는 체육수업

사전 심층면담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 없

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체육 연간 계획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체육수업을 계획

해서 이끌어 나간다고 대답하였다. 역사적으로 학교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계

획하거나 교육과정 설계 등을 공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혼자 일하도

록 굳어져 왔다(Prytula & Weiman, 2012). 이러한 교직 문화 속에서 교사들은 사

회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실천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실천이 최선인양 착각하

며 교육에 임하는 경우도 많았다(김두정, 2009). 그 결과 체육수업에 대해 고민하

여 만든 진정한 체육수업 연간 계획을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

한 교직 문화 속에서 참여 교사들 중 일부는 체육수업 수행 측면에서 적잖은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체육수업을 어떻게 할지 깊게 생각하여 연간계획을 짜본 적이 없었어요. 학급 교육과정에 진도표

가 있었지만 진도표랑 상관없이 그 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획하고 수업하기에 바빴어요. (임희

정, 여교사, 사전 심층면담)  

참여 교사 중 한 남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연간 계획을 짜게 되면

서 하루살이 식 체육수업이 아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꾸준히 실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전에 체육은 미술하고 똑같았어요. ‘아! 오늘 체육 들었네, 오늘 뭐하지?’ 하며 하루살

이 식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고민하고 종목 정해서 나가는 거죠. 생각이 잘 안 들면 

그냥 남자는 축구하거나 여자는 피구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연간 계획을 짜서 하

니까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처음

이에요. 국어나 수학하고 다르잖아요. 교과서를 따라 해야 하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게 아

니니까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일부 교사들은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만 내가 자신 없거

나 부족하면 넘어가는 종목이나 활동들도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리 연간 계

획을 작성하다보니 자신의 수행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미리미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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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봄방학 때 티처런 워크숍에서 연간계획표 짜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이 1년을 알차게 꾸리

는 데 무척 도움이 되었어요. 미리 연간계획을 짜니까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수업 관찰을 나갔을 때에도 여러 교사들의 학급에서 게시된 연간 계획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간 계획은 학생들에게 구두로 소개되거나, 유인물로 

나눠 주거나, 교실의 게시판에 게시되는 등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 결

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인 “오늘 체육해

요?”와 “오늘 체육 뭐해요?”라는 질문들이 점점 줄어드는 등 학생들의 궁금증

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체육 계획이 붙어 있네요?

문주희: 네 저번 달부터 붙여서 하고 있어요. 전에는 스포츠강사랑 하는 체육수업이었는데 

저번 달부터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처런에서 알려 주신 대로 연간 계획은 

아니지만 1학기 끝날 때까지 할 계획을 이렇게 붙였어요.

연구자: 그런데 배드민턴과 발야구가 한 주에 섞여 있네요?

문주희: 아 목요일은 저희 반이 체육관을 쓰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배드민턴을 하려고 그렇게 목요일만 배드민턴을 잡았고, 나머지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전에는 뭐할지 계속 

물어봤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잘 안 물어보고 좋은 것 같아요.

(문주희, 여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또한, 교사들은 학급 담임교사로서 봄 방학 때의 준비와 3월 초 학급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일 년의 체육수업

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에서 나눈 대화 속

에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새로 맞이할 체육수업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다소 주먹구구식으

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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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그치

지 않고 일 년 동안 직접 실천해 가면서 이러한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몸소 체

험하고 있었다. 

3월에 모둠, 팀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에는 잘 몰라서 그때그때 게임할 때마다 

섞어서 만들어줬는데, 그랬더니 시간을 많이 버렸죠. 팀을 미리 짜놓으면 실제학습시간이 

정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야 내가 팀을 짰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참 좋았고요. 모둠을 한 학기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바꿔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엔 

싫은 사람도 있고 한데 지속하면서 배우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하게 되

었어요. 싫은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게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니까요. 그걸 길러줄 수 있겠더라고요. 한 학기동안 운명공동체고 모둠도 

안 바뀐다고 하니까요. 그냥 쉽게 모둠이 바뀌면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2) 실제적인 수업 관리 전략의 획득

체육수업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급을 안정적으

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체육 신호, 모둠 편성, 체육 대형, 주의집중법 등 여러 가

지 수업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체육수업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제 학습 시간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는 이러한 수업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티처런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사실 학생 줄 세우기, 체육 신호, 모둠 대형과 같이 수업 관리라고 

해야 하나? 학생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수행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수업 관

리 측면의 향상을 위해 서로의 수업 관리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학기 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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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 시간을 통해 모둠 편성, 모둠 역할 부여, 학생들을 모으거나 주의를 집

중시키는데 시간을 줄이는 신호 규정, 체육수업 대형 등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실

제 이를 적용한 체육수업 동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친 결과 참여 교사들은 실제적인 수업 관리 전략들을 배우고 익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였고, 효과

적인 체육수업 수행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였다. 수업 관찰 결과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배운 수업의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

러한 교사의 수행들이 실제 수업 시간을 늘리고 관리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홍주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후 심층면담과 

홍주연 교사 학급의 주요 제보 학생 네 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 관찰 후 면담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방기소리 역할을 2학기에 모둠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담임 

할 때는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없었어요. 이제는 역할이 있으니까 확실히 체육시간에 모이

고 나누고 할 때에도 되게 편리하게 된 거 같고,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확실히 타이

트하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호루라기로 호각신호 하는 

것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많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이 호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확실히 착착 잘 모이

고 제가 목이 덜 상하고 알아듣고 하니까 좋았던 거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

담)

선생님이 하는 그게 다 재미있어요. 뭔가 웃기잖아요. 방기소리라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삑 

삐삐라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데 애들이 모두 잘 따르잖아요. 신호도 애들이 모두 잘 따르고

요. 선생님이 “넓혀”, “넓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힘드실 것 같은데, 뭔가 규칙을 

하면 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말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만드신 신호가 되

게 좋은 것 같아요. (장민서,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저는 방기소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팀 짜고 모둠 짜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딱 정해놓으니까, 선생님이 “방기소리 모여!” 라고 하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체육시

간이 더 길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신호 같은 것도 재미있고 실용성이 있어서 입에 착착 

붙어요. “넓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보다는 리듬 타면서 재미있게 막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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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서민준,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뭔가 좀 더 색다른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외우기 쉽고, 선생님이 한 번에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귀에 꽂히니까 좀 더 빨리 대형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더 체육시간이 늘어

나고 그러죠. (김연수,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신호로 하면 딱딱 알아들을 수 있어서 편하고, 선생님 목에도 좋고 저희도 호루라기로 하는 

게 재미있고 기분이 상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방기소리가 없으면 한 명이 혼자

서 하거나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방향맨이 하는 일과 기록맨이 하는 일

이 정해져 있으니까 적절하게 일이 나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연우, 여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홍교사와 같은 저경력 교사도 있었지만, 체육수업 경험

이 많은 교사들 또한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체육수업에서 대형이라든가 신호

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행하는 경

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용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신호에도 다소 일관성이 없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자신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

던 것이다. 하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기 초

에 이를 확실히 정하고 체육수업을 하니까 교사 자신도 그렇고 학생들도 잘 실

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방기소리나 운영,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의 약속, 관리 시간을 줄이는데 필요한 신호, 대형 

연습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티처런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다고 느끼니까 바꾸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수신호를 하고 있었지만 수신호가 일관성이 없고 그랬었는데 다듬어졌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바일 메신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사진이나 글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학급에 맞게 적

용하는 것 같아요. (정태근, 남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한편 수업 관찰을 나간 정태근 교사의 학급에는 작년에도 정교사에게 배웠던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은 수업관찰 후 학생 면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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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들을 통해서 정교사와 정교사가 운

영하는 체육수업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작년과 올해 

정교사가 변화된 점은 별로 없지만, 체육수업 시간에는 신호, 대형, 역할 분담이 

바뀌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해주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어색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교사의 체육수업 수행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학년 때 수신호하고 5학년 때 수신호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이거는(양쪽 검지 손가락

을 동시에 펼치며) 차렷인데 주먹으로 바뀌고요. 주목하고 수신호하고 설명대형 할 때도 많

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도 생겼는데 ‘방기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모둠에서 한 명 나오라고 할 때도 “누구 나가지?”, “누

구 나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딱딱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안이현, 여학생, 수업관

찰 후 면담)

보다 세련되어진 수업 관리 전략의 획득은 관리 시간의 감소 및 실제학습 시

간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실제학습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를 어떻게 체육수업에서 구현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방

법은 잘 몰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 방법들

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학습 시간에 대

한 고민은 인문적 체육의 활용성 또한 높여주었다. 인문적 체육은 체육을 기존의 

‘하기’중심의 체육과 더불어 체육에 관한 ‘읽기’, ‘보기’, ‘쓰기’, ‘듣

기’, ‘말하기’가 어우러지는 체육수업을 말한다(최의창, 2010). 이는 체육의 

참맛을 느끼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의 하나인데, 인문적 체육수업의 아이디어

가 공유되면서 체육시간에 인문적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학습 시간을 

늘리게 된 실천 사례들 또한 공유되었다. 평가를 하다보면 기다리는 학생들은 친

구들의 동작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집중 가능한 시

간이 지나면 학습과는 무관한 잡담 속에 빠지곤 한다. 이때, 기다리는 학생들에

게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개발한 전천후 ‘인문적 체육 학습지’를 활용한 사

례가 공유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활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결과, 학생들은 잡담이나 장난으로 체육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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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인문적 체육 학습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애들이 줄서서 잘 안 기다리잖아요. 떠

들고 싸우고 이런 거 하나씩 주고 하라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생각이

나 느낌을 시로도 적고 그림으로도 적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복사해서 비 오거나 

평가할 때 한 번 써봐야겠어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3) 올바른 교수 전개 능력의 함양

교사들의 수행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 쉽게 관찰이 가능하였는데, 눈에 띄는 변

화로는 올바른 교수 전개 능력의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협의적 측면에서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 및 시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발문, 학생 관찰 및 분석, 긍정적이면서 구체적인 전체 

또는 개별 피드백, 상황과 맥락에 맞는 과제 변형, 학생 평가 등의 교수 능력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수업 운영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능력의 경우 오프라인의 워

크숍이나 모바일 메신저 또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유된 동료 교사들의 체육수

업 영상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발문하는 거를 많이 배웠던 거 같은데, 그동안 체육수업을 제가 했을 때는 처음에만 

게임이나 활동 설명 해 주고, 활동 쭉 하고 그냥 종치면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중간 발문이 아예 없었고, 정리 발문이 있다는 것도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에 기술에 대한 발문이나 아니면 아이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발문이나 그리고 활동이 끝났

을 때 정리 발문이 중요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허수

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저는 평소에 수업할 때 처음에 활동 안내해 주고 활동하다가 종 치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과제를 변형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수업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행동

을 보게 되니까 수업이라는 게 던져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있고 차례가 

있게 하면은 좋고 더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허수현, 여교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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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또한, 광의적 측면에서 교사들의 수업은 전과 비교했을 때, 도입, 전개, 정리의 

구분이 다소 명확해졌다. 참여 교사들 역시 자신의 수행에 있어서 교수 전개의 

변화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았다.  

체육수업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사실 동기유발 같은 거 안 했었거든요. 근데 동기유

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조금씩 신경 쓰게 되고 예전에는 사실 준비운동도 제가 안 

가르치고 그냥 애들 보고 하라고 하고 준비운동 하는 동안 약간 저는 늦게 나가던지 다 끝

나면 나가던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흐름 같은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준비

운동 하자마자 이거 해! 이거 하자! 하고 바로 시작해서 그것만 내내 하다가 끝났는데, 좀 

수업을 나눠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문주희 교사의 변화는 학생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

은 문주희 교사의 준비운동 변화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교사의 변화에 만

족감을 드러내며 예전보다 더 즐겁게 체육 시간에 임하고 준비운동도 집중해서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자: 오늘 체육수업의 소감을 말해 줄래?

이연희: 꼬리잡기는 꼬리를 빼앗으려고 잡으러 가고 쫓기기도 하는 게임이라서 재미있었고

요, 발야구는 발로 치고 뛰어가고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우리 선생님의 체육수업에서 선생님이 변화된 점이 있니?

박영훈: 별로 달라지신 건 없는데, 요즘 선생님이 꼬리잡기를 시키신 이후부터는 준비운동

보다는 꼬리잡기로 준비운동을 대신하고 있어요. 

연구자: 전에는 준비운동을 어떻게 하셨는데?

박영훈: 전에는 운동장 한 바퀴 달리기 먼저 하고 스트레칭으로 무릎 돌리고 그랬어요. 3

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바뀌셨어요. 꼬리잡기 한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연구자: 뭐가 좋아?

박영훈: 꼬리잡기요. 재미있어요(웃으며).

연구자: 그럼 준비운동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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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네~ 잘 돼요. 꼬리잡기를 하다보면 몸을 바로바로 움직여야 하고, 준비운동을 더 

집중해서 하니까요~

(문주희, 여교사, 수업 관찰 후 면담)

처음에 수업 관찰을 나갔을 때만 해도 준비운동(warning-up)의 경우 주 활동 

직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준비운동부터 하고 다시 

설명하기 위해 앉는 경우도 있었고, 체육수업이 정리 과정 없이 종소리와 함께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학습 목표 및 내용 안내, 준비 운동, 주 활동, 정리 운동, 활동 정리 및 평가라는 체육수업

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오늘 수업에서는 체육관에 들어오자마자 

준비운동으로 맨손체조를 하고 보강 운동 차원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고 시작하였는데, 보강 

운동 후에 다시 학습 내용 안내 차원에서 설명이 시작되니, 주 활동을 위한 워밍업이라는 

준비 운동의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유진, 여교사, 수업 멘토링 보고서)

하지만 수업 관찰을 진행할수록 이러한 체육수업 수행이 올바르게 변화되었다. 

또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각종 체육수업 모형들이 소개되고 이를 이론과 

실천을 통해 배우게 되면서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모형의 

흐름이나 단계를 따르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기존

의 단조로운 도입-전개-정리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체육수업 철학과 가치

관이 담긴 체육수업 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예전에는 처음에 설명해주고 활동 다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순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책

임감모형을 배우고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활

동을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 멈춰서 잘 된 이유, 안 된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

지게 되었어요. 그런 진행 면에서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마무리도 도덕 같은 시간에 언

급하게 되고, 자기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 그랬죠. 예전에는 기능적인 것에만 

치중했다면 애들한테 심성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무조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든가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 215 -

수업 관찰을 다니는데, 다양한 모습의 책임감모형 수업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정유진 교사

는 배려와 협동을 따와서 도입, 전개, 정리 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성기쁨 교사는 

책임감칠판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정태근 교사는 책임감 가

치를 칠판에 붙여 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다. 책임감모형의 철학과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

현하고 있는 수업자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체육수업모형을 

구현하여 자신만의 체육수업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자 일지, 2014. 

07. 04.)

동료 교사들과 나누는 공유와 소통의 장에서 교사들은 교수 능력 및 교수 전

개에 있어 자극을 받게 되었고, 동기가 유발된 교사들은 이를 체육수업에서 직접 

실천해 보게 되었다. 교사들은 실천 과정에서 교수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

고, 그 결과 체육수업 수행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행 변화에

는 체육수업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수행 전문성

의 증진은 다른 지식이나 심성 및 성찰 측면의 전문성 증진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에는 사실 흥미 위주였어요. 체육교육을 왜 열심히 했냐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랬죠. 애

들이 좋아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리운동도 그래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정리

운동을 하면 싫어하니까요. 근데 준비운동은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사고 나고 다치니까

요.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티처런에서 선생님들 얘기 듣고 배우고 하니까 정리운동의 필요

성을 알았잖아요. 정리운동을 하게 되니까 정리활동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활동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발문도 해보고, 그 전에는 ‘정리활동 해봤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듣고 대답을 

하겠어?’라도 생각해서 안 했거든요. 스스로 의심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실제 체육수업에서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협력이 잘 되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게 되고, 실제로 체육수업을 공개수업 하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티처런의 좋은 영향

이었죠.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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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서적으로 따뜻한 체육수업 조성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에는 경쟁이 과열된 체육수업이 아닌 서로 협동하고 배

려하는 정서적으로 따뜻한 체육수업을 조성하는 체육수업 수행 방식이 자주 공

유되곤 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수행 방식이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체육수업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갈리지만, 열심히 참여한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 선생님이 충분히 격려해주고, 꼴찌로 들어왔더라도 꼴찌로 들어오는 

애에 대해 꼭 “박수쳐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거죠. (임희

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참여 교사들은 워크숍에서 학급을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끌어 간 교사들의 

성공담을 들을 수 있었다. 게임 시작 시 서로 마주 보고 인사와 악수를 하고 서

로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는 교사, 득점을 할 때마다 친구들과 손을 마주 치게 일

부러 시키는 교사, 오히려 실점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이파이브를 시키고 

친구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교사, 모둠의 깃발을 만들어 

모둠을 결속시키는 교사, 수업 중에 응원을 하도록 하고 응원을 잘한 모둠의 보

상을 챙기는 교사, 경쟁이 아닌 놀이로 즐거운 체육수업이 되도록 이끄는 교사, 

게임 중간에 모여서 서로 전략을 짜면서 모둠 친구들끼리의 단합을 꾀하는 교사 

등 여러 실천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한 여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상 없이도 체육수

업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간 성공담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체육수업에서는 못 하는 애가 약간 비난 받잖아요. 그 애가 왜 비난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못하니까 우리 팀이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애들이 막 탓을 하는 거죠. 보상을 없앤다고 탓을 안 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탓은 하는 데 훨씬 덜 하다는 거죠.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정유진 교사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수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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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정교사는 평소 학급에서는 안 그러던 학생들이 체육 시간만 되면 서로 싸우

고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고백하였다. 협력적 수업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처음에

는 서로 웃으며 즐겁게 시작한 체육수업이 점점 과열되어 여기저기서 서로 싸우

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때, 교사의 수행을 관찰한 결과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설명하지 않는 점, 교사는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는 점, 학생들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도 게임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에 게임의 시작 전에 같이 인사하고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게

임을 즐기며 재미있게 하자고 다짐하기,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을 주목시키고 말을 

시작하기, 말하는 도중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시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주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기, 경기 중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게임을 중단하

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기, 종이 칠 때까지 게임하지 않고 정리하는 시간을 반

드시 갖기, 책임감모형과 같은 모형을 적용해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등의 해

결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정교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급을 

협동적이며 긍정적인 학급으로 바꿔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다. 그 결과 7월의 수업 관찰에서는 4월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학급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이끌어 가는 교사의 수행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전에 말씀해 주셔서 요즘은 시작할 때랑 정리할 때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

어요. 책임감모형의 책임감 가치들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동과 배려를 계속 강조하

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들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서 그런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는 잘 모르겠지만,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정유진, 여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이러한 교사의 체육수업 수행 변화는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동료들과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고문수, 손천택, 2005). 학생들은 이기

기 위해 승부에 집착할 때 이러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데, 참여 교사들의 가르

침으로 서로 어울려 즐기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체

육시간에 인성적 측면을 자주 강조한다는 사실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거듭하

여 확인이 가능하였다. 다음은 정태근 교사의 수업 관찰 후 학생들과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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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 면담의 내용이다.

연구자: 선생님이 체육수업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니?

박호준: 모둠끼리 준비운동을 할 때 애들이 다 모이면 하고, 그리고 또 두 바퀴 뛸 때도 

방기소리 대로 잘 맞춰서 뛰라고 강조하세요.

안이현: 주목, 수신호, 대형 등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고, 못해도 노력을 강조하세요. 존중과 배려도 되게 강조하세요. 협동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요, 덕목도 딱딱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소감을 적게 하세요.

(정태근, 남교사, 수업 관찰 후 면담)

이렇게 정서적으로 따뜻한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 역시 체육수업에서 협동, 위로, 배려 등의 인성적 측면들을 배우게 되었

고 이를 위해 노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중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체

육수업 방식이 좋은 학급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사실까지 간파한 학생도 

있었다. 

연구자: 우리 선생님의 체육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니?

장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협동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 그거 두 개를 배운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는 긍정, 배려,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체육시간에는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서민준: 압박을 해서 인성 길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인성을 기르고 협동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가지고, 남이 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화내는 게 

아니라 참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연우: 협동하는 거랑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거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서 홍주연 선생

님은 그 누군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려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5학년 때는 너무 승부욕이 가열되어서, 갈등

이 나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협동을 해야 이기는 게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갈등도 없고 좋은 반을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수업 관찰 후 면담) 

이와 같은 수행 변화에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면서 평등하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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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다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배우고 이를 수업에 투입한 것도 한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체육 내용 지식의 확장이라는 지식 전문성의 증진

이 수행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전 5학년 때에는 피구나 발야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승부욕이 많아서 사실 애들하고 

체육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게임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그러한 승부욕

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장민서,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요구되

는 효과적인 수행 전문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계획

을 바탕으로 일 년을 내다보며 긴 호흡으로 체육수업을 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수업 관리 전략을 획득하였다. 또한, 올바른 교수 전개 능력을 함양하게 되었으

며, 정서적으로 따뜻한 체육수업을 조성하는 수행을 보이게 되었다. 

  다. 체육적 열정의 상승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교사들이 심성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의 변화는 1) 올라간 열정의 

온도계, 2) 학생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3) 체육수업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으

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이는 ‘체육적 열정의 상승’이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

되었다. 

    1) 올라간 열정의 온도계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참여 교사들의 점점 식어가던 열정의 온도를 다시 높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체육수업을 열심히 가르치고 관련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교사

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오프라인 워크숍 모임과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지속적으로 열정이 가득한 동료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참여 교사들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220 -

전인성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멘토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이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거죠. 그리고 임희정 선생님이신

가? 예쁘장하게 생기시고 해서 체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정말 되게 열심히 하

시는 거예요. ‘저런 분이 초등에도 있구나!’ 생각하고. 그 선생님의 열정을 보면서 자극

이 됐어요. 또 윤영신 선생님이나. 정유진 선생님이나, 허수현 선생님처럼 매달매달 나오시

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초등체육을 살리시는 분이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특히 다음 한 여교사의 사례는 두고두고 회자되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하는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 

연구자: 한 달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나영: 저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체육 교과 선생님이 계셔서 올해는 아쉽게도 체육

을 가르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아쉽죠 뭐. 그렇

지만 아침마다 저희 반 애들 데리고 0교시에 체육활동을 하면서 나름 적용하고는 

있어요. 수업이라기보다는 아이들 데리고 노는 정도인데요. 8시 정도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체육활동을 하는 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저희 반 애들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반 애들 몇 명도 같이 껴서 해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

데, 저도 같이 운동하고 좋은 것 같아요.

(허나영,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한 남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워크숍에 오면 많은 것을 얻어 가지만 제일 

큰 것은 평소 학교 현장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열정을 얻고 간다는 것이었다. 자신

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

면서도 자신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받는 자극이 크

다고 하였다. 

연구자: 오늘 먼 길 오셨는데 뭔가 얻어 가는 게 있으셔야 할 텐데요... .

김중기: 바쁘고 일이 있어 매번 못 와서 미안한데, 여기에 오면 정말 많이 배워가. 제일 큰 

거는, ‘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저 친구는 후배이

고 여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란 생각을 하곤 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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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보면서 받는 열정과 자극들이 큰 힘이 되지... .

(김중기,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한편 이러한 열정을 되찾게 된 원동력으로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도서들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체육교육, 체육수업, 초등교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서,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도서들을 접한 교사들은 자신을 돌

아보고 다시금 자신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티처런에서 월별로 추천해 주시는 책을 읽은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간을 내서 책 읽는 

것도 일이라 저는 화장실에 추천해주시는 책을 가져다 놨어요. 전에는 스마트폰을 봤었는

데, 이제 책을 보니까 그것도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시니까 배우는 게 많았죠. 열정 같은 

것도 생긴 것 같아요. ‘나도 잘 가르쳐야 겠다.’거나 ‘나도 이런 책을 써봐야지.’ 하

는 뭐 그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한희망,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교사들의 열정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첫째, 배움에 대한 열정

이었다. 워크숍 모임이 대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참여 교사들에게 대학 

시절의 향수와 함께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배우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입장과 달리 배우

는 입장에 다시 서면서 배움의 소중함과 이로 인한 자기 발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배움의 열정은 독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

거나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거나 대학원 졸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등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여기 오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겨요. 대학

원 빨리 졸업해야 하는데, 사실 바쁘게 살다보면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자극을 

많이 받아요. 다들 바쁜데 저만 바쁜 게 아닌데, 나보다도 더 바쁜데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가 여기 오는 이유 중의 

하나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야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돼요. (정호영, 남교사, 워

크숍 참여관찰)  

둘째, 교사학습공동체는 참여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에 영향을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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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똑같은 내용이라도 

재미있게, 또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없

어서, 어렵게 느껴져서 쉽게 포기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체육 활동에 도전장을 내

미는 용기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정과 용기는 체육수업을 잘하

게 하는 출발점으로, 체육수업을 스스로 해보고 개선하면서 다양한 체육수업 경

험을 쌓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학생에 대한 사랑은 제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 조금 더 확고해진 그런 거? 열정은 확실히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체육수업에 관심이 있고 그러긴 했는데 내년이나 한 번 체육 

교과 전담을 해보면서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체육 교과 전담까지는 생각

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건데, 일 년 정도 그

렇게 해보면서, ‘완전히 확실하게 나의 체육수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

요. (허나영,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열정을 회복하거나 더 확고해진 교사들의 체육수업 또한 변화되고 있었다. 교

사들은 체육수업을 새롭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었고, 이러한 교사의 열정은 체육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저희 선생님은요. 체육수업 때마다 전에 체육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많이 하

세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좀 변경해가지고 다른 걸 많이 해요. 요즘은 딴 데서 구해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게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임들을 하면 색다르고 재미있어요. 

(서민준, 남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2) 학생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회

자되곤 하였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

데, 특히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

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반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란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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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워크숍 때 돌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체육수업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특히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 반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겠구

나.’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란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최현기,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참여 교사들은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교사들을 만

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활동들에 자신 또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좀 더 가

까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에 있으면 제 입장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애들 통제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게 되는데, 

티처런에 오면서 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애들한테 

재밌는 게 뭘까?’, ‘더 좋은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그걸 ‘많이 해 보고 싶다.’ 생각하고 적용하니까 애들하고 더 가까워 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허수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수업실천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수업 동영상

에서도 이러한 사랑은 전해지고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그림 37>와 같이 체육수

업 속에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접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생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언

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수업에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측면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사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료 교사들의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면서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학생들

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야겠구나!’란 생각을 강화시키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결과 한 남교사는 교사 주도적이며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학생들과 좀 더 친밀하게 이끌어 가는 수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더 강화가 되었어요. 처음에 티처런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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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모형 적용하면서 애들한테 가졌던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런 것들이, 티처런 하

지 않았다면 다시 교사 주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그런 것들을 다잡

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료 교사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렴풋이 짐작이 되니까, 제 자신을 돌

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그림 37.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사진 공유

이러한 학생에 대한 사랑은 학생들과의 관계 맺음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수업모형을 통해서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로 확인한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실천하게 되었

다. 

제일 많이 바뀐 게 아이들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게 컸습니다. 예전에는 기분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수업만 시작하고 끝내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업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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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어 상호작용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서, 아! 이게 기능적이고 기

술적인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 관계가 성립되어야 수업이 되는

구나.’ 깨닫게 되었죠. 기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걸 가르치는 거니까. 책임감

모형에서 제일 처음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그날 빈말

이라도 “어 머리 깎았네?” 요 한마디라도 하면 갑자기 서로 어색함도 없어지고 하더라

고요. 일 년을 봐도 3월에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지식 

측면에서 배워서 받아들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적용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정호

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3) 체육수업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참여 교사들의 심성을 자극하려는 의도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교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하고자 하

였다. 참여 교사들은 함께 초등체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자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범적인 교사들의 말이나 행동은 자신에게 본

이 되어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티처런 워크숍에서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체육수업 동정 소개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동정 소개할 때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사적인 이

야기도 하지만,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하잖아요? 그 때 좀 힘들었던 이

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위안도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선생님이 열심히 한 이야기를 들

으면, ‘아! 저 선생님 저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 나도 나아가야지.’ 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체육수업의 경우,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데 익숙한 초등교사들에게 하나의 도전

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체육교육의 교실이며 이러한 

환경은 독특한 도전과 함께 교사들에게 역동적이며 다감각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Pickup, 2012). 이로 인해 체육수업이 두렵거나 귀찮아서 피하려는 성향을 보이

게 되는 것이다. 참여 교사들 중 문교사 역시 예전의 자신을 반성하고 있었는데, 

문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체육수업을 가르치는 재미를 찾게 되

었다고 고백하였다. 체육수업 가르치기에 재미를 느낀 교사는 체육수업에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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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확실히 체육수업을 가르치는 데 좀 재미를 안 것 같아요. 체육수업의 차례를 지켜서 안 빼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나가기 싫

고 교실에서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날씨가 안 좋거나 행사가 있으

면 한 시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빼먹고 안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세 시간을 

채워줄려고 하고, 행사가 있으면 보충해준다고 해야 하나? 애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게 많

이 느껴지고, 저도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빠뜨리고 하려는 그런 마음은 생

긴 것 같아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또한, 같은 교사이지만 교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

을 느끼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은 참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

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워크숍 가면은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랄까? 자신감이나 자부심 등이 느껴

지니까, 나도 같은 교사인데, 기분도 좋아지고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또 돌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또한 그런 감정들에 영향도 받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선진,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이외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중에서 다른 사람의 

체육수업 실천을 겸허히 수용해 자신의 체육수업을 개선하려는 개방성, 체육수업

에 대한 막막함이 사라지면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초등교사로서 체육 가르치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 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념 및 태도는 ‘체육수업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전인성 선생님이 제안한 표현활동 방법,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학생들

이 춤 추는 것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저도 한 번 도

전해 보려고요. 선생님이 사용하신 방법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최현기,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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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간도 많았고, 삶에 지

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체육 전담 교사라는 것을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까먹고 사는데, 티처런에 와서 체육 가르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체육교

육이라는 공통적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게, 체육교육이라는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쓰러지지 않고 ‘나는 대한민국의 체육교사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인성이 발라졌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교육에 대한 신념 등은 제가 원래부터, 초임교사시절에 형성이 된 

것이 계속 가는 것 같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좋아졌어요. 흔들릴 때쯤 이런 모임에 오면 

주의가 환기되는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뜨거

워졌고, 학생들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었으며, 체육을 대

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CPD가 배움의 갈증을 풀고, 교과에 대한 사랑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지속시켜 

주며, 참여 교사들에게 열광, 신선함, 에너지를 준다는 Capel(2010)의 견해와도 일

치한다. Nespor(1987)는 신념, 가치, 태도 등의 신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경험 속에서 신념체계가 형성되면 이것이 수업활동을 결정짓는다고 하였

다. 교사들의 이러한 신념과 태도의 변화는 체육수업을 한 순간에 통째로 바꾸어 

놓는 힘을 가져다주었다. 귀찮고 피하려고만 했던 체육수업이 아니라 재미있고 

하고 싶은 체육수업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러한 심성적 측면은 교사 전문성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 반성적 성찰의 심화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교사들이 성찰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의 변화는 1) 사고의 유연성 

증대, 2) 수업을 관통하는 성찰, 3) 다양한 관점과 수준의 성찰로 범주화할 수 있

었고, 이는 ‘반성적 성찰의 심화’라는 상위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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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의 유연성 증대

체육수업은 날씨, 운동장 및 체육관의 여건, 체육교구의 개수 및 상태, 학생들

의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여 순발

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준비하고 계획한 활동을 수업에 적용

할 때에도 본래 계획을 고수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행을 관찰하면서 과제의 난

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력이 요구된다. 미시적 반성(micro reflection)

의 일환으로(Tsangaridou & O’Sullivan, 1997), 수행 중 반성은 체육수업 실천 간

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Schön, 1983). TLC 교
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체육수업 수행 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점들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간 중간에 제 스스로 수업을 돌아보고 변형하기도 하면서, 유연성이 드러나는 사고

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티처런에 참여하고 나서 저에게 변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수업에서의 성찰적 행동을 정의내릴 수 있던 것도 티처런 덕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전보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사고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생각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

습공동체에서는 체육수업이 늘 화제 거리였다. 평상시에 체육수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교사들은 들으면서 생각하고, 적어가며 성찰하게 되었고, 교

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도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체육수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있어서 성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 끝나버리면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티처런에 참여하

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했던 걸 돌아보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려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특히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생각하고 하니까, 나를 돌아보고 발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허수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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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성찰의 기회는 성찰의 유연성을 높여 주었고, 이러한 성찰의 유연성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내용들을 체육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체육수업의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자신의 체육수업

에 적용할 때에는 많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였다. 배운 활동들을 실제 체육수업

에 적용하면서 교사들은 어떻게 변형하면 더 즐거운 체육수업이 될 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체육수업을 변형시

키고자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티처런에서 항상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만 그게 적용했을 때 제대로 적용되려면, 제가 

많이 생각해보고 우리 애들한테 맞춰보고 또 환경적으로도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되는 거잖

아요. 그런 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게 많았던 거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수업에 있어 융통성 없이 밀어붙이던 수업에서 탈피해 유연성 있는 성찰력을 

발휘하는 체육수업으로의 변모는 체육수업을 보다 윤택하게 바꾸게 되었다. 교사

들은 이러한 성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해야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체육수업이 좀 더 유연해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전에는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바꾸기 보

다는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찰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면서 전보다 더 아이들

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적용하게 된 것 같

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교사의 성찰 증진은 수준에 맞게 과제를 변형하기 위해 학생들을 유심

히 관찰하는 교사의 행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수업 관찰을 한 후 진행된 학

생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주연 교사의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남학생은 홍교사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기능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인성을 강조하셔서 다른 선생님과 비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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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순히 체육을 하고 기능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시면서 하셔서 

그런 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연우, 여학생, 수업 관찰 후 면담)

    2) 수업을 관통하는 성찰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 것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큰 성과로 꼽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이야기,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접하면서 이에 비추어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러한 반성은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후 심층면담 결과 참여 교사들은 교

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학생들의 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수업을 

계속해서 개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반성적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

데, ‘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들이 제 수업을 많이 돌아보

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

고, 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스스로도 그런 것 때문에 모니터

링을 하게 되고, 체육수업이 어땠는지 아이들한테도 일부러 물어보고 하는 계기가 되었어

요.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성찰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수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체육수업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수업 후 성찰’이 있다. 교사들은 TLC 교

사학습공동체 참여를 계기로 이러한 수업 후 성찰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 반성하게 됐어요. 사실 전에는 자율체육도 많이 하고, 피구도 많이 하고, 발야구도 좀 

하고(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반을 했다면, 지금은 들어가기 

전에 책을 더 살펴보고 해요. 그러고 나서 체육수업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저는 정

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운동 중에서 제가 말하고 시작했는데 애들이 하는 

데 못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잖아요. 시범을 충분히 안 했던가. ‘다음에는 연습을 

해야겠다. 충분히.’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요. 제가 배구 할 때 서브를 안 가르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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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배구 게임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배드민턴 2학기 할 때는 서브 연습을 

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충분히 해야겠다!’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했고, 발문할 때 밖에서 

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몇 명 애들은 안 듣고 있는데, 그냥 설명했던 거, 그런 부분도 반

성하고, 머릿속에서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티처런 자료집들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게 되었어

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교사에게는‘수업 후 성찰’뿐만 아니라, 수업 중간 중간에도 학생들을 관찰하

면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인 ‘수업 중 성찰’이 필요하

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날씨, 운동장 여건, 학생 건강, 체육 교구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과제를 다시 조율하는 ‘수업 전 성찰’이 요구된다. 

본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수업 후 성찰’뿐만 아니라, ‘수업 중 성찰’

과 ‘수업 전 성찰’을 강조하고 사례를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료 교사들의 성찰 과정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참여 교사들은 성찰이 수업이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

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순발력을 발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업 중에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수업 전․중․후에 걸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보다 좋은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전, 중, 후에 걸친 성찰 전문성에 대해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들으니까, 저도 수

업 중간 중간에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까도 아이들 게임할 때 점수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좀 더 뒤로 뺐어요. 그

러니까 게임이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홍주연, 여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사실 전에는 체육수업 전에 고민을 한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

요. 교육과정 내에 수행평가와 관련된 것들만 하고, 생각나면 ‘조금 적용해볼까? 바꿔볼

까?’ 생각해 본 거지, 고민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티처런 하면서 그래도 수

업 전이나 중에라도 상황 보고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바꿔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수업 후에

도 ‘제대로 한 건가?’ 스스로 반성해 보게 되고 그런 어떤 뭐 완전히 습관이 됐다 이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김도선, 남교

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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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Lee와 Choi(2013)가 예비교사들에게 성찰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동료 코칭을 가르친 결과 수업 계획, 수업, 성찰이 연결되어 수업 전, 중, 후에 

걸친 성찰이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성찰력 증진에는 협력적 

수업 멘토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수업 멘토링 과정에 참여

한 교사들은 공개 수업을 해야 하다 보니 수업을 계획해야 했고 이때 많은 생각

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수업이 잘될지 계

속해서 생각하며 변형하게 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

면서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협력적 수업 멘토링이 끝나면 보고서를 받

게 되는데,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며 자신을 더욱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멘토링 나오시잖아요. 그럼 되게 되게 떨려요. 근데 오시면 항상 중간 중간에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괜찮을까?’, ‘전략 타임을 

몇 분을 주면 좋을까? 몇 분을 더 줘야 할까?’ 상황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탁탁 생기는 

게 공개를 하면서 좀 더 생겼던 거 같고, 그리고 관찰을 안 나오시더라도 제가 항상 관찰

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하니까 수업 중 성찰 전문성이 좀 더 

생기는 거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수업을 관통하는 성찰력 증진에는 성찰 일지 작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의 성찰을 촉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성찰일지의 중요성

을 피력하고 성찰일지 작성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온라인 카페에도 ‘성찰일지

(소감+개선)’ 게시판을 만들고 성찰일지 양식을 따로 올리기도 하였다. 참여 교

사들은 성찰일지 양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성찰일지를 적고 이를 공유하였다.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딱 달라진 거는 그날그날 뭐했는지 활동이랑, 잘 된 점이랑, 고쳐야 

할 점, 학생 면면에 대한 것을 계속 쓰게 되었어요. 그 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

는 잘 쓰지 않았는데 카페에 올라온 글들 보고 하니까 쓰게 됐고, 학생이나 수업에 있어서 

요거는 내가 잘 못한거다 반성하면서 다지는 것 같아요. 다음날 걱정하기 보다는 오늘 나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티처런 카페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댓글 달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올려 주시고 하니까 저도 하게 되었어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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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성찰 일지에는 수업에서 잘 된 부분,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미처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 개선점 등이 담겨, 수업 전, 중, 후에 걸려 자신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한 남교사는 성찰을 하더라도 이를 적어 놓지 않으면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을 하며, 성찰을 하되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남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수업 후 성찰 일지를 적으면, 다

음 수업 전에 이를 읽고 생각하며 수업에 임할 수 있어 자신의 수업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성찰일지를 적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끝내고 나서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

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고 하는 이야기들을 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지를 쓰지 

않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일지를 쓰고 다음 수업하기 전에 읽어보고 나가면 확실히 달라요. 

그렇게 하면 고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까먹곤 하더라고요. (정태근, 남교사, 수업관찰 후 

면담) 

  

    3) 다양한 관점과 수준의 성찰

사전 심층면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찰 전문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

을 때, 교사들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성찰 전문성에 대해서 다소 낯설어 하는 기

색이 역력하였다. 또한, 어떠한 관점에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지 관점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다.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관점으로는 실제학습시간의 최대화, 

신체활동 시간의 확보, 학생의 즐거움 증대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지식 전문성은 아는 거고, 심성 전문성은 마음가짐이나 인성인 것 같고, 수행 전문성은 실

제로 수업을 하는 거 같은데 성찰 전문성이 뭐에요? 뭘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

렵더라고요. 수업할 때 고려했던 거로는 실제학습 시간이나 얼마나 신체활동을 많이 하나,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성기쁨, 남교사, 사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성찰 전문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 234 -

언급되었다. 워크숍에서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성찰의 과정들이 언급되

었고, 수업 동영상을 같이 볼 때도 성찰 전문성이 발휘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확

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또한, 선택적 프로그램인 협력적 수업 멘토링 시 성찰 

전문성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되면서 교사들은 성찰 전문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

하게 되었다.  

성찰 전문성에 대해서는 수업 멘토링 때 수업 관찰 후에 해주셨던 직접적인 피드백에서 배

웠어요. 저는 아직 저 경력 교사라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어떤 부

분에서 제가 성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 부분

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성찰에 있어 큰 변화는 단순한 성찰에서 복잡한 성찰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초등체육의 성격에 대해 같이 정리하고 이

야기해 보자는 취지에서 ‘초등체육의 재개념화’라는 시간을 독서 모임과 연관 

지어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초등체육의 성격인 낭만 체

육, 입문 체육, 기초 체육, 연계 및 통합 체육, 전인 체육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초등체육에 대해 그룹별로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네 가지 체육수업 전문성인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이 워크

숍에서나 모바일 메신저 및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이러한 배

움을 통해 참여 교사들은 전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 측면을 

놓고 성찰하였다면 이제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

에서 구체적으로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전보다 더 여러 측면에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흥미 위주여서 성찰을 하는 기

준이 아이들 흥미였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간 중간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은 거니까 반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흥미가 중심이 아니게 되니까, ‘나의 학습 목표, 협동과 

관련한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한 효과는 어땠는지?’, ‘실제학습시간을 잘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체육수업을 하고나서 반성을 하게 되

더라고요. 그 영향이 티처런에서 많이 이론적으로 배운 게 크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성

찰을 많이 하게 되었죠. 실제로 교사 일지도 쓰게 됐고요.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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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찰 경험은 교사들의 성찰 수준

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었다. 참여 교사들은 수업에서의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이

유나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기술적 성격이 강한 기술적 반성, 기술적 반성

에서 더 나아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분석적 반성, 다수의 관점을 참조하여 

행동과 사건을 규정하고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 놓고 하는 비판적 반성 등 다

양한 스펙트럼의 반성을 보이고 있었다(Hatton & Smith, 1995; Zwozdiak-Myers, 

2012). 예를 들어 한 남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왜 운동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체조를 배워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동료 교

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체조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고 

움직임 능력을 갖춰 움직임에 있어 기술적으로 발전하려는 어린이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체조는 총체적이고 세련된 움직임 발달과 관

련되어 있다는 이야기, 신체 조화, 균형, 유연성 유지, 힘과 지구력에 있어서의 

성장을 지원하며, 심장혈관계 능률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이론적인 이야기 등이 

흘러 나왔다(Price, 2012). 

성기쁨 교사의 경우 축구나 피구로 일관하는 체육수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이러한 체육수업이 학생들 사이에 권력 관계를 조장하고 이는 학급 생활로도 이

어지고 있음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찰해보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체육이 들은 날이면 아이들은 아침부터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체육시간에 뭐해

요?”하고 물어본다. 체육교육과정에 맞춰 체육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시고, 실제 현장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냥 일회성으로 축구, 피구, 또는 아

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에서는 보편적으로 남학생들은 

축구를 가장 선호하고 여학생들은 피구를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이 저학년부터 유지되다 보

니 체육시간에 축구나 피구를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형

성 된다. 우리 학급에도 축구를 무척이나 잘하고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다. 그 학생은 나에

게 항상 체육시간에 무엇을 하냐고 물어본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나의 체육교육 철학 중 하나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 어쩌다가 체육시간에 축구를 시켜보면 그 

아이는 자신의 축구 실력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다.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들은 수비를 시키

고 자기는 항상 공격을 한다. 그러면서 상대팀에게 골을 넣으면 소리 지르면서 비난을 한

다. 자기가 더 열심히 뛸 생각은 안하고... . 결국 그 아이는 체육시간에 하는 축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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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아이들은 체육시간에 대

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칫 이 학생 하나로 인해 다른 친구들의 흥미가 감소될 수 

있다. 내가 1년 내내 축구를 하는 교사였다면 이 학생과 일부 축구 잘하는 학생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체육을 싫어하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체육시간의 권력은 

교실로 이어져 학생들 사이의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

와 규칙의 체육활동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뉴스포츠’ 

일수도 있고 ‘교사가 변형한 게임’ 일수도 있다. 올해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스피

드스택’을 소개하고 보급하였다. …(중략)… 기존에 많이 하는 운동(축구, 농구, 피구)에

서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아이들이 스피드스택을 열심히 했다. 기존에 운동을 잘하던 아이

들은 체육시간에 나름의 ‘기득권’이자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활동을 열

심히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 외의 아이들은 스피드스택을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기록 단축’의 성취감을 맛보며 자존감을 높여간다. 그것이 누적되면 스피드스택을 잘하

게 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결국 스피드스택을 통해서 우리 반은 체육권력의 재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아이들의 자존

감이 존중받으려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활동에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타인의 인정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마련이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아이

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우리 반 스피드스택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아이(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났고 소심하고 평소 운동을 잘 못하는 아무개)를 보고 내린 생각이다. 

(성기쁨, 남교사, 온라인 카페)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이 증대되었으며, 수

업 전, 중, 후에 걸쳐서 성찰하게 되었고,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수준을 달리하

여 성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여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성찰 전문성을 

증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 교사들의 성장을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과 

관련짓고, 각각의 전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교사들은 지식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전문성을 내용 지식, 내용교수 지식, 교육과정 지식, 초등체육에 대한 이해로 규

정하고 접근한 결과, 체육 내용 지식이 확장되었고, 학생 맞춤식 내용교수 지식

이 축적되었으며, 체육수업 모형과 철학으로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안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전문성을 위해서 TLC 교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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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공동체에서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활동 예시를 

가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나누었다. 내용 지식은 내용교

수 지식과 함께 통합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은 배운 내용들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즉, 교사들의 지식 나눔

은 단순한 형식적 지식에서 출발해 실천적 지식으로, 실천적 지식에서 더 나아가 

생성적 지식의 나눔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장경환, 이옥선, 2014b). 이러한 과

정에서 교사들은 그동안의 체육수업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들을 공

유하며 탈 사유화를 경험하게 되었다(Fenstermacher, 1994; Kruse & Louis, 1993; 

Nonaka & Takeuchi, 1995). 여기서 유념내야 할 것은 교사가 알아야 하고 발전

시켜야 할 지식은 고정적이고 개념화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문화 및 정치적으로 연관되는 지식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Tindall & Enright, 2012). 이러한 교사의 지식은 교사의 행동 및 활동에 영향을 

끼치며(Tsangaridou, 2002), 교사의 교육 내용 결정 및 행동은 교과목 지식 및 학

습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식 전문성 역시 다른 측면의 전문

성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ovegno, 1995). 

둘째, 참여 교사들은 수행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전문성을 수업 설계 능력, 수업 운영 능력, 수업 평가 능력, 학생 관리 능력으로 

규정하고 접근한 결과, 긴 호흡으로 일 년의 체육수업을 내다보게 되었고, 실제

적인 수업 관리 전략을 획득하였으며, 올바른 교수 전개 능력을 함양하였고, 정

서적으로 따뜻한 체육수업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전문성이라 함

은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교수 활동으로, 여기에는 

과학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즉, 수업이란 가르치는 기술과 절

차나 규칙들을 먼저 배우고, 이러한 가르침의 구성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 자신만의 개인적 색채를 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apel & Blair, 

2012). 이러한 수업의 수행은 크게 수업 관리 능력과 교수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업 관리 능력의 경우 체육수업에 효과적인 규칙과 루틴을 마련하고, 

사람, 공간, 교구,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여, 실제 학습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

한 노력으로서(Lawrence & Whitehead, 2010), 체육 신호, 모둠 관리, 대형 운영 

등이 이에 속한다. 성공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지만, 더 중

요한 것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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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교수학습과 더불어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긍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Krech, Kulinna, & 

Cothran, 2010). 교수 능력의 경우는 좀 더 세분화하여 수업 설계 능력, 수업 운

영 능력, 수업 평가 능력으로 구분되고, 여기에는 설명 및 시범, 발문, 수업 관찰

과 분석, 피드백 제공, 처방적 수업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문수, 2012).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수행 전문

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좋은 체육수업 동영상을 함께 보고 소통한 것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교

수 전략만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않다. 교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이론과 학습 전략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Capel & Blair, 2012).  

셋째, 참여 교사들은 심성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가 그에 대해 너무도 당연시하여 배경 속으로 감

추어져 있는 것들을 말한다(Wenger, 1998). 교사의 심성 또한 마찬가지인데, 

Hargreaves(1998)는 교육 개선에 있어서 예측하기 곤란한 정서적 차원과 열정은 

삭제되어 버리는 것이 관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의하

기 어렵지만, 심성 전문성을 교육에 대한 신념, 체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교사의 바른 인성으로 규정하고 접근한 결과, 교사들의 열정이 높아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었으며, 체육수업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인간됨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학생에게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그 ‘마

음’이라는 것을 먼저 갖추고 있거나, 점차 갖추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박종덕, 2007). Larson(2006)은 교사의 배려하는 행동은 유발되거나 연습할 수 있

는 일종의 태도로서 교사들이 이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

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행

동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교사들의 심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감정

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삶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Klemola, Heikinaro-Johansson, & O'Sullivan, 2013). 교사들

이 자신의 인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르치는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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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Capel & Blair, 

2012). 이와 같이 좋은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교육은 가르치는 내용

과 방법에 대한 숙달과 함께 교사의 마음과 영혼을 교육하는 일까지 고려해야 

한다(허영주, 2010). 가르치는 일은 감성 및 정서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에, 교

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발달을 계속해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Nias, 1996). 

넷째, 참여 교사들은 성찰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찰 

전문성을 수업에 대한 성찰, 교사 자신에 대한 성찰, 학생에 대한 성찰, 수업 전

문성에 대한 성찰로 규정하고 접근한 결과, 사고의 유연성이 증대되었고, 수업을 

관통하는 성찰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서 성찰하게 된 것으

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늘 화제가 체육이었다. 체

육을 중심으로 초등체육, 초등교육, 체육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관련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의 및 토론이 펼쳐지거나, 개별 반성에서 나아가 집단 

성찰의 경험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성찰 일지 작성을 통해 교육과정 준수, 명확한 목표 

제시, 범위와 순서, 적합한 내용과 방식, 적당한 시간, 자료, 평가 등의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수업을 되돌아보게 되었다(Rink & Hall, 2008). 성찰 일지 작성은 단

순한 수준의 기술적 성찰에서 나아가 분석적이거나 비판적인 글쓰기로 수준 높

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서 모임 또한 성찰 전문성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

는데, 체육 관련 도서를 읽으며 개별 성찰의 기회가 되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

면서 철학을 나누는 집단 성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협력적 수업 멘토링을 통해서

는 성찰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사의 수행을 확인하고 이를 피드백해 줄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성찰 전문성 또한 수업 전문성의 한 요소로 개발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들은 성장하였기에,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

서 지속적인 자극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전문성의 구분은 Feiman-Nemser(2008)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learning to teach)’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예비교사교육을 위한 프로그

램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나,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직교사교육에

도 적용이 가능하였고, 현직교사교육 또한 예비교사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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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교사학습의 구조(L. S. Shulman & J. H. Shulman, 2004)

이러한 네 가지 전문성 구분은 또한 L. S. Shulman과 J. H. Shulman(2004)이 제

시한 요소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때 <그

림 38>와 같이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교사들이 가르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전을 발달시켜야 한다. 둘째, 의지

가 있어야 하고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넷째, 실천에서 적합한 수행으로 나타

나야 한다. 다섯째, 반성을 위한 기회가 부여되고 경험으로부터의 배워야 한다. 

이들 요소들을 재구성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육수업 전문성을 이루는 네 

가지 수업 전문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그림 3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 교사학습과 전문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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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이번 4장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유념해야 할 효과적인 운

영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효

과적인 운영 방안은 <그림 40>과 같이 환경 요인, 동기 요인, 촉진 요인, 프로그

램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림 40.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가. 환경 요인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와 같이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비록 참여에 동의했어도 1) 

시간적 맥락, 2) 공간적 맥락이 참여에 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었다. 

    1) 시간적 맥락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현직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학에

서 이루어지는 예비교사교육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격연수와 같이 

규정된 시간을 확보하기도, 강제성이나 의무감에서 오는 책임감을 기대하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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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다. 참여 교사들은 매달 두 번 개최되는 워크숍에 하루는 시간을 내어 참석

할 의무가 주어졌지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쁜 교사들에게 있어 한 달에 한 

번인 이 시간조차도 매번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워크숍이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적으로는 업무 관련 출장, 수업 준비 및 

학교 업무로 인한 퇴근 지연, 학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수의 협의회 및 평

가회 후에 갖는 회식 참여, 청소년단체 인솔 등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사적으로는 개인적인 모임, 대학원 공부, 운동 레슨 등으로 퇴근 이후임에

도 불구하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교사들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결

혼 준비, 결혼 생활, 육아 문제 등은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기 매우 곤란한 상황

에 처하게 하였다. 비록 모이는 날짜에 시간이 날 지라도 다른 요일에 가정에 소

홀했을 경우 워크숍 참석보다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대학원을 다녀서 그때 내가 첫 애를 많이 봤었거든. 대학원에 

태워다 주기도 하고 끝나면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랬지. 첫 애 어렸을 때였는데, 첫 애 태

우고 운전해서 가서 기다렸다가 집사람 태우고 오고했거든. 그때 좀 미안한 게 있어서 그런

지 공부한다거나 티처런 모임 간다고 하면 뭐라고 안 하고 잘 다녀오라고 하긴 하는데, 괜

히 미안한 거야. 다른 요일에 안 바쁘면 올 때 미안하지는 않은데, 다른 요일에도 일이 많

거든. 그래서 온다고 하고 갈 마음이 있다가도 미안해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 (김중

기,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이러한 시간적 맥락이 주는 억제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평일이 아닌 주말로 

모이는 시간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중간에 제기되었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이었고 

다수는 평일을 선호하였다. 처음에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이곤 했으나, 행사나 

모임이 많은 금요일보다는 다른 요일들을 더 선호하였다. 결국 시간적 제약을 피

하기 위해 투표로 두 날을 정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두 날에 워크숍을 운영하

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DuFour와 Eaker(1998)는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시간을 정해야 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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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프라인 모임 참석에 제약이 많은 교사들을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카페가 있었는데, 이러한 매체들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

하고 교사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상대적으로 접근

성이 떨어지는 온라인 카페보다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고 바로 손 안에서 확

인이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았다. 

워크숍에 자주 참석하고 싶었는데 학교 일이 많아서 자주는 못 간 것 같아요. 저같이 많이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메신저가 소속감도 주고 좋았던 것 같아요. 모바일 메신

저 없었으면 오랜만이라도 워크숍에 나가기가 그랬을 것 같은데 모바일 메신저에서 보던 

사람들이니까 가끔 가도 어색함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는 접근성

이 좋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2) 공간적 맥락

참여 교사들에게 있어서 장소와 공간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참여 교사들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적 측면에서 배움의 전당이

라는 대학 캠퍼스의 상징적 의미와 오고가며 복도에서 마주치는 대학생들의 학

구열은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는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오면 자극이 많이 돼요. 확실히 학교나 연수원에서 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까말까 고민도 되는데, 사실 바쁘잖아요. 막상 대학교 정문에 들

어서면, ‘잘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대학 캠퍼스가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보게 되니까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이때 자신의 위치와 모이는 장소와의 공간적 거리는 무시 못 할 요인이었다. 

바쁜 업무를 끝내고 서둘러 와야 하는 교사들에게 거리상의 제약은 모임 참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요인이었다. 교사들은 자신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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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좋은 모임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모임인 것을 알면서도 막상 출발할 때면 

거리적 문제로 망설여질 때가 많았다고 한다. 문주희 교사의 경우 교사인 자신의 

동생에게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추천했는데, 동생의 경우는 공간적 거리를 극복

하지 못하고 바로 참석을 포기하였다고 하였다. 

티처런은 체육에 대해서 수업 방법이나 수업모형도 배우고, 수업 자기가 한 거 지난 한 달 

동안 한 체육수업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 동생이 선생님인데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데요. 진짜 멀

다고.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공간적 맥락은 협의적 측면에서 강의실에서의 책상 배치도 중요한 영

향을 끼치고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일반적인 연수에서처럼 앞을 보고 듣는 강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책상을 마주한 채 얼굴을 보며 나누는 구조가 서로의 경험

이나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데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원형으로 앉아서 마주보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데, 교사 연수에서는 앉은 자리부터가 다들 앞만 보고 일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부

터 단절되는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나. 동기 요인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강제나 의무 없이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인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참여 교사들의 내적 동기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일이 우선이었다(Fullan, 1991; Maslow, 1968). TLC 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교사들의 내적 동기는 그 수준이나 높낮이가 서로 달

랐지만, 내적 동기가 높은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매우 왕성하게 

참여하였다.  

워크숍에 오고 안 오고는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라고 안 바쁘겠어요? 

학교에서는 부장도 맡고 있고, 교육청 관련 일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애들도 둘에 어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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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여기가 제일 먼저에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죠. 여기 오면 체육과 대학

원을 공짜로 다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울 것이 많아요. 사실 대학원보다 더 좋은 프로

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는 거죠. 이번에 체육수업발표대회 하면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오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게 더 우선인 거라고 생

각해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그림 41. 교사학습공동체의 동기 요인

따라서 이러한 내적 동기의 증진을 위해 교사의 자율 의지에 따른 그들의 요

구를 알고 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Kirk, 2012).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교

사학습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접근을 취하였

고,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와 동기는 <그림 41>과 같이 1) 배움, 2) 속함, 3) 나눔

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배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은 배울 게 많아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배움을 극대

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참여하게 된 동기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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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확실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은 교사들은 매우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

었다. 

티처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임

은 나에게 체육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얻어갈 수 있는 모임인 거예요. 그

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중요한 학원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못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

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꼭 참여하게 됐죠.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사전 요구 조사에서 교사들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이나 수

업모형에 대해 배워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자신의 

체육수업 전문성 향상에 대한 현실적인 동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체육수업을 하고 싶고 이를 통한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 교사들

이 대부분이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된 

교사들은 체육수업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성공 경험이 자연스럽게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운동회를 연습하면 다른 반은 운동회 연습했으니까 체육을 안 하는 데 저는 운동회 연습은 

연습이고 일주일에 있는 체육시간은 꼭 채워줄려고 해요. 그런 게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

요. 사실 전에는 진짜 체육 가르치기 싫었거든요. 체육시간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애

들은 내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게 싫지가 않아졌어요. 

저도 좀 재밌고, 그런 게 더 생겼어요. 티처런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배운 걸 많이 하는 

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도 재미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티

처런 워크숍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죠.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배움은 교사학습공동체 내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인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계획적으로 의도하기도 했지만 우연적으로 발생

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방식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배움은 직접 배움과 함께 간접 

배움으로 범주화되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

접 배움과 함께 간접 배움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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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접 배움

교사들은 배움 측면에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을 정해서 스터디를 하고 싶은 교사들, 대학원 논문 주제를 찾고 싶은 교사들, 

체육수업모형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교사들, 체육수업 전문가가 되고 싶은 교사

들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이 다시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찾게 된 이유는 이러

한 교사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교사학습공동체가 부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웠죠. 사실 학교에서 체육부장도 하고 체육수업으로 공개수업도 하

고 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여했던 거고, 추천해주신 책들도 읽고 교수

학습모형도 배우면서 이번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내년에도 아는 후배들한테 소개도 하고 

해서 같이 참여하려고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체육수업 전문성을 키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임을 교육청에 등록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

고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참여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크게 워크숍, 모바일 메신저, 온라

인 카페, 협력적 수업 멘토링, 독서 모임의 다섯 가지로 운영이 되었고, 그 안에

서 전달식, 대화식, 체험식의 학습을 통해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을 쌓아

갈 수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특히 워크숍 자료집, 체육수업 동영상, 동료 교사들

과의 토의 및 토론, 실제 활동 체험, 현장 교사의 체육수업 성공담, 동료 교사와

의 질의응답, 연간 계획이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나) 간접 배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은 직접적인 설명이나 가르침 없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체육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심성적 측면은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거나 측

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 개선에 있어 늘 뒷전으로 미뤄지곤 한다(Hargr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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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참여 교사들은 다수의 모범적인 동료 교사들로부터 심성적 측면에 있어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었고, 이점이 교사들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 

티처런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란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체육전담 하면서, ‘나만 너무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카페에 올리시는 거 보고 하니까, 

‘아! 이런 선생님들도 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란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약

간 진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아무 불평이나 불만 없이 열심히 하

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구나!’란 생각이 드니까, 나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학생들에게 잘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돼서, 자극을 

받아 수업 관리나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정호영, 남교사, 사후 심

층면담)

열심히 체육수업에 임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은 모델링이 되어 참여 교사들

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링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교수행

동의 실천을 통해 교사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Aleccia, 

2011; Hockly, 2000). Britzman(1986)은 과거 학창시절에 만난 교사들이 현재 교사

의 교수행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교사의 역할 모델

에 새겨져 있는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모델링을 통한 배움은 크게 사랑과 열정으로 범주

화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 교사들은 간접 배움을 통해 스포츠와 체육에 대한 

사랑과 함께 초등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

다. 동료 교사들의 말이나 행동 속에는 이러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이러한 사랑

이 마음으로 전해져 깨달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교사들은 

교육, 체육은 물론이고 체육교육 및 초등체육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초등교사로서 체육수업에 열정을 가진 여

러 교사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들은 이점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연수와 다른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장점으

로 손꼽았다. 동료 교사들의 열정은 참여 교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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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열정이 모델링이 되어 계

속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나 지도서나 교과서에서는 내용을, 컨텐츠를 가지고 소개를 하

고 저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소통한다면, 티처런에서는 제가 그 사람을, 전인성 선생님뿐만 

아니라 장기현 선생님, 박루미 선생님처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참여하

시는 선생님들이 참여했던 후기 이야기해주실 때,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학생에 대

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어요. 책이나 다른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태도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티처런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닐까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2) 속함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여러 교사들의 이야기들은 ‘속함’이

라는 단어로 축약되었다. 즉, 공동체에 소속되어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좋아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학습공

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속감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었다.

      가) 소속감에서 오는 안정감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은 참여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깊이

는 달랐지만,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한 여교사는 

새로 옮긴 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학급수가 적어 3~6학년 전체 

체육을 혼자 다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새로 옮긴 학교에서 담임교사도 아닌 

교과전담교사를 맡게 된데다, 1개 학년도 아닌 4개 학년의 체육을 동시에 가르치

게 되어 정말 막막했는데,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모임에 소속되어 함께 한다

는 생각에 든든하다고 하였다. 특히 같이 작성한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실천해 간다는 사실이 소속감을 느끼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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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과전담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내가 3, 4, 5, 6학년 체육 교

과를 전담하지? 그런데 연간계획을 짜서 예시로 주셨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

나!’ 생각해서 저도 짰죠. 하나를 짜고 나니까, 다른 학년도 쉽게 짤 수 있었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계획을 짜 놓으니까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고 계획대

로 나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처런 선생님들과 함께 연간 계획들을 짜고 

비교하고 하니까, 서로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같이 실천해 가니까 든든한 느낌도 드

는 것 같았어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있었다. 한 남교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순수하게 체육을 배

우고자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극히 드물다고 말하며 이 모임의 소중함을 자

주 강조하였다. 박루미 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워크숍을 기준으로 한 달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며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티처런 모임이 기다려져요. 여기 오면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고 

각 학교 소식도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이루어지다보

니까 티처런 워크숍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뉘어요. ‘아! 이제, 한 달 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달을 정리하고 또 한 달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티처런이 중심이 되고 있어

요. (박루미,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면서 참여 교사들은 심적으로 안

정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 있으면 체육수업에 대해서 물어

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어 이곳에서 궁금한 

것도 묻고 의견도 들을 수 있어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TLC 교사학습공동

체 내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저경력 

교사들의 경우 확실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강한 안정

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혜(2008)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협력을 

초보 교사들 간에 발생하는 동병상련 성격의 협력, 전문가 교사와 초보자 교사 

사이에 발생하는 멘토링 성격의 협력, 전문가 교사들 간에 발생하는 비판적 동지

애 성격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여러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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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적인 협력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져 체육수업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커뮤니티 

없이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쳤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나밖에 없

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 얘기가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한

테 티처런이라는 모임이 있고, 와서 물어보면 다들 답을 주시고, 어차피 의견을 듣고 취사

선택해서 내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그게 안정감이 좀 있더라고요. (임희

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Parker 등(2010)은 모든 실천공동체가 지녀야 할 근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

시하였는데, 주인의식, 관계 형성, 존중과 함께 안전하고 배려하고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에는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

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참여 교사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체육수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나) 공동의 결정과 실천에서 오는 자신감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를 거쳐 확산기에 접어들면서 체

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교사들의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러한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교사학습

공동체 공동의 결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친목 모임과 실천 공동

체를 구별 짓는 요소 중의 하나인 ‘공동의 작업’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같이 공동의 작업으로 산출해 낸 결과물들에 참여 

교사들은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즉,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월별 자료집, 모바

일 메신저 상의 소통, 온라인 카페를 통한 자료 공유, 독서 모임을 통해 추천한 

도서 목록, 협력적 수업 멘토링을 통해 전달된 수업 관찰 보고서 등을 강하게 믿

고 따랐다. 

배운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실제 체육수업에 적용하고 있어요. 티처런에서 나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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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 검증이 되고 나름 자신 있게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 없

이 적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정태근,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체육수업에 임할 때에도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소통 과정

에서 적합하다고 의견들이 모아지면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된

다고 하였다. Schön(1987)은 전문성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행위가 포함되

어 있으며, 교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수없이 내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상황에 맞는 정확한 규칙이나 방법을 담은 매뉴얼은 없다고 하였다. Fullan과 

Hargreaves(1996) 역시 교육이란 한 가지 방식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예술에 가까운 일이고, 장소마다 사람마다 행해지는 방식과 

다뤄지는 양식이 다를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교

사들에게 이러한 공동의 결정과 판단은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교사학습공동체

가 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름에 아이들 더우니까 계단에 앉히는 거 가지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저는 여름이라 땡볕

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늘진 곳에 앉혀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

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이 들긴 했었거

든요.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오고가니까, 제가 선택하고 생

각하고 한 행동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자신감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됐어요. (정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공동의 결정과 함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일 년에 대한 체육수업 여정을 

같이 준비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해 나갔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자신감은 전에 학교 현장에서는 느껴보

지 못한 감정으로, 이러한 자신감은 체육수업을 자신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 이러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TLC 교사학

습공동체가 가진 힘이라고 하였다.  

제가 하고 있는 체육수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고 티처런을 통해서 배운 것

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체육수업의 전문가들도 있고 열정

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나온 거니 자신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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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티처런커뮤니티 이름 댈거에요. 저는 티처런커뮤니티 멤버라고요. 

하하(밝게 웃으며)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처음 교사들을 대면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 교사들의 동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체육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어서, 체육수업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논문을 몇 

년째 못 쓰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삶 자체가 집과 학교만 오가다보니 

피폐해지는 것 같아 힐링 받으려고, 체육수업발표대회를 준비 중인데 수업모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 보려고 등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모임의 일원이고 이

런 모임에 참여하는 자신의 자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긍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남교사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다들 바쁘지만 체육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모인 서로를 보며 힘을 받고, 모임 참여 자체가 활

력소가 된다고 하였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바쁘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 다 바쁜데 체육수업

을 잘하겠다고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내가 이 모임의 일원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 다들 열심히 하는 데 나도 나만 바쁘다고 툴툴 댔는데, 여기 오면 나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있고, 많이 반성하게 되고, 그게 또 힘이 되는 것 같아. (김중기,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모임에 대한 소속감은 참여 교사들에게 모임 참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주었고, 모임 참여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었다. 이러

한 심적인 자신감은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었고, TLC 교사학습공동

체가 주는 이러한 심적인 자신감은 적극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로 계속 이어

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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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함으로 인해 사람과 사

람 사이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도움은 ‘나눔’이라는 단어로 대

표되었다. 즉,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누는 것이 좋아서 TLC 교사학습공동

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TLC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

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생각의 나눔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으면서 체육

수업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토의 및 토론이 이루어진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물론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도 홀로 체육수업에 관한 고민에 빠지

거나, 학교 내에서 마음이 맞는 교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수업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교사들을 찾기가 어렵고, 

바쁜 업무 속에서 체육수업만을 깊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Cole(1997)은 학교문화가 교사들의 반성과 이론적 탐구를 회피하게 만드

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진보적 생각 및 반성적 태

도가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급격히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다(Korthagen 

et al., 2001; Zeichner & Tabachnick, 1981). 이러한 교사 문화 속에 있던 교사들

은 체육수업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깊

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은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 안 오면 고민하고 반성하고 배우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런데 여기에 오면 체육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생각들로 인해 저도 그걸 통해

서 고민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

아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허수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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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체육수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임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계속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새로

운 지식들도 배워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모니터링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

서 이렇게 체육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모인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교실,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으

로 나타났다. Lortie와 Clement(1975)는 전통적인 학교를 ‘계란판 구조’라고 불

렀다. 이와 같이 서로 단절된 교실 안에서 교사들은 서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직 풍토는 개인주의적 문화로 여겨지기도 한다

(Fullan & Hargreaves, 1996). 하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각자의 교실뿐만 아

니라 각자의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학교에 있으면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만 교류를 하잖아요. 하지만 티처런에 

오면 다른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도 오시잖아요.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우리 학교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양한 얘기가 오갈 수 있

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에 오는 선생님들이 체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교육에 대

한 열정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다는 것 자체로 서로 배우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영신,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생각 나눔은 개별 성찰은 물론이고 집단 성찰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TLC 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성찰을 많이 했다고 밝힌 임희정 교사조차도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나서 확실히 더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임교사를 포함한 다른 여러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장점으로 자

신의 생각과 다른 교사들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생각 

나눔 속에서 참여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체육수업과 자신의 체육수업을 비교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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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되게 성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성찰을 제가 항상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 

티처런 워크숍에서 그때 제일 많이 성찰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나하고 

그 분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나?’,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런 성찰의 시간을 티처런에서 가졌죠. 모임이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나의 활동에 대한 교수

방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가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나름대로 나는 

수업을 계속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면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고 적어보

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게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생각 나눔으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

는 기회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상대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다소 폐쇄된 공간에서 소통의 

장으로 나온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자

극은 교사 개인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인 동시에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꾸준히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오면 같은 교사들인데 이렇게 체육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하잖아요. 모임에는 선배도 있지만 후배들도 있잖아요. 후배들도 이런 생

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적용을 잘하네!’ 이런 게 자극이 많이 

돼요.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또한 참여 교사들 중에서 자신의 체육수업에서의 성공감이나 만족감이 낮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체육수업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확인하거나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TLC 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체육수업에 관심이 남다른 동료 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소통하면서 체육수업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

다고 하였다. 즉,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생각 나눔은 참여 교사들의 체육수

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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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임 때, 그때는 성찰이라기보다는 자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고, 

체육시간이 아수라장이고, 말은 듣지 않는데 사고만 나고, 다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주변에 옆 반 선생님한테 물어 보면 그나마 좋으신 선생님은 책 같은 

거 추천해주시고, 대부분의 선생님은 원래 애들이 다 그런 거다 하시고, …(중략)… 초임

교사시절에 너무나 부족하고 막연하고, 책을 하나 사긴 샀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

나?’,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런 걱정, 근심이 많았었죠.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냥 저 혼자 만약에 티처

런 안 하고 그랬으면, ‘이게 맞을까?’ 계속 고민만 했을 거 같아요. 누군가 가르쳐 주

는 사람도 없고, 알려 주는 사람도 없고, 체육수업에 대한 성공 경험도 많이는 없었으니까

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한편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자신의 체육수업 실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서로 바쁘고 힘들지만 서로의 실천에 

공감하거나 댓글을 달아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는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었다. 임희정 교사의 경우, 생각 나눔을 통해서 자신

을 성찰하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체육수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힘 또한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스쿨에 들어가서 올라온 글들을 보거나 자료들을 보면서도 성찰을 많

이 하는데요. 인디스쿨과 우리 티처런커뮤니티의 공통점은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죠. 여기서는 선생님들을 실제 만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의 생생한 

체험, 후기, 경험담, 느낌이나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하니까 좋아요. 여기서 중요

한 건 공감하는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댓글을 달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게 체육수업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료교사가 해줄 수 있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 258 -

      나) 경험의 나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 나눈 체육수업 성공담

이나 경험담을 통해 체육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앎을 나누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깊이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티처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부담감 없이 편하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올해 체육수업

을 하지 않아서 할 얘기는 많지 않았지만 가서 체육수업을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돌아보게 된다거나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학습 방법적 측면이나 뭐 운영하는 법이라든지, 제

가 혼자서 하는 정도에서는 알기 힘든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서 시간이 되면 계속 가고 싶

었어요. (허나영,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체육과 관련된 지식에는 여러 측면의 지식들이 있지만 참여 교사들은 특히 내

용 지식이나 내용교수 지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

육수업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

업과 관련하여 미처 몰랐던 노하우나 비법들을 알게 되었다. 

티처런에 모여서 각자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이 학습공동체

가 지식적인 측면이나 방법, 내용적인 측면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되게 좋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처음에는 단순히 TLC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하니까 국내에 새로운 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동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인 줄 알았어요. 막상 해보

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체육수업에서 아이디어라든가 경험담을 나누는 거라 서로 교사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발전해 가는 것이 티처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적으로 체육수업에 적용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아니면 조금씩 변형해서

라도 하곤 했어요.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티처런이 달라서 좋았죠. (정태근, 남교사, 사

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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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체육수업과 관련된 앎의 나눔은 대부분 체육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담 속에 묻어 전달되곤 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성공담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지식들을 얻게 되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성공

적인 체육수업으로 이끈 방법들이었기에 이를 믿고 자신의 체육수업에 바로 적

용해 가고 있었다.

티처런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성공했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죠. 이런 게 좋았어요. 그럼 제

가 그걸 가져가서 적용해 보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정착이 되는 거고, ‘이건 불편하

다.’는 생각이 들면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뭐 작전타임 같은 거는 잘 못썼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제가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배운 거를 늘 

적용해 보고 저에게 맞는 걸 찾아갔던 것 같아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동료 교사들과의 경험을 나눈 결과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들을 얻

게 된 교사들은 즉시 이를 적용하고 싶어 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

고 싶어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체육수업에 대한 열의 및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었다(Guskey, 2002).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사례로부터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제가 마음으로도 애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티처런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거니까 자신감도 생기

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이걸 나눠줄까?’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막상 

하면,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원래도 애들을 좋아했지만 더 애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애

들 활동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 사진 찍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럴 때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홍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Korthagen 등(2001)은 교사 전문성 학습을 위한 방법의 첫 번째로 교사의 전문

성 학습은 교사의 내적동기에 따라 주도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교사들에게 자신

의 학습적 필요를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Fullan, 2007; 

Maslow, 1968). 이러한 동기 요인은 <그림 42>와 같이 Maslow(1943)가 다섯 단계

로 구분한 ‘욕구 단계(hierarchy of needs)’ 이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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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욕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다섯 단

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위 단계의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로 부

족함이 채워지면 더 이상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되며, 

상위 단계의 경우 성장하고 싶은 욕구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충족

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동기가 유발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림 42.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과 동기 요인과의 관계

우선 제일 하위 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숨쉬기, 음식 먹기, 수분 섭취, 의식주의 

욕구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는 1차적 욕구로, 

초등교사에게 있어서의 1차적 욕구는 다양한 체육활동의 내용 및 내용교수 지식

의 습득으로 체육시간에 할 다양한 레퍼토리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

수업에 할 거리가 많아진 교사들은 전보다 더 재미있는 체육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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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보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모습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또 교사학습

공동체를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안전 및 보안으로, 여기에는 건강, 고용, 재산, 가족, 사회적 안정성 

등이 속하는데, 이는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보호를 유

지하려는 욕구, 자기 보존의 욕구이다. 이는 2차적 욕구로, 다양한 레퍼토리로 체

육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교사들의 관심은 보다 더 체육수업을 안정감 있게 운영

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모형이나 교

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체육수업과 관련한 깊이 있는 성찰로 보다 안정

적인 체육수업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식을 다시 얻고자 교사학

습공동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동

시에 추구하기에 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사랑 및 소속감으로 여기에는 우정, 가족, 친밀감 등이 속하는데, 인

간은 사회적 존재로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또는 집단에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안정감과 자신감 등을 얻게 

되어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

면서 동료 교사들과 정도 들고, 모임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자존감으로 여기에는 자신감, 성취, 다른 사람들의 존경, 유일한 사

람이 되고 싶은 마음 등이 이에 속하며, 내적으로는 자아 존중감, 성취, 외적으로

는 지위, 신분, 인정,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일

부 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체육수업에 대해서 자신이 열

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 교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

고, 이로 인해 나누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자아실현으로 여기에는 덕행, 창의성, 자발성, 수락, 경험의 목적, 의

미, 내적 잠재력이 속하는데,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이다. 참여 교사들 중 일부는 교사

학습공동체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자신의 학교에서 체육 교과 리더십을 발휘해, 

다른 교사들의 체육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몇몇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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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실생활로

의 전이는 제일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다. 촉진 요인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결속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적 요소들이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윤활유와 같은 역할

을 하는 촉진 요인은 1) 리더와 공유된 리더십, 2) 구성원의 공유된 책무성, 3) 

새로운 구성원들의 유입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리더와 공유된 리더십

      가) 리더의 역할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결성되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TLC 교사

학습공동체라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이 필요하였다. 처음부터 리더

를 선출하고 모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 모임의 결성뿐만 아니라 모임이 

자리를 잡고 협력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갈 사

람들이 필요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철학

과 참여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 사이에서 공동체의 결정을 이끌고 이를 정리해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리더의 역할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이론이나 모형을 배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도 좋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윤영신,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특히 TLC 교사학습공동체 초반에 리더가 촉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워크숍 프로그램의 준비뿐만 아니라 모임의 날짜 공지, 참석 여부 조사, 장소 예

약 및 준비, 간식 주문, 사진 촬영에 회비 관리까지 모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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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또한, 참석을 못한 교사들의 자료를 챙기거나 일일이 문자를 보내 안부

를 묻는 역할 또한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임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리더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부분이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발전하고 모임

이 정착되면서 리더가 하던 일들은 점점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모임을 결성할 때만 해도 나는 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 멤버라고 생각은 해

보았지만 리더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냥 좋은 사람들로 모임을 구성하면 공

유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모임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했다. 모임에는 리더가 필요했고,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제는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연구자 일지, 2014. 07. 11.)

지속적인 현직교사교육 차원에서 운영했던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에도 처음부

터 활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는 리더의 역할이 중

요하였다.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교사들이지만, 서로 관

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바일 메신저에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질의 메시지를 올릴 필요가 있었다. 리더의 노력이 쌓이고 교사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모바일 메신저 상의 소통이 비로소 활기를 띄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

에서는 교사들이 서로 어렵지 않게 글을 올리고 질문을 주고받는데 약 3개월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정호영
체육을 가르치다가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요

즘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치는데 물구나무를 왜 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칠 것 같고 불안 불안해요.

전인성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체조는 우리 몸의 균

형적 발달을 위해 매우 근본이 되고, 체조를 잘하기 위

해서는 물구나무서기가 기초 동작이기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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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일단 학생들 흥미를 끌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필요성을 

말해도 잘 안하려고 해요. 특히 고학년 여학생들은 시도  

조차도 안하려고 해요.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전인성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공부니 뭐라고 하지 말고~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림

으로 그리거나 음~ 거꾸로 본 세상을 그려보면 어떨까? 

ㅋ

허나영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물구

나무 자세 그대로 엎드려서 온 몸에 힘을 주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힘주는 법을 연습했더니 되더라고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배움과 나눔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교감 또한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리더는 구성원들 개개인

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참여 교사 개개

인에 대한 리더의 관심과 배려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있어 또 다른 원동

력이 되고 있었다.  

한 명 한 명, 전인성 선생님이 저한테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여러분 모여요.’가 아니라 저 이름 부르면서 개인 메시지로 ‘한 번 와볼래?’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니까 일대일로 관계가 맺어져서 어떤 모임보다는 처음에는 전인성 

선생님 보러 가는 게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정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꾸준히는 맨날 참석은 못 했지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올려주셔서, ‘아! 내가 커뮤니티에 있구나!’라

는 느낌도 들게 됐고, 전인성 선생님께서 인원을 한 명 한 명 계속 챙기신 것 같아요. 그

래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인성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작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웃으며) 제가 그런 게 없었으면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만 안녕인거잖

아요. 계속 챙겨주시고 이러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또한 리더는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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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형성을 위해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유대감 있게 이끌어 갈 필요 또한 있었

다(Fullan, 2001). 이러한 리더의 노력은 구성원들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켰고, 각 개별 구성원들에게 모임에 계속 나올 수 있는 힘이 되

어주고 있었다.  

모임에서 모였을 때 전인성 선생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본

다든지 이런 것도 좀 티처런을 유대감 있게, 사실은 저희들이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모인 거잖아요.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태근, 남교

사, 사후 심층면담)

한편 교사학습공동체 내에 암묵적으로 리더가 있고, 참여 정도에 따라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주축 구성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모든 의사결정에 교

사들을 참여시키는 리더십의 공유 또한 중요하였다. Fullan과 Hargreaves(1996)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 단지 열성을 보이는 몇 사람에게만 권한을 주고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리더십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Louis와 

Miles(1990) 역시 교사 참여를 위해 리더의 권한을 나누고, 역할을 확장하며, 열린 

마음으로 포용적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리더십이 공유되었을 

때 교사들은 더욱더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나) 리더의 자질

Fullan과 Hargreaves(1996)는 그들의 저서에서 의미를 남기며 오랫동안 지속되

는 변화는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교사의 성장과 변화 또한 오랜 시간

이 필요하며 이 일을 진행하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겸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교

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에게는 이와 같은 자질들

이 요구되었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해 실시한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도 

참여 교사들 입에서는 리더의 성품이나 자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렸

다. 특히 리더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바로 솔선수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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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성 선생님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런 체육을 하고 있다.” 사진도 보내주시고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도 보내주시고 하는

데,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화두를 던져 주시고 그런 것들이 리더로서 티처런커뮤

니티를 잘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전인성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니까, 저도 사진들

을 많이 찍기는 하는 데 차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망설여져서. 전인성 선생님이 사

진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고 제안해 주시니까 저도 나중에 올리고 그랬

죠. (정호영,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리더의 자질로는 열정, 희생, 봉사, 노력과 헌신 등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다른 

교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실제 

체육수업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적 수업 멘토

링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러한 협력적 수업 멘토링 수행 과정에서 TLC 교사학습

공동체 리더는 멘티 수업자의 일정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촬영하였으

며, TLC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들의 피드백을 정리해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관찰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TLC 교사학습공동

체 리더의 노력에 대해 교사들은 기대 이상의 많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

고, 특히 멘토로서 멘티 교사의 발전을 위해 세세하게 작성해서 준 관찰 보고서

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Kouzes와 Posner(1999)는 리더가 능력이 있

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관심을 쏟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

다. 리더의 이러한 감정은 고스란히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전이

되고 있었다. 

전인성 선생님이 완전 큰 역할을 하셨어요. 모임을 커뮤니티를 주관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

비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멘토링을 해주셔가지고 수업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수업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티처런커뮤니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티처런에 더욱 애정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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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교육적으로도 참여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Fullan(2001)은 변

화의 시대에 리더는 더욱 매력적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동기

를 자극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여 교사들 중에서 일부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리더를 모델링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곤 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전인성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인성이나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이나 태도라던지, 그런 것을 직

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분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 선생님은 나랑 

같은 체육전담교사인데 이런 태도로 임하시는 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

요. 그 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저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이 들기도 하고. 임하시는 태

도를 배울 수 있어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티처런 하면서 저에게 제일 영향을 끼친 사람은 전인성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모

임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사실 전인성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까지 사

소한 질문까지 답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전인성 선생님한테 본받을 점을 많이 생각하곤 했

어요. 제 스스로도 반성도 많이 하고요. 바쁘단 핑계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할 때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바쁘단 핑계 대면 안 되겠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많이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김도선,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리더가 모임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갈 수

는 있지만, 교사학습공동체가 리더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는 리더가 중심이 되어 모임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 서로 편하게 소통하는 교사학습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염

두에 두고 본 연구자는 다른 참여 교사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알게 

모르게 계속 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모여 종국에는 리더 중심에서 교사학습

공동체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 

커뮤니티라는 게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기 의견과 경

험을 나누는 거고, 거기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더 승화시켜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티처런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에게 맞게 바꿔서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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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리더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Fullan(2001)은 리더라면 도덕적 목표를 

가져야 하고, 변화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을 축적 및 공유

해야 하며, 응집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Senge(2006)는 학습조직을 

위해서는 설계자로서의 리더, 교사로서의 리더, 봉사자로서의 리더 상이 요구된

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

체의 리더는 도덕적 목표를 가지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지식 축적 및 공유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했으며 변화과정을 

이해해야 했다. 또한, 말보다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 관계 및 응집력을 형성하

고 모델링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했으며, 리더가 이끄는 동료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학습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였다. 

    2) 구성원의 공유된 책무성

교사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

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역할 수행이 중요했는데, 구

성원 중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

다. 바꿔 말하면 책임감 있게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책임감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사실 제가 배우는 게 많아서 계속 오게 되는데요. 계속 참여하게 되고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정도 들고 하니까 다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몰랐어

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니까 저라도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됐죠. (성기쁨, 남

교사, 사후 심층면담)  

참여 교사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주요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의 

학생과 같이 배우는 ‘자리 바꾸기’ 식의 체험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모둠 편성과 역할 부여 방식을 배우기 위해 참여 교사들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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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역할 내용

워크숍 날짜 투표 및 선정, 자료집 인쇄, 워크숍 장소 예약 및 준비
모바일 
메신저

연간 계획 관리, 수업 장면 촬영, 사진 선별해서 올리고 설명하기, 올라온 
질문 관리

온라인 
카페

온라인 카페 게시판 관리, 체육수업 실천 자료 축적, 모임 사진 관리

협력적 
수업 멘토링

신청 접수, 수업 동영상 촬영, 동영상 편집 또는 주요 장면 시간 기록, 보고
서 작성 및 전달

독서 모임 추천 도서 선정, 서평 관리, 도서에서 추출한 화제 및 질문거리 관리

회계 회비 관리, 회식 예약, 간식 준비

표 31. 교사학습공동체의 역할 분담

모둠으로 나누고 역할을 주었다. 이러한 역할 부여에 참여 교사들은 책임감을 가

지고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 저는 여기 혼자 참여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속감

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모임에 빠지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찜찜하고, 가서 

배워야 하는 데 자꾸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 가서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

이 맨 처음에 책임을 주었잖아요. 각자 역할을 나눠 줬잖아요. 개인 별로. 그니까 방기소리

나로요. 역할을 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심정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

아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Parker 등(2010)은 공동체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헌

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학

습공동체의 목적과 목표, 운영의 방향 및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

된 일종의 규약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이승배, 김택천, 박윤혁, 2010).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모둠 별 역할과 더불어 TLC 교사학습공동체

의 일들을 분담하여 책임을 분산할 필요성이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로

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책임 부여 방식으로는 <표 31>과 같이 프로그램 별로 

관리자를 두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270 -

하지만 참여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책임 부여가 도를 넘으면 교사들은 부담을 가질 것이고 이는 참여도를 떨어

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 티처런에 갈 때는 사실 부담이 되긴 했었어요. 여기 참여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뭘 준비하거나 해가야 하고 그러지 않을까?’, ‘부담감이 있지 않을

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참여하고 나니 부담 가지 않게 해주셔서, 부담 없이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게 된 것 같아요. (허나영,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3) 새로운 구성원들의 유입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은 처음에 31명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모임이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인원수는 계속 늘어났다. 중간 중간 TLC 교사

학습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회원이 들어올 때마

다 신입 회원들은 모임에 작거나 큰 활력을 주곤 하였다. 이때마다 TLC 교사학

습공동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로 느껴지곤 하였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들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고, 서로 간에 

격차가 있었다. 새로 가입한 교사들은 기존 구성원들과 어우러져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이로 인해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생기를 되찾곤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드디어 근황 토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두 선생님이 워크숍에 처음 

나왔던 것이 크다. 둘은 지난 체육수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체육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쉽고 재미있게 털어 놓았다. 어제 처음 오프라인 모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려 이

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보니 1시간 정도 얘기가 끊어지지 않고 잘 진행되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앞으

로 이 둘의 활약이 매우 기대된다. (연구자 일지, 2014. 05. 23.)

7월 워크숍에도 새로 한 명의 여교사가 합류하였다. 전에 연수 때 TLC 교사학

습공동체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다른 체육연수에서 본 연구자를 다시 만나게 되

었고,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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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하게 되었다. 새롭게 합류한 교사는 앞선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TLC 교사학

습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게 되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마치 생명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

오면 모임에 활력소가 된다. 새로운 멤버들은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지나갔던 모임의 긍정적

인 면을 다시 일깨워준다. 새로 합류한 교사는 워크숍에 제일 먼저 얼굴을 보여주었고, 워

크숍 모임이 끝나고 나서 너무 좋은 모임이고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순간 모임을 결성한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멤버들의 유입

을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연구자 일지, 

2014. 07. 18.)

Wenger(1998)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하면 이로 인해 구성

원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새로운 관심사를 불러

일으켜 교사학습공동체를 쇄신하며 새로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구성원의 참여는 일부에서 시작된 작은 날개 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사학습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TLC 교

사학습공동체에 새롭게 합류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동체에 생기와 활력

을 불어 넣어 주었다. 중간에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모임에 악영향을 주거나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을까란 생각을 불식시켜 주어,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홍

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있어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라. 프로그램 요인

TLC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현

상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학습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

다.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련의 계획된 행동으로서

(Royse, Thyer, & Padgett, 2009), 교사학습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했다. 교사학습공동체

의 교육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프로

그램 측면에서 1) 정서적 유대감, 2) 자발적 공유성, 3) 소통의 원활성, 4)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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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성, 5) 자극의 지속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1) 정서적 유대감

TLC 교사학습공동체가 계속해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배움’도 중요했지

만,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 간의 사회적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인 ‘사

귐’도 중요하였다.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식 창출 및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 동료 의식 등 정의적 영역의 중요성을 밝힌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주영주, 조은아, 2006).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활발한 학

습은 물론이고 공유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 중요시되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자체가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 결과 다른 친목 모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재미를 TLC 교사학습공동체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가면 재밌고요. 저는 그런 모임이 하나도 없거든요. 친목 모임도 없고, 사실. 수업 연

구하는 모임도 없고, 그런데, 연수 말고 연구하는 사적인 모임을 갖고 싶었는데, 강사로 오

셔서 제가 이렇게 들게 됐고, 가기까지가 어렵지 가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워크숍에서는 체육수업에 대한 이야기만 화제 거리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 교사들끼리 점점 친해지면서 체육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교사로서 

또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당면한 고민들을 솔직히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모인 

구성원들이 같이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을 가르

치는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

기 와서는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같은 학교 교사들에게는 말하기 곤란

한 고민거리들을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많이 털어 놓을 수 있었고, 같

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진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못하는데, 여기 오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말을 많

이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커뮤니티의 목적이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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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개인

적으로는 얘기하고 나면 답도 얻을 수 있었고, 원하던 답이 안 나오더라도 속이 후련해진 

건 사실이에요. 티처런커뮤니티가 저를 위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

숍 참여관찰)

참여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고 질문

일지라도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관심을 가졌으

며 서로 돕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협력적 지원의 경험은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 모두 좋은 사람들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나기 어렵잖

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발표와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볼 

수 있고 답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도 빠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기쁨, 남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참여 교사들은 기존의 현직교사교육 차원의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과 달리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 교사들과는 같은 목적이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공유된 비전과 목적은 전체 교사들에게 방향성을 주었고, 

이러한 비전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TLC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쌍방통행으로 형

성되었다(Fullan & Hargreaves, 1996). 체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닌 초등교사

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은 정서적 유대감을 더 끈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이야 말로 교사학습공동체 운

영을 위해서 의도적인 전략 차원에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였다.

교사 연수에서도 좋은 강사님이 오시면 보고 배우긴 하는데, 거기서 끝이고 지속적인 만남

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좀 좋은 강사님 뵈었을 때는 그 분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데, 거기서 그치거든요. 그래서 아쉬웠었어요. 티처런은 계속 만나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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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달에 가면 좀 더 여쭤봐야지.’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2) 자발적 공유성

Fullan(2007)이 말했듯이 변화라는 것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이를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유로 McLaughlin(2005)은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들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공동의 실천과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 내

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각자의 학교에

서 열심히 체육수업을 수행해도 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는 전통적인 현직교사

교육 방식과 다를 게 없었다. 개별 교사들이 체육수업 실천을 통해 쌓은 암묵적

인 지식과 정보들이 밖으로 드러나 검증 과정을 거치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기

에(Fenstermacher, 1994; Nonaka & Takeuchi, 1995), 자발적 공유는 협력적 전문

성 발달의 근본으로서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워크숍에서 

마련한 여러 코너들에서 체육활동들의 설명과 시범이 이어졌으며, 관련된 노하우

나 팁들을 서로 공유하곤 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이를 바로 현장에 적용하면서 

큰 효과를 보곤 하였다.

티처런에서 공유해주신 자료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실제

로 바로 적용해볼 수 있고, 모둠 줄 세울 수 있는 법, 호루라기 부는 법, 주의집중 법 그

런 것을 많이 알려주셔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효과를 얻고 있어요. (임희정, 여교

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실천의 공유 과정 속에서 참여 교사들은 특히 동료 교사들의 성공적인 

체육수업 동영상을 본 것이 자신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큰 도

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수행 전문성에 관해서는 해당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체육수업의 수행전문성이 뛰어나신 선생님들의 훌륭한 체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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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영상을 함께 관찰하고 중간 중간 영상을 끊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윤영신,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사실 현장에서는 성공적인 체육수업을 보기가 쉽지 않다. 동료장학이라는 제도

가 있기는 하지만 체육으로 공개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현실이

다. 물론 체육 공개수업 또는 체육수업발표대회를 찾아다니거나 각종 체육연수를 

통해서 훌륭한 체육수업을 접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남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일이었다. 하지만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모범적인 체육수업을 동영

상으로 볼 수 있었고, 참여 교사들은 이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로 질의응답

을 통해 궁금증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다. 

막상 교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체육수업을 볼 기회도 너무 적고 제가 하는 체육수업을 

보여드린다는 것도 원래는 부담되고 싫었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허수현, 여

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체육수업 영상을 통해 참여 교사들은 직접적인 수행을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체육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

의 모습에서 확고한 교직관, 초등교사로서의 자부심,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 및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등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수업 

영상 체험은 본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철학인 직접교육 및 간접교육의 통

합적 접근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과정이

었다. 

교대 다닐 때 실습은 짧았으니까 롤 모델이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사소한 것, 말투라든지 

수업을 이끄는 법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해

서 보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배우고 이런 게 솔직히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오면 선생님

들의 수업도 보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롤 모델로 삼아 따라 하다 보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저도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허수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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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통의 원활성

교사학습공동체는 개별적 전문성 발달이 아닌 협력적 전문성 발달을 꾀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참여 교사들 사이에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옥선, 2013c). 선행 연구에서도 체육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서

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여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승배, 김택천, 박윤혁, 2010. 본 프로그램에서는 일

방통행 식 강의 내용 전달을 지양하고,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지향하였다. 교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와 나눔 속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의 아이디어

와 교수법 및 가르침의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고, 체육수업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개선시킨 이야기 및 학생들과 즐겁게 체육수업을 운영한 성공담을 통해 많은 감

화를 받을 수 있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체육수업 실천담은 

물론이고 체육수업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활발한 소통의 

장이 형성되곤 하였다. 참여 교사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동료 교사들과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준 것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티처런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여기에 안 와도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래도 오는 이

유는 여기 오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체육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

요. 사실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면 얘

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게 저는 좋아요. (허수현, 여교

사, 사후 심층면담)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체육수업 실천 사례 소개와 함께 체육수업을 하

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질문거리들을 털어 놓곤 하였다. 또한, 

체육수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

기들이 오고갔다. 교사들이 처음 모일 때만 해도 ‘근황 토크’ 시간이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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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단한 체육수업 소개 정도에 그치는 단순한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워크숍 모임에서 빼서는 안 될 중요한 소통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때, 협력학습 기법 중의 하나인 ‘돌아가며 말하기’를 통해 교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하였는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처음에 저희들끼리 같이 수업이나 근황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이렇게 동정 소개하는 게 좋

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때 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 서로 할 말도 많고, 많은 얘기

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돌아가며 말하는 방식 때문인 

것도 같아요. ‘돌아가며 말하기’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자만 얘기하면 그

런데, 각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니까 자신의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기쁨, 남

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오프라인 모임인 워크숍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도 소통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온라인 카페보다는 

모바일 메신저가 확실히 활성화되었다. 이는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주연
페어플레이 하겠다는 악수로 배구 시작, 자기가 실수하

거나 완전 잘했을 때 한 바퀴 돌면서 하이파이브하라 했

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하네요^^  

임희정 실수했을 때도 하이파이브라고 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좋은 마음이에요^^

정호영
하이파이브가 아이디어네요. 혹시 더워서 못하거나 하지

는 않아요? 우리도 밖에서 하고 있는데 물 먹고 오면 안 

되냐, 세수하면 안 되냐, 그늘에서 쉬면 안 되냐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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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연
그늘에서 준비운동하고 중간 중간 끝나면 그늘에서 쉬게 

했어용 ㅋㅋ 요즘 진짜 덥더라구요~ 학교에서 가끔 스

프링클러 해주셔용~

참여 교사들의 메시지는 자신의 체육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글, 다른 교사

들의 실천 공유에 칭찬 또는 감사를 표하는 글, 제시한 체육활동에 감탄하는 글,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글,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

는 글 등이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TLC 교사학습공동체 단체방을 통한 단체 

소통도 있었지만, 일대일 소통이나 셋 이상의 교사들이 모인 그룹 소통 또한 이

루어지고 있었다. 즉, 의문 나는 점들이 발생했을 때 단체방에 올리기도 하지만, 

일대일로 물어보거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몇 명만을 초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생겼다. 

티처런 카페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모르고 궁금한 것은 없을 수 있

어요. 1대1 상담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답들을 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모바일 메신저에 올리면 되는데 약간 부담스럽기는 해요. 

30여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물어보는 것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었죠. 그래

서 의문 나는 것들을 바로 해결하곤 했어요. (임희정, 여교사, 워크숍 참여관찰)

교사들의 원활한 소통은 딜레마 또는 화제를 놓고 토론과 토의로 이어지거나 

집단 성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체육수업에 대한 집단 성찰은 일선 학교에

서 경험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을 협력적인 학습으로 이

끄는 교사학습의 핵심이었다(Postholm, 2012). 집단 성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

사 내면의 성찰을 도와주는 참된 대화, 원활한 협의를 제한하는 우월감 또는 열

등감에서 벗어나기, 상호 신뢰와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솔직함과 동료애의 발휘

가 주요했다(허영주, 2010). 참여 교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동료교사

들과 소통하면서 체육수업은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나를 비판적으로 심사숙고하

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 

저는 티처런에 참여하면서 체육수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던 것이 제일 좋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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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제가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체육수업을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제일 열심

히 한다고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하는데, 체육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

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수준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요. 그런데 티처런에 오면 체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얘기하면서도 들으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정태근, 남교사, 사후 심

층면담)

   

    4) 공동의 실천성

교사학습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이론 중심

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체

육수업에 대한 실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사들의 지식은 명료화될 뿐만 아

니라 실천 과정 중의 잦은 성찰은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따라서 이러한 실천이 개별 교사 혼자만의 실천이 아닌 

공동의 실천이 되어 같이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

었다. 이러한 공동의 실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연간 계획 세우기

가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함께 지력을 모아 

체육 연간 계획을 세웠다. 이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동시에 교사 자신을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체육수업 실천을 도왔다. 

연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짠 게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처음이에요. 체육은 내가 이 연간계획

을 안 짰으면 어떻게 가르쳤을까 짜고 나서 들었어요. 예시가 되는 스포츠 종목이나 민첩성

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놀이가 좋고 사례로 잘 들어서 제시해주시니까 연간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 학교 실정에 맞게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

은 것 같아요. (임희정,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학교 실정에 따라 연간 계획은 수정이 되고 실천하면서도 바뀌긴 했지만 다수

의 교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체육수업을 실천해 갔다. 그 결과 

학교 내 동학년 모임처럼 같은 학년의 참여 교사들은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서로에게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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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소개한 내용을 실제 자신의 체육수업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자신만의 ‘실천 언어’를 개

발하고 있었다(Korthagen et al., 2001). 예를 들어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위

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사가 ‘주’라고 하면 학생들은 ‘목’을 

외치면서 교사의 눈을 보기, 교사가 ‘선생님을’ 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세

요’를 외치며 선생님을 향하기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사들

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실천적인 지식들을 학급의 비슷한 상황에서 반성적으

로 적용해가며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동학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때 나누었던 것을 바로 수업에 적용하잖아요. 여기

서도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동학년 모임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각각 다른 학교라도 학년이 같으니까, 학년끼리는 차시나 순서가 비슷하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게 되고, 또 그걸 바로 체육수업에 적용할 수 있

었던 점이 좋았어요. (최주연,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공동 실천을 통해 교사들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여

러 교사들의 체육수업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내용 지

식 및 내용교수 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동의 실천은 

자신의 체육수업과 타인의 체육수업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 자기 자

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알차게 수업을 이끌어 가

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학생에 대한 사랑이나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었다.   

저는 6학년 체육 교과 전담을 했는데, 같은 내용을 나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많

은 초등교사들이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와 이를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

았어요. 서로 다른 학교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교사들마다 다르게 수업을 전

개하고 이것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되고 하니까 사실 배울 게 참 많았어요. 미처 생각지

도 못했던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선배나 후배 교사들을 보면서, ‘아! 나

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 가르칠 때 더 

힘이 나고, ‘나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공유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죠. (한희망, 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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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후 심층면담)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재미있는 체육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다

룬 것 또한 참여 교사들의 실천 동기를 유발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실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겨 당장의 수업

을 활발하고 즐겁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Fullan & Hargreaves, 1996). 참여 교

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소개할 때, ‘학교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

는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다양한 체육의 할 거리들을 많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체육수업의 레퍼토리가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충족시켜 줄 만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교사들도 있

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배운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저는 체육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전에는 체육 시간에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고, 똑같은 걸 여러 번 하거나,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다보면 뭐 피구하고 그랬었

어요. 그런데 티처런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활동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그런 걸 많

이 해 볼 수 도 있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안 게 좋은 거 같아요. (허수

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이때 실제 체험 중심의 워크숍 또한 현장 교사들의 실천성을 높이는 데 주요

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실제 초등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 20가지를 

직접 체험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했는데 참여한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

다. 

기존 연수처럼 강의 듣는 것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활동으로 배우는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체육의 경우는 얘기만 들으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직접 체험하면 확실

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러한 체험식 워크숍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형식

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좀 무리인가? 어쨌든 일 년에 한 번 말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집보다는 그게 더 와 닿은 것 같아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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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러 방식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성을 높인 결과 교사들은 실

제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더 열정을 가지고 자주 적용하게 되었다. 문주희 교사의 

경우 실제 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루는 점이 좋았다고 하면

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체육수업이 알차지게 되면서 비로소 TLC 교

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체육수업과 관

련하여 아는 것이 많아진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전보다 

체육수업 시간을 잘 지키고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많이 알게 되니까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이거 하면 애들이 좋아할까?’ 이런 마

음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같이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웬만하면 ‘체육 시간을 잘 

지켜서 여러 가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큰 변화인거 같아요. (허

수현,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5) 자극의 지속성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이 주요했다. 이러한 자

극은 지속적인 교사교육 측면에서나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부여 측

면에서 도움을 주었다. 기존 교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일시성과 형식성에서 

탈피해 계속성과 지속성이 제기되면서(박종률, 2006; 조순묵, 2009; Kennedy, 

2005), TLC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매월 한 번씩 열리는 워크숍 모임의 연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해 왔으

며, 연간 독서 모임과 협력적 수업 멘토링 또한 병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와 함께 온라인 카페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를 강화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바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구축할 수 있어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티처런에 참여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거는 모바일 메신저에요. 예를 들어 평균대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가르치고 이 순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적용해봤다.’ 소개해주시

니까 차례로 알려 주시니까 적용하기 쉬웠어요. 아이들하고 줄을 세우는 법도 보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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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뭔가 새로운 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좋았던 것 같

아요. 모바일 메신저를 보면 서로 보완되는 지식들이 나오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같

이 해봤는데 느낌이 어떻고, 그러면서 체육에 관심이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알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저도 참고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태

근,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특히 모바일 메신저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워크숍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올라온 정보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

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는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고 있었다.

모바일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친근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설명도 하니까, 정보도 얻고, 그게 자극이 되는 거에요. 워크숍이 끝나면 한 달간 잊고 살

잖아요. 근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자극이 되니까 ‘애들에게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

게 되고, 자기 발전에 자극이 되는 거죠. (성기쁨, 남교사, 사후 심층면담)

선생님들이 문자나 단체 채팅방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랑 사진 올려 주시고,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게 좋았어요. 거기서 나눈 수업 아이디어들이 실제 도움이 많이 되

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내가 여기 티처런커뮤니티에 함께 하고 있구나!’하는 소

속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문주희, 여교사, 사후 심층면담)

오프라인 워크숍의 참석률은 월별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육아 또는 질병 등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교사들까지 다함께 참

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오프라인 모임에는 참석을 못 하지만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각종 체육수업의 팁을 배울 수 있었고, 참여 교사들의 

열정 또한 전해지고 있었다. 교사학습은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사회화, 문화화의 과정이기도 하다(Lawson, 1988; Lave & 

Wenger, 1991).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같이 실천해간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에 참여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같이 참여하게 하려는 노

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에 합법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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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참여자의 자격으로 모인 개별 교사들을 완전한 참여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드

러나고 있다.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성인교육자로 평생을 보낸 

Vella(1994)는 성인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의 요구와 자원조사, 안전, 건전한 관계, 

순차적 배열과 강화, 실천, 의사 결정자로서의 학습자, 생각․느낌․행동을 통한 학

습, 즉각성, 대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 팀워크, 참여, 책임의 12가지 원리를 제시

하였다. 조부경과 고영미(2006)는 관계 형성, 철학 공유, 운영자와 촉진자, 의견 

수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을 강조하고, 정기 및 비정기 모임을 가지되, 평

일 오후나 방학에 할 것을 권장하였다. 주영주와 조은아(2006)는 동료의식 등 정

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표 공유와 자발성을 중요시하였다. 이승배 등

(2010)은 인간관계의 중요성, 역할 분담의 세분화, 학습과제의 구체화, 구성원의 

충원, 조력자의 역량, 학습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Parker 등(2010)은 교사들의 

실천공동체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다섯 가지 방안을 추출하였다. 첫째, 시작을 위

해서는 촉매가 작용하는데, 촉매로는 연구비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그 분야에 대

해 잘 아는 전문가와 전문성 보장,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학생과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와 비전의 공유이다. 교사들은 스스로 정한 

목표나 자신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는 목표를 주위에 말

하면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셋째, 지원의 중요성으로, 지역 교육청과 대학 

전문가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관계의 중요성으로, 친밀한 관

계 형성은 공동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다섯

째, 권한에 대한 인식으로, 권한을 주었을 때 참여 교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자발

적 노력과 헌신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도출되었는데, 

교사학습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참여와 학습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환경 요인, 동기 요인, 촉진 요인, 프로그램 요인으

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285 -

그림 43. 효과적인 운영 요인과 요소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의사를 표시했어도 시간 및 공간적 측면의 환경 

요인이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uFour와 Eaker(1998)가 명시

적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Wenger(1998)가 인접 

정도나 거리 관계를 강조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TLC 교사학습공

동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오프라인 워크숍은 참여 교사들이 직접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하

고, 교사학습공동체에 몰입하게 하며, 적극적인 참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러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

해야 했다. 이를 위해 평일 저녁에 운영하였고,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공적 및 

사적 이유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공간적으로 모임 장소가 서울의 남서

쪽이고, 교통 또한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대학과 대학

생으로부터는 배움의 에너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오프라인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및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의 내적 동기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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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Siedentop과 Tannehill(2000)은 다른 

그룹과 구별되는 영역(boundaries)과 함께 공유되는 목표(common goals)를 강조하

였는데, 철학 및 목적 공유가 중요했고,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 간의 일치 여부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를 결정짓는 중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조부경, 고영미, 2006; 주영주, 조은아, 2006). 즉,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왜 교사학습공동체를 찾게 되는지 그 

작동 원리나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우선, 직접 배움 및 간접 배움의 형태

로 나타나는 배움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직접 배

움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여러 좋은 사람들과 자주 대면할 수 있도록 해 

모델링을 통한 간접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속함 또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여러 초등교사들과 함께 한

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었으며, 공동의 결정과 실천은 강한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눔이 중요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수업

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원도 없을뿐더러 바쁜 학교 업무로 인해 소통할 

시간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Fullan & Hargreaves, 1996). 이러한 교직 문

화에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던 교사들이 많은 생각을 나누게 되고, 토의 및 토론 

또는 집단 성찰로 발전하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경험의 나눔 또한 중요했는데, 동료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확립

한 실천적인 지식과 노하우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체육수업을 보장하

는 묘약이었다. 

셋째, 교사들 간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학습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 맺음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이승배 등, 2010; 조부

경, 고영미, 2006; 주영주, 조은아, 2006).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목적과 자

신의 목적이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관계 맺음에 실패하면 다시금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촉진 요인이 필요한데, 이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동

료 관계를 맺으며 분위기를 돋우는 등 서로에 대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Wenger, 1998). 이때, 교사학습공동체의 리더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승

배 등, 2010). 리더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비전과 구성원들의 요구 사이에 방향을 

제시해야 했고, 리더십을 공유하여 각종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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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구성원 개개인과의 정서적 교감 및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 맺음 속

에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Siedentop

과 Tannehill(2000)은 모든 구성원을 향한 배려와 공정(caring & fairness)을 강조

하였듯이,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했고 열정, 희생, 봉사, 노력, 헌신이 필요하였다. 

또한, DuFour와 Eaker(1998)가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

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할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참여 교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했다.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는 마

치 생명체와 같이 성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멤버들의 유입은 교사학습

공동체의 목적을 다시금 일깨웠고, 새로운 멤버들의 열정은 교사학습공동체에 활

력소가 되었다(이승배 등, 2010). 

넷째,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교사들

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교사들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

족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을 Wenger(1998)의 실천공동체

적 관점에서의 학습 이론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을 통한 행함으

로서의 학습을 위해서는 공동의 실천성을 추구해 했고, 공동체에 속함으로서의 

학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자극과 지원으로 소속감을 불

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의미 있는 느낌으로서의 학습을 위해서는 자발적

으로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정체성이 

형성됨으로서의 학습을 위해서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서적 유대를 강

화하여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다.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을 개발하는 현직교사교육은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교사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통

해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 실천 과정, 참여 효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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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사학습공동체 내 참여와 배움의 관련성

 

그림 44.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천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문헌 분석, 요구 분석, 환경 및 직무 분석을 

통해 목적과 목표, 구성 원리, 내용, 방법을 도출하였고, 실천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 완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그 관계를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배움 공동체로서 직접 배움과 

간접 배움을 통합적으로 추구한다. 이때의 배움은 성찰적 실천이 동반되어야 진

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배움과 실천을 

협력적으로 추구하였으며, 협력을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런

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지속적이고 적극

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했다. 즉,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다

섯 가지는 <그림 44>와 같이 연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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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여섯 가지 교사학습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과 앞서 살펴 본 구성 원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참여: 정체성 형

성, 협력: 경험의 공유, 토의 및 토론, 집단 성찰, 실천: 공동의 실천, 통합: 지속

적 배움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TLC 교사학습

공동체에 적용하고 실천한 결과, 참여 교사들은 프로그램 요인을 관계와 관련이 

있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협력과 관련이 있는 자발적 공유성과 소통의 원활성으

로, 실천과 관련이 있는 공동의 실천성으로, 그리고 공동체 참여 및 통합적 배움

과 관련이 있는 자극의 지속성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이론적인 프로그램 측면에서 살펴보면, 참여와 배움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 원리로 공동체 참여와 

통합적 배움이 있는데, 교사학습의 특징인 정체성 형성과 지속적 배움은 각각 참

여와 통합, 또는 통합과 참여로 연결되고 있었다. 정체성 형성은 참여해야 가능

하며, 이는 곧 사회화의 과정으로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 배움 역시 

통합적 배움을 위함이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배우는 과정은 곧 참여의 과정이

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사들이 체감한 프로그램 

요인 중 자극의 지속성이 참여와 배움 동시에 연결되고 있었다. 지속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

한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사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학습을 사회적인 교류와 협동 속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신념과 행동이 암묵

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상황학습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Lave, 1991).

이와 같이 배움을 추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신 모델을 구성원들

이 체득해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사학습공동체에 젖어들고 동

화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동화되는 과정 자체가 곧 학습이었다. 결국 교사들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통한 체육수업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학

습공동체는 <그림 45>와 같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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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교사학습공동체 내 참여와 배움의 관련성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을 증진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Duncombe과 

Armour(2004)는 교사들이 협동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교사들의 학습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Siedentop과 Tannehill(2000)은 오래도

록 지속된 시간(persist over a period of time), 협동(cooperate)의 중요성을 제안

하였으며, DuFour와 Eaker(1998)는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력적으로 결정되는 관점(focus is determined collaboratively), 계속적인 지원

(ongoing support),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기(teaching colleagues 

commit)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 동기, 촉

진, 프로그램 요인으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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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공간적인 환경 요인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곤 하였는데, 이에 교사교

육 방식을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오프라인 모임인 워크숍과 함께 온라인 커

뮤니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의 활용도

가 높았고, 온라인 카페는 상대적으로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용과 외부 홍보용으

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이외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 모임과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협력적 수업 멘토링도 운영이 가능하였다. 교사들의 내적 동기를 파

악하고 이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었다. 교사들의 동기는 배움, 속함, 나눔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프로그램적 접

근이 필요하였다. 본 TLC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역시 체육수업 전문성을 

네 가지 전문성으로 나누어 접근한 결과,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의 프로그램은 정서적 유대감, 자발적 공유성, 

소통의 원활성, 공동의 실천성, 자극의 지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프

로그램 요인과 더불어 교사학습공동체의 일원인 교사들이 인적 자원으로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운영해서 이기도 했지만,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교

사학습공동체는 체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한 자리

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

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참여를 촉진시켰고, 이때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교사학습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 이때, 새로운 멤버들의 영입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생기

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마치 교사학습공동체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멤버들을 꾸준히 영입해 나

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교사학습공동체 내 전문성 발달 과정

 

교사학습공동체는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확산기를 거치며 학습조직으로 발전

하였고, 구성원들은 협력적인 전문성 발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육수업 

전문성은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각각

의 전문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고, 

각각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성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 292 -

첫째, 지식 전문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사 지식은 교사 수행은 물론이고, 심

성 및 성찰에 영향을 끼쳤다. 교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행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이론 및 학습 전략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했고(Capel & 

Blair, 2012; Feiman-Nemser & Parker, 1990; Tsangaridou, 2002), 학생에 대한 사

랑과 관심 등 심성의 중요성을 배운 교사는 이를 실천하는 가운데 심성 전문성

을 발달시킬 수 있었으며,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한 지식은 수업 전, 중, 후에 걸

쳐 다양한 관점과 수준의 성찰을 하는 근간이 되고 있었다. 

둘째, 수행 전문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사들은 체육수업 실천을 통해 지식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PCK를 PCKg(pedagogical content knowing)로 본다거나

(Cochran-Smith & Lytle, 1993), Rovegno(2003)가 실제 수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practical) 지식과 실제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상황적(situated) 지식을 강

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태도와 신념이 변화하였으며, 성공적인 체육수업 수행은 성찰이 뒷받침되

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성찰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왜냐하면, 광의적 측면에서 

체육수업 평가 능력은 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체육수업 방법이나 전략을 성찰하

여 개선하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황규호, 2003).

셋째, 심성 전문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사 인식 및 태도나 신념과 같은 심성

은 교사의 전반적인 사고는 물론이고(Nespor, 1987), 교육 내용 및 교사 수행을 

결정짓고 있었다(Rovegno, 1995). 교육에 대한 신념, 체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교사의 바른 인성 등의 교사 심성은 어떠한 지식을 활용하고, 어떻게 

체육수업을 전개하며, 어떠한 관점에서 성찰할지를 결정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성은 교사 정체성의 요체로 바람직한 정체성은 체육수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근간이었다(신춘호, 2010; 조기희, 이옥선, 2012a; Palmer, 2010). 

넷째, 성찰 전문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성찰 전문성은 반성적으로 살펴서 개선

하는 교사의 능력으로, 다른 세 가지 전문성은 물론이고 자신이 행한 일련의 성

찰적 행동에 대한 메타 성찰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Elliot, 1991; Korthagen et 

al., 2001). 즉, 성찰 전문성은 다른 세 가지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체육교사에게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로서의 자질을 요구하

는 것도(최의창, 1995; Hargreaves, 2000; Zwozdiak-Myers, 2010), 이를 뒷받침한

다고 볼 수 있다. 실천 속에서 성찰의 활용을 강조하거나(Grimmett & Eri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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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식 전문성 수행 전문성 심성 전문성 성찰 전문성

L. S. Shulman
J. H. Shulman

(2004)

이해
(understanding)

수행
(performance)

비전(vision)
동기(motivation)

반성
(reflection)

Feiman-Nemser
(2008)

알기
(know like 
a teacher)

행하기
(act like 

a teacher)

느끼기
(feel like 

a teacher)

생각하기
(think like 
a teacher)

표 32. 체육수업 전문성의 네 가지 요소

1988), 수행 중 성찰(reflection-in-action), 수행 후 성찰(reflection-on-action), 수

행에 대한 성찰(reflection-about-action)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성찰이 수행을 향

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육수업 전문성의 구분은 <표 32>와 같이 Feiman-Nemser(2008)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learning to teach)’와 L. S. Shulman과 J. H. 

Shulman(2004)의 ‘교사교육자들이 교사 교육 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

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은 물론이고 현직교사교육에 있어 교

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으로 나누어 이러한 측면

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균형감 있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육수업 전문성은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전문

성 발달 과정을 체제적 사고(system thinking, Senge, 2006)로 접근하면, <그림 

46>과 같은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처음 참여 교사들을 모집할 때,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결정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내에는 체육수업 전문성을 증진시켜 교사로서 만족

스러운 체육수업을 꾸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합해졌고, 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되

어 힐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더해졌으며, 서로의 실천적인 지식들을 나누어 

가지고 싶은 마음도 가미되었다. 개인의 참여 동기에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의 

공유된 목적이 서로 부합해야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만남이 이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인 교사들의 

사회적 거리는 차츰 좁혀졌다. 이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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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맺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스스럼이 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었다. 즉,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스스로 터득한 

암묵적 지식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되었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서

로 의견이 엇갈릴 때는 토론 과정을 거쳤으며, 개별 반성에서 나아가 집단 성찰

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공유와 소통 속에서 교사들의 지식은 탈 사유화

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협력적 지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림 46. 교사학습공동체 내 전문성 발달 과정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이론적인 배움이 진정한 교사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실천이 중요하였다.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성

찰하며 실천할 필요가 있었다. 즉, 지식을 자기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진정한 자

신의 앎으로 축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천들은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시 공유되었고, 교사들은 서로의 실천을 비교하며 성찰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때, 교사들이 체육수업 실천 경험에서 도출된 패턴으로 설명을 구성하는 데 그치

지 않고,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을 위해 패턴과 이론을 사용하는 순환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김찬종, 2009; Anderson, 2003). 이는 교사학습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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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의 교사학습이 협력과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밝힌 서경혜

(200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의 목표인 체육수업 전문성을 협력적으로 증진시키고 있었다. 

  다. 교사 성장 메커니즘

 

교사들의 변화 탐색은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척도로, 성취할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사의 변화와 성장을 

Guskey(1986)는 ‘교사 변화 모델(teacher change model)’을 내세워 교사의 전

문성 개발, 교사의 실천 변화, 학생의 결과 변화, 교사의 신념 변화의 네 단계로 

설명하였다. 또한, Clarke와 Hollingsworth(2002)는 교사의 변화가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며 요소들 간에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교사 성장의 구체적

인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때, 목표 성취 여부는 교사의 전문 능력 개발

과 교사 간의 협동적 노력이 학생들을 위한 변화의 노력이었느냐에 의해 판명될 

필요가 있다(Fullan & Hargreaves, 1996). 따라서 이옥선(2013b)이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학생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학생과 함께 하는 연구와 학생을 위한 

연구를 강조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한 눈여겨보고 관

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수업 관찰 및 수업 관찰 후 진행된 교사 및 학생

들과의 면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체육수업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교사 전문성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배운 전문성을 발휘해 

자신의 실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신을 갖게 되었다. 이는 

Guskey(1986)가 제시한 ‘교사 변화 모델(teacher change model)’과 매우 유사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의 동기 

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직이 주는 심리적 보상은 교사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Lortie

와 Clement(1975)는 수업이 주는 ‘정신적 보상(the psychic rewards)’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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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돌봐주고 함께 지내는 것에서 교사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찾는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노력의 밑바탕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체육수업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림 47. 교사 성장 메커니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은 교사 성장의 출발점이었다.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맺음이 선행

되어야 하고, 교육의 도착점 역시 관계 맺음이 잘 된 체육수업의 모습일 것이다

(김인, 2008). 이러한 동기를 지닌 교사들은 스스로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이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으로 그쳐

서는 교사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반드시 실천하되, 수업 전, 중, 

후에 걸친 성찰 과정을 통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적 노력이 주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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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apel, 2010). 이러한 실천 속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많

았고, 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며 협동하고 

배려하는 모습,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전략을 펼치는 모습들을 직접 확인했을 때 

교사들은 자신의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를 고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는 진정으로 전문성을 증진하게 되

었고, 이렇게 증진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 이러한 교사 성장

의 순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47>과 같고, 이를 본 연구자는 ‘교사 성장 메

커니즘’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간 올바른 관

계 형성은 교육의 시작인 동시에, 교사 전문성 발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을 일깨우고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교사교육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라.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

학교 현장의 맥락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보다 많은 교사들을 

참여하게 하는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현직교사교육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

제적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다(Sloan,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행 연구들도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장점으로는 자신의 현장 맥락에서 하다 보니 

익숙한 환경에서 할 수 있고,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에 맥락적이

며, 학교의 장소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을 모집하기 쉽고, 기존

에 알고 있던 교사들과의 모임이기에 관계 형성 면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기반이 아닌 대학 기반의 교사학

습공동체를 취하였다. 이때, 대학 기반이라 함은 대학의 장소와 시설은 물론이고, 

대학이 지닌 지식, 이론,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접근이다. 본 연구의 일부 참여자

들은 현장 교사이면서 동시에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임하고 있는 구성원이었고, 

대학의 교사교육자 역시 TLC 교사학습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주

었다. 이들이 참여한 본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기존의 현장교사 중심의 학교 기

반 교사학습공동체와 달리 최신의 정확한 지식과 이론으로 현장교사들의 궁금증

을 해결하고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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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LC 교사학습공동체와 같은 대학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펼쳐나갈 현직교사교육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대학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와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

동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장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는 인원 구성이 

쉽고, 학내 메신저나 통신망이 발달되어 의견을 전달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별도의 장소를 고민할 필요 없이 교사들에게 친숙한 학교 

맥락에서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교구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져 이를 바

로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쁜 일과 시간 중에 모임을 가지려다 보니 잦은 

출장과 업무로 오히려 모일 시간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모였지만, 학교 내 교사들끼리는 업무와 이

해관계로 얽혀 있어 서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인 TLC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의 현장이 아닌 대학이라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대

학이 주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이미지는 참여 교사들에게 학구열을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과 후에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참여

도 학교 기반 공동체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정

립되면 될수록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털어 놓을 수 있어 활발한 소

통 또한 가능하였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다양한 교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소 

서먹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지만, 서서히 관계가 형성되면서 여러 학교에서 

모인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교사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다양한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은 개별 

반성을 촉진하여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 되고 있었다(Korthagen et al., 2001).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의 실천이 과연 올바른 것이지 의구심을 갖는 등 

이론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Elliot, 1991), 대학 기반 교사학습

공동체는 실천과 이론의 소통 속에서 보다 최신의 확실한 이론으로 현장 교사들

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끼리 교사학습공동체를 꾸릴 경우 자칫 현장의 경험에만 

의존해 오류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러한 오류가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다. 

지나치게 현장의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오류가 오류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 경험이 없는 대학의 인원이 교사학습공동체를 이끈다면 이론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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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을 겸비한 체육 교과의 리더 역

할을 해 줄 교사들이 필요하다(Keay & Spence, 2012). 리더들이 이끌어 나가는 

현직교사교육은 이론 및 실천적 지식의 통합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하기에, 이들

을 예비교사교육만으로 준비시키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리더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기에, 이러한 리더들을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

한 교사들이 체육 교과 리더십을 발휘해 각 학교에서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

를 이끌어 간다면 시행착오 없이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교사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전문성 

발달을 꾀하며, 교사들의 배움을 강조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참여와 학습을 강조하는 대학 기반의 지원적인 교사 배움 공동체 프로그램’

으로 명명하고, 영어로 ‘PLUS-TLC(Participation & Learning-centered, 

University-based, and Supportive Teacher Learn Community) 프로그램’으로 표

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PLUS-TLC 프로그램’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운영한다면,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은 물론이고 체육 교과 리더십을 지닌 체

육 교과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들이 만드는 학교 기반 교

사학습공동체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진정한 학습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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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협력적 교사 배움 공동체인 

‘TLC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구성, 실천 

과정, 참여 효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

로 1)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

가? 2)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3)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4)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

가? 로 설정하였다. 네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

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살린 현장 친

화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사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있고, ‘목표’는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에 있다. ‘구성 원리’는 교사

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현장 친화적인, 관계(활발한 학습, 공유, 소통을 

위한 친밀한 관계 맺음), 통합(현장 친화적 직접 배움 및 간접 배움의 통합적 접

근), 실천(교사학습공동체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지향), 협력(구성원들과 함께 성

장하는 협력적 과정), 참여(지속적 유비쿼터스 학습을 통한 완전한 참여)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소는 참여, 관계, 협력, 실천, 통합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교사학습공동체 내 참여와 배움을 촉진하게 된다. ‘내용’은 체육수업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오프라인 모임의 워크숍, 실시간

으로 체육수업 실천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상에서 자

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 협력적으로 체육수업 개선을 돕는 

협력적 수업 멘토링, 관련 도서에서 추출한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독서 모임

의 다섯 가지 방식이 효과적이었다. 교사학습은 탈 사유화를 지향하는 경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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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협력적 문제 해결로 이끄는 토의 및 토론, 지식의 능동적 생성을 위한 집단 

성찰, 실천 속 배움을 위한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를 통한 

정체성 형성,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는 지속적 배움을 지향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습조직으로 거듭나고, 참여 교사들이 주변적 참여자

에서 생산적 참여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체육수업 전

문성 증진을 위한 동기를 가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실

을 꽃피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태동기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던 교사학습공동체 결성 이전의 시기였고, 교사들을 자발적으로 가능한 많이 

모집해야 했으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고 시작을 준비한 시기였다. 형성기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철학과 목적을 공

유해야 했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연간계획을 같이 짜는 등 공동의 체육수업 실

천을 준비해야 했다. 또한, 다섯 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며, 체육수업을 같이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 시기였다. 발전기는 교사학

습공동체 내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불거지면서 이를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한 시기였다. 오프라인 참석

률의 회복, 쌍방향 소통문화의 조성, 체육수업 실천의 공유, 실제 체험 식의 워

크숍 개최 등으로 발전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 시기

였다. 확산기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과가 외부로 확산된 시기였다. 외부 교사들

이 오프라인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참여 교사들

이 자신의 학교에서 체육 교과 리더십을 발휘해 동료 교사들의 체육수업에 관심

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벤치마킹하

여 자신의 학교에서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참여 교

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합법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생소하고 낯설어 하는 주변

적 참여의 유형을 보이다가, 체육수업과 관련한 앎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

동적 참여의 유형,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체육수업 실천을 공유하고 활발히 소

통하는 주도적 참여의 유형, 협력적 전문성 발달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적극

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생산적 참여의 유형 순으로 점점 더 교사학습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 참여 교사들은 각 시기 별로 동일한 유형을 보

이기보다는 참여나 몰입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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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교사들은 중심부로 더 들어왔으

며, 참여도가 낮을수록 교사학습공동체 주변을 맴돌았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

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육수업 전문성을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으로 나누어 균형감 있

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교사의 성장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교사학습공동체 내 전문성 개발은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

체의 철학과 목적을 공유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서 비로소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교사들은 실천적 지식들을 공유함으로써 탈 사

유화를 지향하였고, 활발한 소통 속에 토의토론 또는 집단성찰을 경험하면서 협

력적 지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움은 체육수업의 성찰적 실천으로 이어

졌고, 체육수업 실천은 다시 공유되어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게 되었다. 여

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들의 자발성은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체육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된 교사들

은 이론적 배움을 성찰적 실천을 통해 자기화했는데, 이때 교사들은 학생들의 전

인적 변화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진정한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학습공동체 내 참여와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학

습공동체의 환경, 동기, 촉진, 프로그램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잘 조절하고 적용

할 필요가 있다. 환경 요인에는 시간적 맥락과 공간적 맥락이 있다. 현직교사들

을 대상으로 하기에 주중 저녁 시간에 모여야 했고, 오프라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했으며, 모이는 시간은 모바일 투표를 통해 정하는 것이 참석률을 높이

는 방안이었다. 한편, 이러한 시간적 맥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커

뮤니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공간적 맥락 또한 영향을 주었는데, 집이나 직

장과 모이는 장소가 가까울수록 좀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광의적 측면

에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 이미지와 배우는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은 참여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으며, 협의적 측면에서 원형의 책상 배치는 공

유와 소통에 힘을 더해 주었다. 동기요인으로는 배움, 속함, 나눔이 있다.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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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인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참여 교사들의 내적동기를 확인하

고 이를 강화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배움은 공식적인 프로그램과 비공식적인 만

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계획적으로 의도한 것도 있었지만 우연적으로 발생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배움으로는 직접 배움과 간접 배움이 있었다. 또한,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교사 모임에 속해,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

는 사실은 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이러한 속함으로 인해 교사들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폐쇄적인 교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교사학습공동

체는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나눔이 참여로 이

어지게 하였다. 촉진 요인으로 리더와 공유된 리더십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리더는 관계 맺음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며,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리더에게는 희생, 열정, 봉사, 노력, 헌신의 자질 또

한 요구되었다. 구성원들의 책무성 또한 중요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역

할 수행이 중요하였고, 구성원 모두가 교사학습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새

로운 구성원들의 유입은 모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프로그램 요인으로,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는 배움도 중요하지만 사귐도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프

로그램 차원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동의 실천

과 작업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

었다. 특히 성공적인 체육수업 동영상을 동료들과 함께 보며 소통한 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한편, 협력적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들 사이에 자유

롭고 원활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때, ‘자유롭게 말하기’와 

‘돌아가며 말하기’가 특히 중요하였다.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는 실천 공동체

로서 개별 교사의 실천이 아닌 공동의 실천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 이

를 통해 교사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하였다. 마지막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었다. 이는 현직교사

교육 측면에서 효과도 있지만,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교사학습공동체

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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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토

대로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 후속하여 향후 이루어질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 교사교육을 위한 제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체육

수업 전문성 증진이 절실하고, 이는 예비교사교육으로부터 시작해 현직교사교육

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으로, 이때 교사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교육에서 교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

다. 즉, 교사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육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

는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때의 학습은 지식, 수행, 

심성, 성찰이라는 네 가지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전문성의 구성 요소를 위와 같은 네 가지로 규정

하고 접근하였고, 그 결과 참여 교사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체육수업 전문성 증

진을 경험하였다. 이는 예비교사교육의 이론적 틀로 적용되어 온 

Feiman-Nemser(2008)의 교사처럼 알기(know like a teacher), 행하기(act like a 

teacher), 느끼기(feel like a teacher), 생각하기(think like a teacher)가 예비교사

교육은 물론이고 현직교사교육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적 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분은 L. S. Shulman과 J. H. Shulman(2004)가 제안한 교사학습의 요소인 비전, 

동기 부여, 이해, 수행, 반성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예비교사교육은 물

론이고 현직교사교육을 접근할 때도 위의 네 측면에서 교사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 생애에 걸쳐 이러한 네 가지 전문성을 균형감 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현직교사교육 계획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에 교사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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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는 활발한 공유와 소통 속에 지식을 생

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접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

럼 참여가 곧 배움이고 배움은 바로 참여 속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사학습공동

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 사유화를 지향하는 경험의 공유, 협력적 

문제 해결로 이끄는 토의 및 토론, 지식의 능동적 생성을 위한 집단 성찰, 실천 

속 배움을 위한 공동의 실천,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를 통한 정체성 형성,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지속적 배움이라는 교사학습의 특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을 강의실에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강의나 연설하는 형

태에서 벗어나, 원탁의 의자에 앉아 서로의 수업 경험 및 노하우를 돌아가며 말

해 보거나, 딜레마 및 화제를 놓고 토의 및 토론을 하거나, 체육 관련 글이나 도

서를 읽고 질문거리를 도출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둠으로 나누어 모의 수

업을 준비하고 시연해 보거나, 체육수업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

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교사들이 모여 그

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며 지식을 재생산하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직교사의 성장과 교육에 있어 교사교육기관의 역할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같은 교사교육기관은 예비교사 양성에

만 초점을 맞추고,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제 대학이 

현직교사교육에 관심을 갖는 책임감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라는 하나의 사례를 운영하여 현직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

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체육 교과 리

더십을 발휘하게 되었고, 일부는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벤치마킹하여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체육 교과 리더를 양성하거나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체가 자생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대학의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과 현장의 협력체제는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

되어 온 이론과 실천의 괴리 현상을 축소하고, 대학이 예비교사교육뿐만 아니라 

현직교사교육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성장하는 교사들을 위한 보

다 책임감 있는 교사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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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제 본 연구를 마치며 후속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 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가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의 전

인적 성장과 변화로 연결된다. 이옥선(2013b)이 학생에 관한 연구, 학생과 함께 

하는 연구, 학생을 위한 연구를 강조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였다. 하

지만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밝

히지는 못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과 함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사 모임이다. 따라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 없이는 교사학습공동체

가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학습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교사학습공동체와 학생의 전인

적 성장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교사학습공동체 연구가 필

요하다. 일 년의 이와 같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체육수업 전문성이 완성될 

수는 없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로 초임기, 정착기, 발전기, 

심화기를 거치며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

서 현직교사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종단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사학습공동

체는 교사들의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서 실천(practice)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MacIntyre(1984)의 practice의 개념을 빌려오면, 실천이라는 

개념에는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활동성,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동성,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전통성이 포함되어 있다.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한 결과, 

공동의 체육수업 실천으로 활동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참여를 독려해 교사학습공

동체 내 협력적인 전문성 발달을 꾀할 수 있었다. 이러한 TLC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영해 간다면 활동성, 협동성에 더해 전통성을 가미하는 행

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인 

PLUS-TLC(Participation & Learning-centered, University-based, Supportive 

Teacher Learn Community) 프로그램을 적용한 TLC 교사학습공동체 2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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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연 어떻게 실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교사학습공동체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TLC 교

사학습공동체는 대학 기반 교사학습공동체라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하여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

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기반이 아닌 학교 기반 교사학습공동

체는 물론이고, 대학과 학교 간의 협력 체제 또한 가능하다. 다양한 주제와 간점

에서 접근한다면, 하나의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하나의 체육수

업 모형을 정해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함께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물론이고, 수평적인 

경력의 교사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수직적으로 고 경력교사와 저 경력교사가 서

로 돕는 공동체 등도 실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될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교사교육적 

접근인지를 판가름하여 교사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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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성인용)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성인용)

연구 과제명 :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조기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이 연구는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의 체육수업 전문

성 증진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

교 소속의 연구원(조기희, 00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

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

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

하고 실천 과정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5명의 교사와 25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귀하를 대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3월과 10월

에 실시하고 녹음됩니다.  

  2) 귀하의 학급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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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합니다.  

  3) 심층면담의 내용은 현직교사교육의 경험,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방향 

및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체육수업 전문성, 교사 자신의 변화, 

학생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4) 장소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또는 교사학습공동체 모임 장소가 될 것

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귀하가 참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여러 질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2) 귀하의 체육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관찰합니다. 

  3) 귀하에게 연구자가 체육수업 전후로 생각이나 느낌 등에 대해 묻게 될 것입니다.

  4) 귀하는 경우에 따라서 체육수업 후 같은 장소에서 연구자와 면담을 하게 될 

것이며, 면담에는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자신 및 학생의 변화, 체육수

업의 변화 등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됩니다.

  5) 귀하가 온라인 카페 및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글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6) 워크숍 등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 및 녹화되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총 8회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2)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대 8회 체육수업 공개를 요청받을 것입

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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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면담, 관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

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

러분의 체육수업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

보는 교사학습공동체 실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조기희 학생(000-0000-0000)입니다. 저희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과 다른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사진 및 기타 이미지 자료를 활

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

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25,000원 정도 되는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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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조기희                   전화번호: 000 - 0000 – 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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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아동용)

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아동용)

연구 과제명 :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조기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1. 이 연구는 왜 하나요?

이 연구는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좋은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체육수업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인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여

러분의 선생님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

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

은 없습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체육수업 경험, 선생님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체육수업을 촬영

하고 관찰할 것입니다. 관찰 후에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녹음됩니다. 여러분과 보호자가 허락하면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을 연

구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여러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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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대 4회 체육수업을 관찰할 것입니다. 

2) 체육수업 후 여러분은 연구원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의 내용은 수업 소감, 선생님에 대한 생각, 체육수업에 대한 생각 등으

로 이루어집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8.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의 체육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네. 연구 참여하게 되면 감사의 뜻으로 1,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

구원 선생님 (조기희, 000-0000-0000) 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도 함께 동의

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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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성인용)

부록 3.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성인용)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

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 및 수업 촬영을 하는 데 동의

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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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아동용)

부록 4.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아동용)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게서 설명 받

았습니다.

3. 나는 연구 수행 중 녹음이나 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

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 355 -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교사용)

부록 5.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교사용)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은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현

장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하

나하나가 현직교사교육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

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현직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성실한 응답을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학생 조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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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난에 V표 하거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교직 경력 : (        )년

◎ 다음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선생님의 생

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생활 동안 체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

○ 이러한 경험의 효과는 어떠했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했나요? 

○ 체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교사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절실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얻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생길 걱정거리나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모임이 잘 되기 위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운영 횟수는 월 몇 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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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형태는 강의, 토론, 독서, 실습, 현장 방문 등 어떤 것이 좋을까요?

○ 체육수업 지식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 체육수업 지식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 생각하고 성찰하는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 생각하고 성찰하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

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

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 체육수업 운영 전문성은 어떠한 형태로 증진시키고 계신가요?

○ 체육수업 운영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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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교사용)

부록 6.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교사용)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은 현직교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하나하나가 현직교사교육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천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현직교

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성실한 응답을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학생 조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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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선생님

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학습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 다른 선생님께 현재의 모임에 대해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

요?

○ 모임 참여를 통해 무엇을 얻거나 배우고 있나요?

○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교사학습공동체의 오프라인 모임인 워크숍 출석률은 어떤가요? 못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사학습공동체를 참여하며 예상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요?

○ 이러한 변화가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 자신의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 체육수업 지식 정도는 전보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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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업을 하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정도는 전보다 어떤가요?

○ 체육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체육교육에 대한 신념의 정도는 전보다 어떤

가요?

○ 체육수업 운영 면에서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이 잘 되기 위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

을까요?

○ 본 프로그램 이후에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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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ee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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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s of teacher learning community 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developing so-called a ‘Teacher-Learn-Community (TLC)’ organized by

researcher.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structure of the

specific programs of the TLC on professional development? 2) how is the TLC

practiced? 3) what are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n the TLC? 4) what are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s of the TLC?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a constructivist approach was used to

examine the TLC from March 2013 to December 2014. Participants were 25

teachers and 24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pre & post in-depth

interview, non-participant observation of PE classes, participant observation of

workshop, local document collection, and field not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uctive thematic analysis with an iterative process of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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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and forth between the data and the categories (Creswell, 2009).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conduct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i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fic programs of the TLC are as

follows. 1) while the aim of programs was to facilitate student’s holistic

growth through achieving high quality physical education, an objective w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eachers’ teaching professionalism. 2) organizing

principles included five key themes such as ‘good relationship’, ‘the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practice through the TLC’, ‘strong

collaboration’, and ‘continuing participation’. 3) contents of programs were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to teach (Feiman-Nemser, 2008)’

and centered on four different components of professionalism such as

knowledge, performance, disposition, and introspection professionalism. 4)

diverse sessions were executed including workshop, mobile messenger, on-line

cafe, collaborative mentoring, and reading meeting. Teacher learning was

focused on sharing, discussing & debating, group introspection,

practice-oriented PE, formating identification, and continuous learning.

Second, the TLC is practiced throughout four stages; 1) the beginning

period: peripheral participation. The first meeting was conducted in November

2013. Members obtained a legal qualification, but their involvement were

somewhat peripheral. 2) the formating period: passive participation; Teachers

shared the philosophy and purpose of the TLC and were ready for practice

together. In addition, they established a pillar of the five programs. Until that

time, teachers appeared to passively gain knowledge. 3) the growing period:

leading participation. Although there were some challenges in the TLC and

the TLC members developed it through making decision together. During that

period, teachers had a sense of ownership and were developed as

independent members. 4) the expending period: productive particip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TLC represented a model of true collaborative learning

community. Teachers seemed to be ready for leaders in physical edu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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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some teachers operated a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in

their schools. In other words, teachers produced knowledge through

cooperative intelligence in active sharing and communications and they were

willing to expand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TLC.

Third, the TLC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knowledge,

performance, disposition, and introspection professionalism. 1) produc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 teachers gained extended CK, PCK with the

consideration of developing a deeper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nd

perspectives of curriculum knowledge. 2) promoting effective teaching

capabilities; teachers developed a range of skills including a year-plan for PE

class, practical classroom management strategies and right teaching skills in

any particular set of circumstances. 3) becoming passionate teacher; enthusiasm

of teachers was gradually hot, and also teachers treated their students with

love and have the right mind-set for PE class. 4) deepening introspection;

teachers had critical chances to understand and learn reflective and reflexive

thinking in terms of reviewing and reflecting on their teaching before, during,

after a PE class, with comparing other perspectives of teaching and learning.

Fourth, there were four important factors that we need to consider to

manage and organize the TLC effectively: 1)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ime and space context, 2) motivation factors such as learning, a sense of

belonging, and sharing, 3) facilitating factors such as the role of leader,

accountability of the members, and influx of new members, and 4) program

factors such as emotional bonds, voluntary sharing, smooth communication,

common practice, and continuous stimulus.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 I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eacher learning community. First, teachers’

participation was closely linked to provide more chances of enhancing

teachers’ learning. Second,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ook place in the

order of followed stages; a voluntary gathering, sharing of object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cooperative intelligence, introspec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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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llaborative professional development. Third, individual professionalism

had developed in the order of a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efforts, reflective practice,

monitoring and evaluating of students’ holistic changes, and growth in

physical education professionalism. Fourth, university-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can be a effective tool for not only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but also in-service teacher education.

Building on these key finding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 learning community should be approached systematically through

the intentional program. Second, teacher learning community requires

continuous efforts to become a learning organization and develop productive

participants. Third, physical education professionalism needs to make balanced

approach, and growth of the teacher is to b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Fourth, participation & learning in teacher

learning community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 motivation, promotion,

and program factors.

I will finish this study with some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and

further research. First, teacher education program needs to create the

conditions that teachers learn by themselves.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teacher learning community for growth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Third, in the growth and education teachers, the role

of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 needs to be highlighted. The next stage of my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the mechanism betwee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holistic growth of students, and developmental stages of

individual teachers. In addition, we need to explore in detail forms of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to need a long-term studies of the TL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professionalism, teacher learning community, teacher education program

Student Number : 2011-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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