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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구분

되는 어떠한 실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연구자는 2009년 3월,같은 학교 교사들에 의해 자생 으로

형성되어 2015년 12월 재까지 7년 동안 유지되어 온 들풀 독서토론

모임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여 질 사례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어떻게 형성

되고 유지되어 왔는가?

둘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학습하며,이러한 학습은 교사들의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

셋째,들풀 독서토론모임 사례를 통해 봤을 때,학교 밖 교사학습공

동체와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에 의하면,먼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의 ‘학

교 변화에 한 바람’과 ‘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심’,‘소통에 한

기 감’이 어우러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교육에 해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은 “책을 읽고 얘기하다 보면 나아갈 길

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을 시작하 다.

특히 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갈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은 “책을

읽고 얘기해보자.”는 리더 교사의 제안에 아무런 “ 항감”없이 독서토

론모임 참여를 결정하 고 고립 이고 료 인 학교 문화 속에서 “숨

막 있던”교사들은 ‘소통에 한 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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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게 되었다.이 게 형성된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의 자발 힘으로 유지되어 왔다.독서토론모임이 학교 변화를

해 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바쁜 와 에도 시간을 마련하

여 함께 모 고,그 속에서 “함께함”과 “내 성장”에 한 상당한 만족

감을 맛보게 되자 더욱 열심히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 다. 한,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상당히 개방 이고 유연하게 운 되었기 때문에 교사들

은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책을 읽었든 못 읽었든”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었다.이런 가운데,리더 교사들의 리더십은 교사들이 더욱 신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

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 의하면,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은 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철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은 후

함께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우선 리더인 박 정 교사는 학교가 마주한 상황에 따

라 철학 ․이론 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철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었다.이는 교육활동

을 검토하고 새로운 실천을 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교사들의 력 학습은 주로 ‘책을 읽으면서 반성한 공유하기’,‘교

육이론에 해 질문하고 논의하기’,‘학교 안 의 교육쟁 탐구하기’,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 모색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

다.교사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에 도 하

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들을 모임에서 동료 교사들과 활발히

공유하 다. 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해서 질문

하고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 다.이러한 질문은 본인 뿐 아니

라 참여한 많은 교사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교사들은 한 이론과 실천을 연결 지어가며 학교 안 의 교육쟁 에

해 탐구하기도 하 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수업 상을 탐

구하기도 하 고,교사들의 문제를 탐구하기도 하 으며 학교를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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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쟁 에 해 탐구하기도 하 다.이러한 탐구를 통해 교사

들은 교육 상에 해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 다.교사들은 모임에서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

기도 하 다.수업이나 학생지도에 한 고민을 드러내고 이에 한 해

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하 고 학교 체에 폭넓게 련되어 있는 문

제에 한 고민을 드러내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나.우선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실천

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학교 맥락과의 련 속에서 선정되는

책들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교사들은 “나”의 실천,그리고 “우리”학교

의 실천에 한 이해를 높여가는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서토론

모임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을 형성하거나 환하는 데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러한 교육실천에 한 이해 증

진과 교육 의 변화는 교사들 각자의 실천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

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게 된 교사들은 학교 일

상에서 공부한 내용을 지속 으로 반추하며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갔다.공부한 내용을 토 로 수업을 검토함으로써 교육 자료를 변화시

키거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하 고,이를 토 로 평가를 검토함으

로써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하 다.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

사학습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곳곳에 스며들어간 것이다. 한 독서토론

모임에서 이루어진 학교문제에 한 논의는 공동실천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다.“우리”학교 문제에 한 논의 던 만큼 구체 인 교육 장에

서 사장되지 않고 학교 체 교사들이 참여하는 공동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탐색한 세 번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 측면과 학교변화 측면에서 학교 밖과 구분되

는 다양한 실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교사학습 측면

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의 실천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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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실천 의미를 가진다.교사들의 일상 인 일터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큰 맘 먹지 않고도”참

여할 수 있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공동체가 개방 으로 유연

하게 운 된다면,교사들에게 지속 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과보다 “교육”에 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다양한 교과 배경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자신들의 학교와 학생들을 탐구

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는 데 기여할 수 있

다.셋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비형식 이지만 강력한 학습 경험을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교사학

습은 어떤 차나 형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학습을 통해

교사들은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것은 주로 학교 맥락과

하게 련된 교육철학 텍스트를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안 의 교육쟁

을 탐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다.

다음으로,학교변화 측면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크게 다섯 가

지의 실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는 교사들이 학교철학을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동료 교사들

과 교육에 한 을 공유하는 것은 비단 개인의 교육 의 발 을 넘

어 교사들 사이의 학교철학 공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

다.둘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가

져온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자신의 실천에 한 이해를 돕는 데

효과 으로 기여할 수 있고 학습공동체에서 학습한 것을 그 로 실천

에 반 할 수 있음을 들풀 독서토론모임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셋째,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력의 일상화를 가져온다는 실천 의미를

가진다.들풀 독서토론모임 구성원들의 증진된 동료애는 학교 일상으

로 이어질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의 일상 력에도 기여하고 있었

다.넷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구조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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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는 조직 변경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

과가 조직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마지막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는 학교 외부의 교육정책 유입을 재할 수 있다.이는 학교 안 교

사학습공동체가 하향식의 학교개 모델과 상향식 학교개 모델 모두를

극복하고 이를 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교사학습,교사 변화,학교 변화,실

천 의미,독서토론모임,입장으로서의 탐구

학 번:2013-21328





-vii-

차 례

Ⅰ.서론·················································································································1

1.연구의 필요성 목 ·············································································1

2.연구 문제·····································································································4

Ⅱ.이론 배경····································································································6

1.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유형···············································6

가.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6

나.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9

다.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12

2.교사학습공동체를 둘러싼 실천 쟁 ···············································15

가.형성과 유지·························································································15

나.교사 력·····························································································19

다.이론과 실천의 계···········································································21

Ⅲ.연구 방법·····································································································23

1.연구 상···································································································23

가.연구 사례·····························································································23

나.연구 사례가 놓인 학교 맥락···························································26

다.연구 참여자·························································································29

2.자료 수집···································································································31

가.심층 면담·····························································································32

나.참여 찰·······························································································33

다. 지자료 수집·····················································································34

3.자료의 분석과 해석·················································································34



-viii-

Ⅳ.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지·····························································39

1.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39

가.학교변화에 한 바람·······································································39

나.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심·····················································41

다.소통에 한 기 감···········································································43

2.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유지·································································45

가.함께 일구어낸 소 한 학교변화와 그 지속에 한 갈망·········45

(1)함께 일구어낸 소 한 학교변화··············································46

(2)학교변화 지속에 한 갈망······················································47

나.함께함과 내 성장에 한 만족···················································50

(1)함께함에 한 만족····································································50

(2)내 성장에 한 만족······························································52

다.리더 교사들의 리더십·······································································54

(1)공동체 안에서의 수평 리더십··············································55

(2)공동체 밖 학교 일상에서의 지원 리더십··························59

라.개방 이고 유연한 공동체 성격·····················································61

(1)공동체의 개방성··········································································61

(2)공동체의 유연성··········································································62

2.소결: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지 과정의 특징·····················62

Ⅴ.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양상과 교사들의 변화···················65

1.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양상···································65

가.독서: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철학 텍스트

선정하여 읽기··········································································66

나.토론·······································································································69

(1)책을 읽으며 반성한 공유하기············································70

(2)교육이론에 해 질문하고 논의하기······································76

(3)학교 안 의 교육쟁 탐구하기··············································81



-ix-

(4)“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 모색하기·······················87

2.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교사들의 변화·····································91

가.“내”실천에 한 이해 증진···························································91

나.교육 의 환과 형성·······································································94

다.반성 실천의 함양과 공동실천의 증진·······································98

3.소결: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특징·····················108

Ⅵ.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110

1.교사학습 측면························································································110

가.부담 없이 지속 인 참여가 가능한 학습의 장·························110

나.“교육”에 한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112

다.비형식 이지만 강력한 학습경험 제공·······································113

2.학교변화 측면························································································116

가.학교철학의 공유···············································································116

나.이론과 실천의 일치·········································································117

다.일상으로의 력의 확장·································································118

라.학교의 구조 변화 견인 ·····························································121

마.외부 정책 유입의 재···································································123

Ⅶ.요약 결론···························································································124

1.요약··········································································································124

2.결론··········································································································128

참고문헌············································································································131

첨부:들풀 독서토론모임 도서 목록·····················································139

ABSTRACT····································································································141



-x-

표 목 차

<표 Ⅱ-1>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11

<표 Ⅲ-1>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주요 특성···········································25

<표 Ⅲ-2>들풀 독서토론모임 도서 목록···············································27

<표 Ⅲ-3>연구 참여자 명단·········································································31

<표 Ⅲ-4>연구 차·······················································································38



-1-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심이 높다.교사들의 력이 교사 문

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업증진,학교 변화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Darling-Hammond& McLaughlin,1996;Hord,1997;Louis,

Marks,& Kruse,1998;McLaughlin& Talbert,1993;Rosenholtz,1989)

들이 보고되면서 교사들의 력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사학습공동

체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2000년 들어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통 인 교사연수의 한계(김교홍,2006;김병찬,2007;서경혜,

2009에서 재인용)와 하향식 교육개 의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면서

(박순경 외,2002,2003;서경혜 외,2007;소경희,2009)이에 한 안

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이에 따라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교사학습

공동체에 한 연구물들 한 증가해 왔다.그러나 국내의 경우 교사학

습공동체는 그동안 학교 안에 형성되기보다는 학교 밖에서 형성되어 온

특징을 보인다(김성천,2007;서경혜,2008;오찬숙,2014;이선숙,2005;

최수일,2009).교사들이 서로 력하기 어려운 학교를 벗어나,학교 밖

에서 마음 맞는 교사들과 공동체를 발달시켜 온 것이다.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를 넘어선 폭넓은 인 라를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선숙,2005;Lieberman& Wood,2002;McLaughlin

& Talbert,2006),교사들이 순환근무에 상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선숙,2005;최 미,2013)에서 교사 문성 발달에 의미 있

게 기여해오고 있다.근무지의 변화와 상 없이 여러 학교 교사들과 지

속 으로 연 함으로써 교수실제에 필요한 다양한 문성을 쌓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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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그러나 교사들이 학교 밖에 모여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해

열심히 공부하고 문성을 신장하여도 학교 안의 교수 실제를 변화시키

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지 (김성천,2007;서경혜,2008)들이 제기되고

있다.학교 밖에서 력 으로 학습한 후 각자의 학교로 뿔뿔이 흩어진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만 혼자 신장된 문성을 발휘할 뿐 정작 같이

력해야 할 학교 안 교사들의 력을 이끌지는 못하며(서경혜,2008),학

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장된 문성을 학교 안에서 발휘하

면서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고립이 심해지기도 한다는(김연주,2011;

서경혜,2008)것이다. 한 학교 밖에서의 학습이 학교 안의 구조 벽

에 막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연구자들은 지 한다(김성천,2007;

Meirink,Meijer& Verloop,2007).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문성 발달에 고유하게 기여하지만 이러한 문성 발달이 교수 실천과

학교 변화에 직 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의 한계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McLaughlin& Talbert,2006).교수실천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최근 학교 안에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나

학교 단 의 노력들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안의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학교에서

자체 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기도

하다1).그러나,정작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연구와 이해는 부

족한 실정이다.즉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며 어떤 다른 실천 의미를 갖는지 연구 사례를

1)각종 보도자료 참조:

교육과정평가원 주최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육역량강화’세미나 개최(교육과정평가원)

충남도교육청,2015교사학습공동체 운 사 간 발표회 개최(연합뉴스보도자료,2015.7.17.)

부여 임천 ‘교사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연수’실시( 부매일,2015.6.21)

아산 신라 ,교사학습공동체 운 내실화를 한 연수 실시(충남신문,2015.6.1)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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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가 쉽지 않다.그동안의 교사학습공동체들이 주로 학교 밖에서 형성

되어 왔고 이에 따라 련 연구들도 주로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를

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충분한 연

구가 이루어져 오지 못한 것이다.학교는 교사들이 매일 생활하는 일상

의 일터이자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구체

인 장이다.그만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교사와 학생들에

게 정 으로든 는 부정 으로든 더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심이 증하고 있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해 더욱

면 한 검토와 연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최근 들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연구물들이 조

씩 나오고 있다.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한 연구(오

찬숙,2014;한 지,2014),교사학습공동체의 운 특성에 한 연구(김

송자 외,2013)등이 일부 이루어졌고,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

사학습의 특성과 교사 경험에 한 연구(김남균 외,2014;나귀수,2010;

선우진·방정숙,2014;양정모,2015)들이 이루어져 왔다.이러한 연구물들

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한 논의를 활

성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학교 ‘안’

이라는 맥락 하에 있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특성 는 이

것이 교수 실천과 학교 변화에 미치는 여러 측면들을 탐색하는 데

을 맞추기보다는 제한된 상황 하에서 교사 문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만 주로 심을 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특성과 그것의

실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심을 둔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

교 ‘밖’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에 착안하

여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형성되어 2015년 재까지 7년간 활발히 운 되고 있는 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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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2)독서토론모임이라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여 질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연구자는 부분의 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들이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되는 데 비

해,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에 의해 자발 으로 형성되었다는

에 주목하 다. 한 상당수 교사들의 참여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

고 있다는 ,학교변화와 긴 한 계를 맺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 이

사례를 통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하

다.

2.연구문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탐색하기 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어떻게 형

성되고 유지되어 왔는가?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개인주의 문화와 료주의 풍토,시간부

족 등의 문제로 학교 안에서 잘 형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성된다 하여

도 순환근무제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들

풀 독서토론모임은 학교 안에서 형성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교

사학습공동체이다.학교 안에 교사학습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독서토론모임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고 어떻

게 이 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지 이 연구문제를 통해 이해

하고자 한다.

둘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

2)들풀 학교는 가칭이다.이하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임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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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학습하며,이러한 학습은 교사들의 변화에 어떤 향을 미

치는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학습 양상,그리고 이를 통한 교

사 변화 측면에서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 것이

라 상된다.이에 이 연구문제를 통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학습하며,이러한 학습을 통해 교

사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학교 밖 교사학

습공동체와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무엇

인가?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연구자는 이 연구문제를 통해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와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에서 드러난 들풀 독서토론모임의 다

양한 특징을 검토하고,이를 통해 학교 밖과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

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밝히고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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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해,이 장에서는 먼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 이론

과 실천 쟁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유형

가.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교사학습공동체

가 무엇인지에 한 합의된 개념은 없는 상태이다.연구자들은 각기 다

양하게 교사학습공동체를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를 들어,

McLaughlin& Talbert(2006:3)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을 한 교수

-학습을 증진하기 해,자신들의 실천을 반성하고 실천과 학생 성취 사

이의 계의 증거를 조사하면서 력 으로 일하는 교사 공동체’로 교사

학습공동체를 정의하고 있으며,Lieberman& Miller(2008:2)는 ‘자신들

의 학습 증진과 자신들의 학생의 학습증진을 목 으로 정기 으로 만나

는 지속 인 그룹’(Lieberman& Miller,2011:16에서 재인용)으로 (교

사)학습공동체를 정의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서경혜(2009:251)는 ‘교사

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해 력 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집단’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정의한 바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외에 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가 학습공동체

와 문가 공동체라는 용어에 해서도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

고 있다. 를 들어,Stoll etal.(2006:222-223)은 ‘지속 ,반성 , 력

,포 ,학습 지향 ,그리고 성장 진 인 방식으로 실천을 공유하

고 비 질문을 제기하면서 공동의 일을 모색해가는 사람들의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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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가 학습공동체를 정의하 고,Hord(1997,2004:7)는 ‘지원 이고

공유된 리더십,공유된 가치와 비 , 력 학습과 그것의 용,지원

상황,개인 실천의 공유’라는 다섯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문가 학습

공동체를 정의하 다.Louis,Marks& Kruse(1996:720)의 경우는 문

가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공유된 가치와 학생 학습에의

집 , 력,탈사유화된(de-privatized)실천,그리고 반성 화라는 다

섯 가지 요소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그리고 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

가 학습공동체와 문가 공동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바나 그 표

에 따른 차이일 뿐 모든 정의들은 몇 가지 핵심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모든 정의들은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 학습의 증진에 을 맞

춘 공동체라는 을 드러내고 있다.Lieberman& Miller(2008)의 경우

‘교사 자신들의 학습 증진’이라는 표 으로,서경혜(2009)는 교사들이 ‘배

우고 탐구하고’라는 표 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Stolletal.(2006)의

경우는 ‘학습지향 ’이라는 표 으로,Hord(2004:7)는 ‘력 학습과 그

것의 용’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McLaughlin& Talbert(2006:3),

는 명시 으로 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 학습의 내용을 구체 으로

기술함으로써 이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이러한 정의들은 교사학습공동

체가 교사 학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학습공동체를 바라보는 은 학습을 일상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모든 공동체를 학습공동체로 간주하는 입장과 학습을 주된 목 으

로 하는 공동체만을 학습공동체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윤창국,2002),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정의들은 이 교사 학습을 ‘주

된 목 ’으로 하는 교사공동체를 교사학습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DuFour(2004:1)가 지 하듯,학교의 원회나 각 부서,

각종 교사 모임 등을 모두 교사학습공동체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모든 정의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 학습의 증진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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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아닌 학생 학습 증진을 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McLaughlin

& Talbert(2006)의 경우 ‘학생을 한 교수-학습을 증진하기 해’라는

표 으로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Lieberman& Miller(2008),서경혜

(2009),Louis,Marks& Kruse(1996)는 ‘학생 학습 증진을 목 으로’

는 ‘학습 학습에의 집 ’이라는 표 으로 이 을 분명히 하고 있다.

Hord(2004)의 경우는 부연 설명을 통해 문가 학습공동체의 공유된 가

치와 비 은 다름 아닌 ‘학생 학습에의 집 ’(Hord,1997)이라고 하 으

며 Stolletal.(2006) 한 ‘학생 학습의 증진’이 문가 학습공동체의 핵

심 특성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정의들은

학생 학습 증진이 궁극 인 목 이라는 ,이를 해서 교사들이 력

으로 학습하는 것이라는 을 드러내고 있다.이것은 교사학습공동체

가 왜 문가 학습공동체, 는 문가 공동체라는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 이기도 하다.즉,‘문가 집단인 의사

공동체나 간호사 공동체의 심이 환자의 복지이듯 문가 공동체로서의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의 잘 삶(well-being)에 주요한 심을 두는 공

동체’(Grossmanetal.,2001)인 것이다.따라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 추리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Grossman,Wineberg,& Woolworth,2001)고 할 수 있다.

셋째,모든 학자들은 ‘력’을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한 속성으로 여기

고 그것을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Lieberman& Miller(2008)를 제외한

모든 학자들은 이 을 명시 으로 드러내고 있다.학자들에 따라 ‘력

으로 일함’ 는 ‘력 으로 학습함’등 범주상의 차이는 있지만 교사

들의 ‘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교사학습과 교수실천을 교

사들의 개인 인 일로 간주해온 기존의 교사 연수와 학교문법(Tyack&

Cuban,1997)과는 구분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습 증진을 목 으로 력 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집단’으

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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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습 증진을 목 으로 력 으로 학습하고 실천

하는 교사들의 집단’인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 학습 증진,교사 학습 증

진,이를 한 력 학습과 력 실천이라는 핵심 인 속성 외에도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생되는, 는 이를 지탱하기 한 여러 내 ,외

특성들을 갖는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 에서 도출된 교사학습공동

체의 주요 특성들을 내 인 것과 외 인 것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 ,교사학습공동체의 내 특성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는 그 목 측면이고 두 번째는 교사 학습 측면이며,세 번

째는 실천 측면,마지막은 문화 측면이다.첫째,그 목 과 련하여 교

사학습공동체는 학생학습 증진과 교사학습 증진을 궁극 인 목 으로 한

다는 특성을 가진다.이 학생 학습에 한 집 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 특성(Newmann& Wehlage,1995;Louis,Marks,& Kruse1996

에서 재인용;Hord,1997)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문가 공동체로 규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교사학습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이자 비 이 된

다(Hord,1997).교사학습공동체에서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교사들은 각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을 지지하고 일깨우는 일을 해

나가는(Hord,1997)존재로 여겨진다.이를 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들의 학습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직 인 목 을 둔다.이것은 단순히

교사 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사

학습을 넘어 평생 ‘탐구 입장(inquiry as stance)’(Cochran-Smith &

Lytle,1999)을 견지하고 반성 으로 학습하는 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교사학습공동체는 일회 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와

는 달리,고정된 활동 기간 없이(Wenger& Snyder,2000:139;오찬숙,

2014에서 재인용)오랜 시간동안 교사들이 정기 으로 모여 학습하는 과

정 속에서 교사들의 학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하겠다.

둘째,교사학습과 련하여 교사학습공동체는 력학습(collaborative



-10-

learning)과 공동학습(collectivelearning)을 그 특성으로 한다.기존 교사

연수에서의 교사학습이 개인 인 과정으로 여겨졌다면 교사학습공동체에

서의 교사학습은 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수실천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실천 기

에 있는 가정들에 해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고 반성하면서 학습하거나

교수실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력 으로 학

습해 나간다. 한 교사학습공동체 학습은 학습에 한 개인주의

을 넘어, 개인들 간의 력 학습을 넘어,공동체 공동의 학습(서경

혜,2009)을 강조한다.교사학습공동체는 교수실천에 한 심각하고도 깊

이 있는 화를 통해 집단 창의성(collectivecreativity)을 발휘하면서

(Hord,1997)공동의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Stolletal.,2006).

셋째,교사학습공동체는 력학습과 공동학습 뿐 아니라 력 실천

과 공동실천이라는 실천 특성을 갖는다.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

습은 단순히 학습에만 머물지 않고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도움을 받으

며 자신의 실천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공동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고 그 실천의 결과를 다시 공동체에서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더 나

은 공동 실천 방안을 모색해간다.

넷째,교사학습공동체는 집단 연 감과 공유된 리더십이라는 문화

특성 한 가진다.공동체에 해 Bernard(1969)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의 유 나 집합정신이라고 하 으며

(서근원,2004에서 재인용),Westheimer(1999)는 상호의존성을 공동체의

주요한 속성이라고 하 다.공동체에 한 이러한 들은 그것의 집단

연 감을 강조하는 것으로,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공동체 성격

을 보장하기 해서는 집단 연 감이라는 특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과 의사결정에 있어 교사들 사이의 공유

된 리더십을 강조한다.가르치는 사람,배우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가 공

동체 구성원들의 배움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 강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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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내적

적 학생 학습 진, 사 학습 진

학습 협력 학습, 공동 학습

실천 협력적 실천, 공동 실천 

문화 집단적 연 감, 공  리 십

적

물리적 정한 만남  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적

지 적  비 적 탐  실천 개 에 한 정적  태도

상호신뢰

효과적  학습  한 지적· 술적 

이다(Hord,1997;Klein-Kracht,,1993;Morrissey,2000)

이상에서 살펴본 특성이 교사학습공동체의 내 특성이라면 교사학습

공동체는 이의 지탱을 한 외 특성 한 갖는다.이는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 특성

이다(Boyd,1992;Louis& Kruse,1995;Hord,1997).

물리 특성으로는 크게 시간과 공간이 두된다.지속 인 탐구와 학

습을 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특히

많은 학자들은 시간의 요성을 강조한다(Cochran-Smith & Lytle,

1999;Donahoe,1993;Hord,1997).사용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학습

공동체 형성의 장애가 되며 충분할 경우 지지 요인이 된다(Hord,

1997)는 것이다.시간은 력 으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가

장 요한 쟁 이 되고 있다(Hord,1997).

인 특성 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외 특성으로 두된다.생산 인

학습공동체를 이루기 해서는 비 탐구와 실천 개선에 한 구성원

들의 정 인 태도,상호 간의 존 과 신뢰가 필요하다(Boyd,1992;

Louis& Kruse,1995;Hord,1997). 한 효과 인 교수 학습을 가능하

게 하는 한 지 ,기술 기반을 가질 때 더욱 생산 인 교사학습공

동체를 이룰 수 있다(Louis& Kruse,1995;Hord,1997).교사학습공동

체의 특성에 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Ⅱ-1>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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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

교사학습공동체는 그 규모와 형성 배경 등 여러 기 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를 들어 서경혜(2013)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그것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학습을 강조하는 문 학습공동체와 실천

을 강조하는 실천공동체,탐구를 강조하는 탐구공동체로 구분한 바 있으

며 김지 (2010)은 Nickols(2003)의 구분에 따라 공동체의 목 ,구성원

의 성격,활동 역,설립배경 등을 기 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유형화한

바 있다.김성천(2007)은 교사학습의 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교사학

습공동체를 교과 심의 교사학습공동체와 학 경 이나 생활지도,범교

과 학습 심의 교사학습공동체로 구분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러한 구분을 참고하여 교사학습

공동체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 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에 따른 구분이다.교사

학습공동체는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에 따라 먼 온라인 교사학습공

동체와 오 라인 교사학습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고,오 라인 교사학습

공동체는 다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로 구

분할 수 있다.인터넷의 발달로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이 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 역시 가상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의 수업 자료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활

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인디스쿨이나 교컴등이 이러한 온라인

교사학습공동체의 라고 할 수 있다.교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오 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하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한다.

국단 의 교과별 교사모임이나 동학습연구회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

다.우리나라의 오 라인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경직되고 고립 인 학

교문화로 인해 학교 안에서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로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의 학교 과 담당 교과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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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할 수 있다.학교 별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속한 소속 학교

별 공동체로서 유아, 등, 등 교사학습공동체로 구분된다.우리나라

부분의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학교 에 따라 형성되는 특성을 보

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학교 의 구분 없이 력 으로 학습하는 교

사학습공동체도 개념 으로 가능하다.즉,유아 교사와 등 교사,그리

고 등 교사가 필요에 따라 력 으로 학습하는 교사학습공동체도 가

능한 것이다.이러한 학습공동체는 경험 연구물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

고 있지만 각 학교 별 교사들이 다른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학교 수업을 발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유의미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학교 별 구분과 더불어 구성

원들의 담당 교과에 따른 구분도 교사학습공동체를 유형화하는 요한

기 이 된다.이러한 구분은 특히 등 교사학습공동체 구분에 유용한데

등학교는 교과 기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교과별로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국내의 많은 교

사학습공동체들은 교과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을 보인다.그러나

지식간의 연계와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교사들이 교과를 넘어

력 으로 일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바(소경희,2006),교과의 경계를 넘

어 력 으로 학습하고 일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한 유의미한 교사학습

공동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교사학습공동체는 조직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와 소모임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학교의 각 부서학년부나 교과부 기반

의 교사학습공동체와 학교 체 맥락의 교사학습공동체,그리고 국교과

교사모임 등이 이러한 조직 기반을 가진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

다.이에 비해 소모임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자발 으로 모

여 활동하는 교사학습공동체들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들의 주요한 상이 되고 있다.

넷째, 교사학습공동체는 외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자생

(self-organizing)교사학습공동체와 지원받는(sponsored)교사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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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Nickols,2003).자생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주도

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로 구성원들의 공동 심을 추구한다.자생

교사학습공동체는 그것의 자발 성격으로 인해 깨지기 쉽지만 탄력 인

성격을 가진다(Nickols,2003).반면 지원받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장이

나 교육청,외부 문가의 주도로 형성되며,연수시간이나 승진을 한

가산 인정 는 재정 지원 등의 외 지원을 받는다.측정가능한 성

과를 창출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에서 자생 교사학습공동체와 큰 차이

를 가진다.자생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주도의 자율 학습공동체라

는 에서 비공식 성격을 띠는 반면,지원받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공식

인 교사 활동으로 인정받는다는 에서 공식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교사학습공동체는 그것이 주목하는 측면에 따라 문가

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와 탐구공동체(inquiry

community)로 구분할 수 있다.이러한 용어들은 별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 둘은 서로 강

조하는 에 있어 차이가 난다.먼 문가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

개선에 을 두는 교사학습공동체이다.교사들의 력이 지지받는 학

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Rosenholtz(1989)의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 유형은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해 교

수·학습을 변화시키는 문성 신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박나실․

장연우․소경희,2015).따라서 문가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은 주로

교수학습 략과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문제 규명-자료수

집-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실행계획 세우기-실행-결과 분석’이라는 순

환 이고 차 인 탐구를 통해 탐구하는 양상을 보인다(Cochran-Smith

& Lytle,2009;McLaughlin& Talbert,2002;Reason,1999). 문가학습

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학교 개 을 한 교사학습을 강조

한다는 에서 도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Cochran-Smith& Lytle,2009).



-15-

한편 탐구공동체는 교수-학습의 직 인 개선보다는 교수실제에 가

정되어 있는 원리나 이미지에 한 이해를 강조하는(Cochran-Smith&

Lytle,1999)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이다.탐구공동체는 교사학습,그리고

가르치는 일의 핵심을 교수실제 이해를 한 개념 틀의 계속 인 형성

과 재형성에 두고(Cochran-Smith& Lytle,1999),이를 해 교사들이

자신들의 일상 인 수업 실천을 끊임없이 비 하고 제된 가정들을 검

토하여 자신들이 상시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문제시 여길 것을 강조한

다(박나실․장연우․소경희,2015).학생과 교사의 학습 증진을 해 필

요한 일을 실천개선을 한 다양한 략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기

기보다는 자신들 다른 사람의 해석과 이데올로기,교수실제 등에

해 탐색하고 질문할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다.따라서 탐구공동체의 핵심

은 공동체 속에서 교사들이 ‘입장으로서의 탐구(inquiryasstance)’를 하

는 데 있다(박나실․장연우․소경희,2015).여기서 ‘입장(stance)'이란

일반 으로 우리가 서 있거나 보는 방식 혹은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입

장으로서의 탐구(inquiryasstance)'는 탐구를 특정의 문제해결을 한

일련의 과정이 아닌 교수실제 이해를 한 개념 틀의 재형성 과정으로

본다.탐구공동체에서는 평생학습 에서 교사들이 교직생애동안 끊

임없이 탐구하기를 기 한다(소경희,2009).이런 에서 탐구공동체에서

의 교사학습은 도구이자 동시에 목 이 된다.

2.교사학습공동체를 둘러싼 실천 쟁

가.형성과 유지

앞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그 개념으로부터 생되는 내 인 특성도 있지

만 교사학습공동체를 지탱하기 한 외 특성 한 있음을 논하 다.

교사학습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해서는 비 탐구와 실천 개선

에 정 인 태도를 가진 교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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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교사들이 지속 으로 모여 학습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과 시간이

제되어야 하는 것이다(Boyd,1990;Hord,1997).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학교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한 한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학교에는 기본 으로 학생들을 가

르치는 일을 두고 고민하는 동료 교사들이 항상 에 있고 교사들이 모

일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다 학교를 떠나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

기에 시간을 마련하기도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즉 학교 밖 교사학습

공동체가 교사들이 모이기 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달리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실이나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고,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가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시간

두 시간 걸려 모임 장소로 나가야 하는 것과 달리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

체는 업무 간 는 업무 후에 시간을 마련하여 장소 이동 없이 바로

모임이 가능하다.더구나 구보다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실질 인 도

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라는 맥락이 제공해 수 있는 고유

한 교사학습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 와는 달리,그동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부분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 형성되어 왔다.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사들이

일하는 일터에서,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사 ‘자

신’들이 일하는 일터를 떠나,함께 일하지 않는 다른 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루어져 온 것이다(김성천,2007;김지 ,2010;서경혜,2009;이선숙,

2005;최수일,2009).교수-학습 개선을 해 계속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교사들은 느끼고 있었지만,그 일을 같은 일터에서 매일 함께 일하는 동

료 교사들과 하기보다는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 교사들과 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유가 무엇일까?이에 해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의 고유한 문

법(Tyack& Cuban,1997)의 문제를 지 한다.개인주의 이고 료 인

학교문화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막고 있다(김성천,2007;서

경혜,2009;최수일,2009)는 것이다.오랜 시간동안 교실은 교사의 사유

지로 인식되어 왔고(서경혜,2009)교수실천은 교사 개인의 일로 여겨져



-17-

왔다.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교사 개인의 자율 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이에 교사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사유지인 교실에서 자기 방

식 로 홀로 수업을 비하고 홀로 수업을 실천해 왔다(Hargreaves.

2000).그리고 그 게 오랜 시간 혼자 일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동료 교

사와 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상호작용을 억제하는 료

이고 폐쇄 이며 개인주의화된 교사문화는 교사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지만,교사들 간의 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된다는

Britzman(1986)의 지 처럼(문 희,2005에서 재인용),개인주의 이고

료 인 학교 구조와 문화 속에서 교사들은 교수실천을 동료 교사와

력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교사 개인의 일로 여기게 된 것이다.Fullan

& Hargreaves(1996:11)의 말을 빌면,“나 홀로 주의”가 “일종의 습 ”

으로 교사들에게 자리 잡 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학교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수업장학과 같은 력 학습활동들은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주기보다는 력에 한 부정 인식을 남겨

것으로 보인다.다른 교사들과 장학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해 공개한

수업에서 의미 있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형식 인 피드백만을 들어야 했

던 경험들(이창형,1995;정 숙,2007;정혜림·허병기,2009)로 인해,그

지 않아도 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이 ‘개인주의의 갑

옷’(Fullan& Hargreaves,1996)을 더욱 단단하게 입게 된 것이다.상황

이 이 다 보니 교사들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가 함께 공부하자고 제의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 왔고(김성천,

2007;이선숙,2005;최수일,2009),이에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잘

형성되지 못해 왔다.학교는 교사학습공동체 운 을 한 풍부한 인

․물리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

온 개인주의 이고 료 인 풍토로 인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 이고 료 인 학교문화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을 막는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면,교사들의 순환근무제도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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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속을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된다(김성

천,2007).교사들이 학교 안에 교사학습공동체를 꾸려도 근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것이다.학교 밖 교사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는 것과 상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교사들의 유입이 용이한데 비해,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는 한정된 교사 인원과 순환근무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지속

인 참여와 새로운 교사의 유입이 쉽지 않음을 연구자들은 지 한다(김성

천,2007;이선숙,2005).그러나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교사들

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면,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지속 인

참여를 통해서보다는 많은 교사들의 드나듦을 통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 한 교사가 오랜 시간 꾸 히 참여하기보다는 여

러 교사들이 짧은 기간 참여하다 나가고 신 다른 교사들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를 들어,1999년 형성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사례를 연구한 김성천(2007)에

의하면,공동체에 참여했던 많은 교사들은 1〜2년 정도 참여 후에 자신

의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p.270)고 한다.꾸 히 활

동하는 교사들은 고,얻을 것 있나 없나 보고 가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는 이 듯,교사들의 지속 인 참여를 통

해서라기보다는 많은 교사들의 드나듦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러한 유지 양상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게 한다.즉,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순환근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몇 번 참여해 본 후 더 이상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이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학교 밖과 달리 인 풀이 충분하

지 않은 학교 안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짧은 기간 참여한 후 더 이상 교

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그 교사학습공동체는 소멸

되게 될 것이다.이런 으로 봤을 때,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문제에 한 다른 각도의 근이 필요해 보인다.뿐만 아니라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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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에 해서도 학습공동체의 유지 측면에 한 다각도의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교사들의 학습은 교직생애동안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할 활동인 만큼(소경희,2009)학교 안 의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과 유지에 해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

겠다.

나.교사 력

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은 ‘력’으로, 력은 교사학습공동체를 다른

교사 연수와 구분 짓는 핵심 인 특성이다.그런데 교사학습공동체를 둘

러싸고 이 ‘력’이 주요한 쟁 으로 두되고 있다.앞서 논한 바와 같

이,교사들이 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력하고자 해도 력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자체를 원천 으로 차단

한다.그러나 더욱 문제는 력할 기회와 시간이 마련되어도 교사들의

력이 제한 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Hargreaves,1994).

력이 필요하고 요하다고 하여 리자가 그러한 력을 주도할 경

우,교사들의 력은 표면 인 수 에서만 형식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Hargreaves(1994)는 한 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업 비를 한 력

시간을 마련해주자 교사들이 력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거나 보고용 결

과물을 만들어내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교사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가운데 력이 외부에서 부과되자 교사들의 력이

형식 이고 표면 인 수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력은 결코 시간만 있

으면, 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서경혜,2009).

오랫동안 같이 하며 신뢰를 쌓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가능

하다(서경혜,2009).그런데 이러한 고려 없이 외부에서 력이 부과되면

교사들이 형식 인 수 에서만 력하게 된다.Hargreaves(1994)는 이러

한 력을 일러 ‘인 력(contrivedcollegiality)’이라 칭하고 ‘문화

력(collaborativeculture)'과 구분하기도 하 다. 자가 규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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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지향 ,고정 , 측 가능한 성격을 띤다면 후자는 자발 ,발

지향 ,일상 , 측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박나실․장연우․소경희,

2015).특히 력이 이 게 인 으로 이루어질 경우,교사들의 력이

구체 이고 단기 인 실천에 한 것에만 머물고 실천의 원리나 목표에

한 비 반성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Hargreaves(1994)는 지 한

다.

력과 련하여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력

이 학교 일상으로 확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여러 연구들은 교사

학습공동체에서의 력이 학습공동체 활동 시간에만 이루어질 뿐 학교

일상으로 확 되지 못한다고 지 하고 있다(김송자․맹재숙․박수정,

2013;서경혜,2008;한 지,2014).서경혜(2008)는 학교 밖에서 력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는 여 히 혼자 일하고 동료들의 력

을 이끌지는 못함을 보고한 바 있고,학교 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교사학습공동체를 연구한 김송자․맹재숙․박수정(2013)과 한 지

(2014) 한 교사들의 력이 학습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보고한

바 있다.이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력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일정한 주제를 두고만 이루어질 뿐 다른 교사들과 학교 안의

여러 일들에 한 것으로 확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력과 련하여 제기되는 마지막 문제는 교사들의 력이 공동실천의

형태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여러 학자들은 공동실천을 교사

학습공동체의 특성으로 규명하고 있지만,실제로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공동실천을 보고하는 연구물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오히려

많은 연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 력이 부분 조언을 주고받

거나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수 에서만 이루어질 뿐,실천 수 에

서 상호작용해야 하는 공동실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서경혜,

2008;Little,1990;Rosenholtz,1989)보고하고 있다.교사들의 력이 공

동 실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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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실천에 있어 여러 난 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이론과 실천의 계

  교사학습공동체를 둘러싼 세 번째 쟁 은 이론과 실천에 한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기존 교사 연수의 안으로 그 가능성이 모색되어 왔

다(서경혜,2013;소경희,2009).학교 밖에서 외부 문가에 의해 형성된

지식을 수동 으로 달받는 교사연수를 통해서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교

실 상황에 합한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비 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서 이에 한 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주목받아온 것이다. 측 불가

능한 교실 상황에 합한 새로운 략과 지식을 획득하기 해서는 교사

들이 직 교실을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So& Kim,2013).교사들이 직

자신의 실천과 교실 맥락을 탐구하면서 자신들의 교수 실제에 한

지식을 창출할 필요성이 두된 것이다.특히 력 탐구가 교수 실제

에서 교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교사의 문성을 개발하는 잠재력을 지

닌 방법으로 제기되어 오면서(Cobbetal.,2003;Darling-Hammond&

McLaughlin,1997;So& Kim,2013)교사들의 력 탐구의 장으로 교

사학습공동체에 한 심과 기 가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동료들과 력하며 교수실제

에 합한 지식을 창출하기 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교과 교사들

이 교과교수법 지식을 창출하기 공동체를 이루어 교수 실제를 탐구하

기도 하고(김송자․맹재숙․박수정,2013;So& Kim,2013),온라인에서

서로 교류하며 학 운 과 학생 지도를 한 지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서경혜,2011).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은 어느 정도 자신

들의 실천에 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교사들이 교

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획득한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

다.교사학습공동체가 주로 학교 밖에서 형성되어 오면서 학교 밖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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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를 통해 획득한 지식이 학교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한 것이다.Meirink,Meijer& Verloop(2007)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

체를 통해 교사들의 인지 측면의 발달이 일어났으나 학습의 결과가 실

천으로까지는 잘 이어지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고,김성천(2007) 한 학

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학습이 평가의 벽,학교문화의

벽에 막 실천으로 제 로 옮겨지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다.학교의 연

간 일정이 정해져 있어 새로 배운 지식을 실천에 용하는 데 어려움이

큰 데다,입시 주의 교육 실로 동교과 교사들과 보조를 맞추어 약속된

진도를 함께 나가주어야 하며, 한 학교 밖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가에까지는 반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교사학습공동체가

두되었지만 교사학습공동체가 주로 학교 밖에서 형성되면서,이론과 실

천의 괴리 문제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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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심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의 형성과 유지 과정,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의 양

상,이를 통한 교사들의 변화를 살펴 으로써 여기에서 드러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과 실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 이다.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질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사례연구는 비교 분명한 특성과 경계를

갖고 있는 하나 혹은 복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왜”혹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Yin,

2014).사례연구는 ‘사례’에 한 연구라는 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나,특정한 상황이나 상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Merriam,1998)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

다.특히 사회 상 가운데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거나 련 이론이 아

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때, 련 사례에 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름 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미 ,2013;윤은 ․홍원표,

2015에서 재인용).연구자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연구가 충

분하지 않고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비교 분명한 경계와 특성을 갖는

다는 을 고려하여,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질 사

례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1.연구 상

가.연구 사례

연구자가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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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공립 학교(이하 들풀 학교)안에 치한 ‘독서토론모임’이다.독

서토론모임은 ‘들풀 교사들의 철학 공유’를 주목 으로 2009년 3월에

형성되었으며,교육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선정하여

함께 공부해 오고 있다.연구자는 2013년 1학기에 연구 실습의 일환으로

들풀 학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독서토론모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독서토

론모임이 들풀 학교의 변화와 깊은 련이 있음을 알고 심을 갖게 되

었다.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들에 주목하여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 다.

첫째,연구자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들풀 교사들만으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에 주목하 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공

동체의 경우 그 학교 교사들 뿐 아니라 외부 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운 되는 경우가 많다. 한 한 학교를 학습의 장으로 삼아 여러 학교

교사들이 모여 력 으로 학습하기도 한다.들풀 학교의 경우 들풀

학교 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삼아 인근 학교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는 교

사학습공동체가 여럿 있었다.그러나 연구자는 ‘학교 안’을 장소보다는

구성원의 의미로 보고 들풀 교사들만이 참여하는 독서토론모임을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둘째,들풀 독서토론모임이 교사 주도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에 연구자는 주목하 다.학교 밖 교사학

습공동체들이 부분 교사 주도로 형성되는 것과 달리 학교 안 교사학습

공동체들은 련 기 의 정책에 의해서나 외부 학의 주도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공동체는 ‘자연의지’에 의해 결합된다

(Sergiovanni,1994)는 에서 봤을 때 외부 주도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

체보다는 교사들의 주도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가 ‘가짜 공동체

(pseudo-community)’가 아닌 ‘진정한 공동체(truecommunity)’가 될 가

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학교 밖과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으로 봤을

때에도 학교 밖과 마찬가지로 교사 주도로 형성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

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셋째,연구자는 들풀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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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특성

1 공동체 목적 들풀  사들의 철학 공유

2 성원 들풀  사들

3 공동체 형성 주도 사 주도

4 공동체 유  간 7년(2009년 3월 ~ 2015년 12월 현재)

5 공동체 참여 인원 10명 이상(전체 사 55명 )

토론모임이 7년이라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라

는 에 주목하 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해서는 1년,2년의 짧은 기간 운 되어 온 교사학습공동체보

다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교사학습공동체를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더

할 것이라고 연구자는 단하 다.넷째,연구자는 들풀 독서토론

모임에 상당수의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에 주목하 다.아무리 오랫동

안 유지되는 교사학습공동체라 하더라도 참여 인원이 2〜3명 정도 수

이라면 풍부한 함의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들풀 독서토론모

임에는 정기모임마다 1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풍부한 함의를 끌어내기에 합할 것이라고 단하

다.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

습증진을 목 으로 력 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사 집단’이라는 개

념에 ‘이상 으로’(Goetz& LeCompte,1984)부합하는 사례라고 단하

다.요약하면,연구자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한 학교 교사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교사 주도로 형성되었다는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

다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의 개

념에 상당히 부합한다는 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 다.

독서토론모임의 이러한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Ⅲ-1>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주요 특성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이름 그 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교사들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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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공동체로,매달 한 권 정도 교육과 련된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

는 방식으로 운 된다.모임은 방과 후에 2시간 정도 열리며,들풀 교

사들이라면 언제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독서토론모임의 책은 리더

교사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오고 있는데,“들풀 교사들

의 철학공유”를 주요한 목 으로 하는 만큼 교사들의 철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선정하여 공부해 오고 있다.모임 기에는 딱히

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에 해 사회․문화․경제 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책들을 주로 선정해서 공부해 오다가,최근에는 교육철학자들의

교육이론이 담겨 있는 서 들을 주된 학습 텍스트로 선정하여 공부하고

있다.독서토론모임에서 그동안 선정되어 온 주요 도서들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나.연구 사례가 놓인 학교 맥락

질 연구는 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장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Spradley,1980).이에 이번 에서는 독서토론

모임이 속해 있는 들풀 학교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들풀 학교는 경기도 새롬시(가칭)에 치한 공립 학교로,1999년 6

월 1일 개교하 다.2015년 재 총 3개 학년 29학 에 814명의 학생이

재학 이며 학생 다수는 학교 주변 아 트단지에 거주한다. 체 교

원은 55명으로 교장 1명,교감 1명,수석교사 1명,부장교사 12명,일반교

사 20명,기간제 교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3).들풀 학교는 주변 교

통상황이 열악하여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50세

이상의 교사가 거의 없고 신임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공립 학교인 계로 매년 10명 내외의 교사들이 떠나고 새로 오

고 있으며,교장과 교감 역시 2년 내지 4년 주기로 계속해서 바 어 왔

다.

3)학교 황 출처:학교 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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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도서명*

2009

(야누스 코르착의) 아이들

핀란드 육혁명: 왜 핀란드 육인가?

드림위 : 소설로 읽는 유쾌한 철학 오디세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 론

공부도둑: 한 공부꾼의 이야

아무도 남을 돌  마라: 인문학의 눈으로  신자유주의의 맨얼

고뇌의 원근 : 서경식의 서양근대미술 행

외 다수.

2010

~ 

2012

예수전

내 목은 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원순 - 세 의 재판 이야

아  희망을 릴 때가 아니다

수업이 뀌면 학 가 뀐다

육개혁을 디자인한다- 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는 왜 사인가: 윤 형의 사탐

(비고츠키) 생각과 말

외 다수.

2013

~ 

2015

(비고츠키) 생각과 말

육과정·수업·거대담론 해체

한 영혼이 자라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 간디학 , 또 다른 움의 이정표

를 세워 온 15년의 록

비고츠키, 불협화음의 미학 

(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적 단 성학습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육으로부터의 해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세상의 사로 살다

 만들

(존 듀이의) 경험과 육

데리다 입문: 서  사상체계를 뒤흔든 데리다 사유의 이해

외 다수.

<표 Ⅲ-2>들풀 독서토론모임 도서 목록

 
* 도서명만 록함. 저자  역자, 출판사 정 는 <첨부> 참조

독서토론모임이 형성되던 2009년 당시 들풀 학교에는 료 이고 개

인주의 인 교사문화가 팽배해 있던 상태 다. 에서 떨어지는 많은 일

들로 인해 교사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고,그런 가운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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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건사고가 빈번하고 교장과 교사들 사이의 갈등까지 심화되어 교

사들 부분은 하루 빨리 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 다.그러나 독서

토론모임이 시작되면서 교사들 사이에는 서로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특히 2010년에는 들풀 학교가 신학교로 지정4)되면서 수업과

업무상의 폭 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배움

의 공동체 수업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료 이고 개인주의 인 학교 문

화에서 벗어나 민주 이고 력 인 문화를 형성해 가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학교 내외부의 거센 항을 받아 학교변화

가 축되기도 하 지만 그러한 항을 이겨낸 재,들풀 학교는 성공

인 학교변화를 이루어낸 표 인 사례로 유명하다.2014년에는 국

100 교육과정 최우수학교로 선정(교육부,2014)되기도 하 다.독서토

론모임은 이러한 학교변화와 깊은 련을 맺고 있다.

2015년 재,들풀 학교에서는 독서토론모임 외에도 수업연구회와

신연구회,수업보기모임 등의 교사학습공동체가 운 되고 있다.각기 고

유한 목 과 방식을 가지고 활발히 운 되고 있으며 독서토론모임과 유

기 인 계를 맺고 있다.이 수업연구회는 들풀 학교의 공식 교

사학습공동체로서 서로의 수업을 보고 배우기 한 목 으로 운 된다.

월 2회 정기모임이 이루어지며 들풀 체 교사들이 참여한다. 신연

구회와 수업보기모임은 비공식 교사학습공동체로서 각각 학교 신을

한 역량 강화와 수업 문성 발달을 목 으로 하고 있다.교사들의 자

발 참여를 토 로 운 되며 인근 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다.각각

월 2회,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이 교사학습공동체들은 독서토론

모임 형성 이후인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에 형성되어 각기 교사들의 학

습 증진과 들풀 학교의 변화에 고유하게 기여해 오고 있다.독서토론모

임은 비공식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에서 수업연구회와 구분되며,들풀

4)2010년은 신학교정책이 두된 기로서 그 구체 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던 때이다.들풀

학교는 독서토론모임이 토 가 되어 신학교정책과 배움의 공동체 학교 개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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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만이 참여한다는 에서 신연구회와 수업보기모임과 구분된

다.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에도 리더교사, 는 주

요한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다.

다.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해 선정한 연구 참여자는 총 15명이다.이 12명은 정

기 참여자들이며 3명은 비정기 참여자들이다.이 연구는 학교 밖 교

사학습공동체와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탐색

하는 데 주요한 목 이 있고,이를 해서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다양한 교사들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연구자는

정기 참여자들 뿐 아니라 비정기 참여자들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우선,사례 교사학습공동체가 한 학교에 있고 이에 연구 참여자들

이 한 학교에 모여 있다는 이 을 활용하여 정기 참여자 12명 모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한 비정기 으로 참여하는 교사들 3명을

추가 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폭을 확 시켰다.이

러한 연구 참여자 선정은 Goetz& LeCompte(1984:ch.3)의 사례 선정

방식 ‘모든 사례 선택’과 ‘할당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구체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

연구자는 연구 실습과정에서 알게 된 박 정 교사가 독서토론모임의

리더임을 알고 박 교사를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Patton,

1990)로 우선 선정하 다.연구 기에는 주로 박 정 교사와 면담이 이

루어졌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차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

요성을 느끼게 되어 박 교사에게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시켜 것을

부탁하 다.이에 박 교사는 장지연 교사,김수민 교사,안선미 교사,안

미경 교사,임보미 교사,이경진 교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교사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함에 따라 이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이 게

하여 이 교사들과 2013학년도 2학기에 한 차례 면담이 이루어졌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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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4학년도에 어들어 연구자는 독서토론모임을 비롯한 이 학교의

여러 교사 활동을 참여 찰하 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독서토론모임에 참

여하는 여러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연구자는 이

러한 친분을 토 로 다른 여러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김

민정,백승연,이화연,강정은,서나 ,권미진,이정은,정수연 교사는 이

러한 자연스러운 친분을 통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이다.

15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토론모임 참여 기간,교직 경력,들풀 학

교 근무 경력,담당 교과와 담당 학년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다.교과

측면을 우선 살펴보면,연구 참여자들 국어 교사가 6명,수학 교사 2

명,한문 교사 1명,가정 교사 1명, 어 교사 1명,과학 교사 3명,역사

교사 1명이다.국어 교사가 6명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여러 교과 교사

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들은 한 교직 경력 측면

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가 5명,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교사가

6명,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4명으로 다양한 경력의 교사가 고루 분포

한다.이러한 다양성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구성

원들 12명은 학교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는 맡았던)교사라는

에서 공통 을 갖는다.마지막으로 특이할만한 은,한 학교에서 최장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기도 등교원 정책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

일부는 7년 이상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는 이다.박 정,

이경진,장지연,김민정,김수민 교사들이 이러한 사례에 속하는 교사들

로서 김수민 교사를 제외한 네 명의 교사들은 모두 독서토론모임 창립

멤버들이다.자세한 연구 참여자 황은 <표 Ⅲ-3>과 같다.

15명의 연구 참여자 외에도 연구자는 교장,교감을 비롯한 이 학교의

여러 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 다.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 교사

학습공동체가 놓인 학교 맥락을 이해하기 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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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연구 참여자 명단

 
이름

(가명)

독서토론모임

참여 간
경력

들풀  

근무경력

주요 

*

담당

과
비고 **

1 현정 2009- 현재(7년) 25년차 9년차 수석 사 어 리더(운영자)

2 장 연 2009- 현재(7년) 8년차 8년차 학년부장 영어 정 적 참여자

3 이경 2009- 현재(7년) 27년차 9년차 혁신부장 어 리더

4 민정 2009- 현재(7년) 14년차 7년차 학년부장 역사 정 적 참여자

5 안선미 2009-2013(5년) 12년 6년 혁신부장 수학 리더

6 수민 2011- 현재(5년) 27년차 9년차 무부장 어 리더

7 승연 2012- 현재(4년) 15년차 4년차
육과정부

장
어 정 적 참여자

8 이화연 2012- 현재(4년) 16년차 4년차 학년부장 어 정 적 참여자

9 안미경 2012- 현재(4년) 21년차 4년차 학년부장 과학 정 적 참여자

10 임 미 2013- 현재(3년) 3년차 3년차 - 수학
비정 적 

참여자

11 강민선 2014- 현재(2년) 12년차 2년차 학년부장 어 정 적 참여자

12 서나현 2014- 현재(2년) 10년차 2년차 - 과학 정 적 참여자

13 미 2013- 현재(3년) 21년차 3년차 연 부장 한문 정 적 참여자

14 이정은 2014- 현재(2년) 4년차 2년차 - 과학
비정 적 

참여자

15 정수연 2015(1년) 2년차 2년차 - 가정
비정 적 

참여자

* 모든 자료는 2015년을 으로 록하였으나, 주요 은 연  간인 2013년, 

2014년, 2015년  연  참여자가 맡았던 들  주요한 것을 록함.

** 비고는 참여 찰과 사면담을 근거로 분하여 록함.

2.자료 수집

이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

졌다.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비 조사 기간으로,이

기간 동안에는 독서토론모임이 놓여 있는 학교 맥락과 독서토론모임에

한 기 정보를 악하기 한 작업이 수행되었다.리더 교사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들풀 학교 맥락을 이해하기 해 노력했으며 몇몇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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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론모임 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 다.2013년 12월부터 2015

년 7월까지는 본 조사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

지,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양상,이를 통한 교사들의 변화 경험

에 한 자료 수집이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독서토론모임에 한 참여

찰이 집 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들과의 면담도 이 기간에 더욱 집

으로 이루어졌다. 한 들풀 학교의 여러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사들

의 수업에 한 참여 찰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하 다.2015년 8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추가조사기간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

정에서 서로 진술이 어 나거나 이해가 미흡한 부분에 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 다.

가.심층면담

연구자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 는지 이해하기 해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15명의 연구 참여자와 각각 1회 내지 2회씩,회

당 평균 1시간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리더인 박 정 교사와는 10여

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면담은 주로 교사들이 근무하는 교무실에서 교

사들의 공강 시간과 심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학기 에 교사

들이 무 바쁠 때는 방학 독서토론모임교사연수의 쉬는 시간을 활용

하여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 다.집 인 면담 시간 외에도 필요할

때 짧은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 다.

면담은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연구문제

가 구체화되고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차 ‘반구조화된 면담’의 형태

로 이루어졌다.비구조화된 면담에서는 개방 인 질문을 통해 교사 개인

마다의 고유한 맥락을 먼 이해하고자 하 고 평소에 명시 으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던 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경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 다.

교사들은 이러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들풀 학교에서 겪게 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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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을 먼 풀어내었고 차 독서토론모임에 집 하여 독서토론모임

을 통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반구조화된 면담은 자료 분석과 순환

으로 이루어졌는데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각각의 범주에 한 이

해를 깊이 하고자 하는 데 을 맞추었다. 한 면담자료를 교차 분석

하면서 교사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해서는 구조화된 면담

을 실시하여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를 얻고자 노력하 다.모든 면담은 연

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나.참여 찰

연구자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과 그것의 실천 의미를 이

해하고자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비롯한 들풀 학교의 여러 활동들을 참

여 찰하 다.먼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을 이해하기

해 독서토론모임을 9회 참여 찰 하 다.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

지,학기 에 열린 독서토론모임을 참여 찰하 고 2014년 8월에는 3박

4일로 열린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의 방학연수를 참여 찰하 다. 한 연

구자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놓여 있는 학교 맥락과 독서토론모임이

교사들의 실천과 여러 학교 활동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독서

토론모임 참여 교사들의 수업과 들풀 학교의 여러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들을 참여 찰하기도 하 다.종종 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사들

의 심식사 장면을 참여 찰하기도 하 다.

연구자는 Spradley(1980)의 구분에 따른 ‘보통 수 ’의 참여 찰을 실

시하 고5),수업 일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화/녹음하 다.이 독서토론모임의 녹화/녹음 자료는 모두 사하

5) Spradley(1988)에 하  참여 찰  연 가 찰하는 사람들과 어 활동 에 개 하는 

정도에 라 전 참여 , 적극적 참여 , 보통 수  참여 , 수동적 참여 , 비참여 찰 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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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 고,학교 맥락 이해를 해 참고 으로 참여

찰한 수업과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녹화/녹음 자료는 사하지 않

고 장노트를 참고하거나 필요시 다시 듣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활용하 다.

다. 지자료 수집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월 1회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이다.연구자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독서토

론모임을 참 해온 바,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을 이해하기 해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이 공부한 서 들을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한 독서토론모임이 이루어지는 학교 맥락을 이해하기 해 교육과

정문서와 교사들이 제작한 활동지, 의회 자료,교사 서 등을 지자

료로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3.자료의 분석과 해석

질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자료 수집과 함께 순환 으로 이

루어지는 과정이다(조용환,1999).기술,분석,해석은 개념상 는 방법

상으로 구분되는 작업일 뿐 실제 연구 맥락에서는 이 세 작업이 복합 ,

순환 ,상호보완 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조용환,1999).연구자 한

복합 ,순환 ,상호보완 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해 나갔

다.즉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연스럽게 는 의도 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 나갔으며,이러한 분석과 해석의 결과를 다음 자료 수집에 반

하 다.이 듯 본 연구에서의 자료의 수집과 분석,해석은 순환 인 과

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全)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 세 작업은 각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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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에 집 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먼 자료의 수집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집 으로 이루어졌다.이 기간 동

안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지속 으로 이루어긴 했지만 이때의 자료의 분

석과 해석은 주로 더 충실한 자료 수집을 한 과정으로 간주되었다.이

기간에 연구자가 더욱 집 한 것은 자료의 수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집 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2015년 7월

부터 2016년 1월까지이다.이 기간 2015년 11월까지는 자료의 해석보

다는 분석 작업이 더 집 으로 이루어졌고 2015년 12월부터 자료의 해

석 작업이 더 집 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연구의 마지

막 단계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계속해서 순환 인 과정을 거치며 동

시다발 으로 이루어졌다.자료의 분석과 해석 단계에서도 자료수집 활

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연구자는 자료를 집 으로 분석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

거나 연구자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해 연구 참여자들과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 다.그러나 이 기간에 연구자가

더욱 집 한 것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다.

이 에서는 분석과 해석 단계에서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과정을 구체 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먼 자료의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연구자는 Strauss(1987)의 ‘개방 코딩(opencoding)’,‘

추 코딩(axialcoding)’,‘선택 코딩(selectivecoding)’을 토 로 분석

작업을 수행해나갔다6).먼 기 분석은 개방 코딩을 통해 이루어졌

다.개방 코딩을 해 연구자는 먼 사된 자료를 에믹(emic)하게

읽어나갔다.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 에서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독서토론모임이 놓인 학교맥락과 연구 참여자 각각이 놓인 맥락을 이해

하고자 하 다.이 과정에서는 특히 학교맥락과 연구 참여자들의 맥락을

6) 개방 코딩은 아무런 제한 없이 범주들을 설정,검토해보는 방식이며, 추 코딩은 범주 하

나하나를 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범주들을 수렴시켜 나가는 코딩 방식이다.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은 지 까지 검토한 모든 범주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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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이해하기 해 본 연구주제와 크게 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갔다. 사 자료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연

구자는 자료에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부분들에 개념을 붙이고 련 있

는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을 해나갔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

구자는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지’,‘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 양

상과 교사들의 변화’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가 도출된 후에는 “ 심 범주를 축에 놓고 련 범주들의

계를 악하는”(Strauss,1987;조용환,2008에서 재인용) 추 코딩을

해나갔다.이를 해 연구자는 먼 사 자료를 읽어가면서 연구주제와

더 하게 련된 내용들을 추출하여 분류하 다.이후 추출된 자료와

동 상 자료를 반복 으로 읽어가면서 에틱(etic)코딩을 하 다.즉 연

구자가 보기에 의미 있는 것들에 개념을 붙여나가면서 다시 범주를 나

고 묶는 코딩 작업을 해 나갔다.이를 통해 연구자는 각 연구문제별로

범주를 완성해 나갔다.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계속해서 연구주제와

연구목 을 검토하 으며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연구문제에 한 의미

확인 작업을 지속해 나갔다.이러한 작업을 통해 좀 더 정교해진 으로

자료를 코딩하고자 하 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자료를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는 선택 코딩을 수행하 다.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더욱

세 하게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같은 범주로 분류된 자료들 사이의 차이

을 악하기 해 노력하 다.같은 범주로 분류된 자료들이라도 각기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료들 사이에 차이 이 있을 것인

바,연구자는 선택 코딩을 통해 자료들 각각의 구체 인 의미를 악

하고 자료들 사이의 차이 을 이해하고자 하 다.이를 통해 연구자는

논문의 세 한 논리구조를 세워나가고자 하 다.

자료의 분석이 ‘상의 구조를 악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해석은

‘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조용환,2012:57). 한 분석이 자료

를 ‘변환하는(transform)’ 작업이라면, 해석은 자료를 ‘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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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작업이다.즉,해석은 특수사례의 경계를 넘어서서 보다 일

반 인 의미와 용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며,자료를 보다 포 ,거시

,주 인 맥락에서 통찰하는 작업이다(p.46).연구자는 이러한 성격

을 가진 자료의 해석을 해,먼 연구주제와 연구목 ,문제의식을 확

인하는 작업을 반복하 다.그런 후 구조화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어가

며 그 의미를 악하기 해 노력하 다.이를 통해 연구주제를 벗어나

지 않는 해석을 하기 해 노력하 다. 한 자료의 해석은 연구자의 목

소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업인 만큼 연구자는 자료의 해석이 타당한지

계속해서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하 다.자료의 해석이 타당한지 계속해

서 자문하 고,학문 통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럴듯함’을 인정

받을(조용환,2012)만한 것인지 계속해서 검토하 다.마지막으로 분석

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잠정 인 결과를

보여주고 검토(membercheck)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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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 예비 조사

-연  참여자 선정  면담

-리더 사( 현정) 수업 참

-현 자료 수

-개 적 코딩, 추적 코딩

*

조

사

2014

*  조사  

-독서토론모임 참여 찰

-연  참여자 추가 선정  면담

- 존 연  참여자 추가 면담

- 사들 수업 참

-들풀 학 의 여러 사학습공동체 참여 찰

-현 자료 수

-개 적 코딩, 추적 코딩

-이론적 경 검토, 선행연 검토     

2015

*  조사

-독서토론모임 참여 찰

-연  참여자 선정  면담

- 존 연  참여자 추가 면담

-현 자료 수

-개 적 코딩, 추적 코딩

-이론적 경 검토

* 자료 분석  해석과 추가 

조사

-개 적 코딩, 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

-추가면담 

-이론적 논의 탐색

- 쓰

<표 Ⅲ-4>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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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지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2009년 3월에 교사들의 자발 인 힘으로 형성

되어 2015년 12월 재까지 7년이라는,꽤 긴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참여 인원도 지 않아 독서토론모임에는 항상 열 명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다.본 장에서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

토론모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이 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1.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들풀 교사들의 철학공유”를 해 교육에

한 이론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이다.교사들

은 학교 변화에 한 바람과 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심,답답한 학

교 일상에서 소통에 한 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을 함께 시작하

다.

 

가.학교 변화에 한 바람

독서토론모임이 시작할 수 있었던 데는 학교 변화에 한 교사들의 바

람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교육에 해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은 “지 교육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 독서토론모임을 꾸렸다.

교육에 한 문제.‘지 교육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던 것 같고요.그래서 아마, 반 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인 측면에서 야 돼서 처음에는 교육에 직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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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사회 인 에서 보는 거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장지연,2015년 11월 20일,면담)

오랜 시간 교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육에 해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

게 된 교사들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교육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자 하 다.독서토론모임을 하기 에도 동료 교사들과 자주 만나 학교

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해 얘기하곤 하 지만 이러한 얘기만 가지고는

“도 체 무엇이 문제인지”제 로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이에

교사들은 “문제다,문제다”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선 교육

의 문제가 도 체 무엇이며”,“어떻게 복원해 나갈지”책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 다.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학교 축제 때 같이 공연하고 연습하고.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니까 같이 학교 내 문제,교육의 문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그래서 독서토론을 하자.책을 읽

자.제가 제안을 했죠.“‘우리가 딛고 선 교육의 문제가 뭔가?’한 번

생각을 해 보자.”했지요.( 략)무조건 망가졌다 망가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 건지 (같이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했었죠)

(박 정,2015년 10월 9일,면담)

독서토론모임을 제안한 박 정 교사는 “함께 책을 읽고 얘기하다 보면

함께 나아갈 길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 감을 가지고 있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내가 나의 수업을 바꿔보고 싶어요.그래

서 하나씩 둘씩 바꿔나가요.( 략)그러다 학교를 바꿀 기회가 주어졌

을 때 이 사람들을 주체로 쓰면 이 사람들 주체로 세우면 기꺼이 나와

요.왜냐하면 지속 으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 으니까.

(박 정,2014년 2월 17일,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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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보면”자신의 수업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기회가 닿을 때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도 할 수 있지 않겠

는가 생각한 것이다.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이 학교의 변화로 이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박 교사는 최소한 학교변화의 가장 기본

인 요건인 교사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일을 독서토론모임이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자발성은 그 사람의 자발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을 깔아줘야 되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발성을 펼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타나는 자

발성은 일반 인 교사가 갖기 힘들어요.그 다면 TFT로 업무로 구성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개인의 성장보다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거 요.

일의 지속선상에서 학교의 교사들한테 일을 자꾸 지시를 하는 거죠.반

면,(독서토론모임은) 군가가 모았겠지만 학교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는 지들이 뭐 하겠다고 모인 거 요.책을 읽겠다고 모인 거 요.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 학교 바꿔보자.수업 좀 바꿔보자’시작하면 그거 자

발성이거든요.

(박 정,2014년 2월 17일,면담)

이와 같이 독서토론모임은 교육에 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함

께 “책을 읽고 얘기하면서”“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생각해 보고자,이

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시작한 것이다.

나.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심

독서토론모임의 형성에는 “지식인”으로서 교사들의 공부에 한 심

도 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책을 읽고 얘기해보자”는 박 교사의 제

안에 동료 교사들이 기꺼이 동참을 결정하 던 건 “지식에 한 갈증을

느끼고”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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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지식인이잖아요.지식인은 항상 지식에 한 갈증이 있잖아요.그

런 것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내가 교사로서 철학 바탕이나 이론 바

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임용고시로서는 하기

힘들잖아요.‘그런 것에 한 바탕을 계속 고민하고 싶다.’라는 측면이 있

지 않았을까 싶어요.교사가 지식인이라는 측면은 확실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장지연,2015년 11월 20일,면담)

독서토론모임에서 함께 공부하며 “철학 ·이론 바탕”에 해 “계속

고민해보고”싶었던 것이다.안선미 교사 역시,책을 읽자는 박 교사의

제안에 “ 학 다닐 때 독서모임 하듯이”“한 번씩 책도 읽고 얘기 나 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아무런 “ 항감”없이 독서토론모임 참여를 결정하

다고 한다.

연구자:박 정 선생님이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왜

참여를 하게 을까?(그게 궁 하거든요.)

안선미:독서모임 한다는 거가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좋잖

아요.“한 번씩 책도 읽고 얘기 나 면 좋겠다.”그런 생각을

했던 거 고.아무런 항감 없이 했거든요. 학 다닐 때 학습

모임 하듯이 우리도 공부하자 (이런 거 으니까.)

연구자:그러셨구나.별로 뭐 크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책

읽고 얘기해 보고자?

안선미:그 죠.그거를 어떤 목 의식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학습모임

을 같이 해보자.책은 여럿이 사고 모임은 몇 명이 안 와도 좋

으니까 유지를 하자 해가지고.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책은 어도 사 보는 그런 분 기로 변해갔죠.

(안선미,2015년 11월 11일,면담)

어떤 “목 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그 “학습모임을 같이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이 듯,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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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론모임은 지식인으로서,교사들의 공부에 한 자연스러운 심 속에

형성되었다.

다.소통에 한 기 감

마지막으로,독서토론모임의 형성에는 교사들의 ‘소통에 한 기 감’

이 작용하고 있었다.우리나라 많은 학교들의 교사 문화가 그 듯,2009

년 당시 들풀 학교에는 고립 이고 료 인 교사 문화가 학교 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김교사:꿈꾸는 거를 실 해내려면 이런 실 인 것들을 헤쳐 나가야 되잖

아요.제도나 아이들과나 어떤 행정 인 거나.그런데 그런 데 있

어서 무 지게 되니까.무 지는데 그거를 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고.

연구자:동료 교사들하고 상의하거나 (하실 수 없어요?)

김교사:그런 계가 끈끈하거나 그 지 않고 업무 으로 만나는 것.

는 살짝 냉기가 돌기도 하고 사실.

박교사:그리고 돌잖아.이 사람하고 끝까지 계 맺을 것도 아니고 3~4년.

3년도 아니야.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

김교사:그러니까 당히.

박교사: 당히.친하지도 않고 안 친하지도 않고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변죽만 울리는 정도지.

김교사:껄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연구자:깊이 계 맺기가 되게 어려운.

(김수민,박 정,2013년 11월 1일,면담)

교사들이 서로 돕고 력하기보다는 서로 “불편하지 않은”선에서

당히 “업무 으로만”만나는 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특히 그

당시 교사들은 에서 떨어진 사업들을 해내느라 “힘든”시간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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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시범학교 운 으로 여러 “게시 용 자료들”을 만들어 내거나 학

생들 사건사고를 수습하느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다.

(독서토론모임 시작하기)1년 에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를 했어요.그

때 했던 건 무조건 활동지를 쏟아내는 거 어요.아침마다 만들어 내는

거.마음공부 활동지.한자 활동지. 어 활동지.10년 후의 나의 모습

그려내기.교장 선생님이 무 역량이 넘치니까 그런 걸 다 쏟아 부은

거 요.이 에 해오던 여타의 시범학교처럼,뭘 개 할 것인가가 아니

라 엄청난 게시 용 자료들만 만들어내는 시범학교를 한 거 요.그거

를 교장이 끌고 가고 우리는 따라만 간 거 요.하라니까 하고.힘들어

죽겠는데 소리도 못하고 하고 그랬어요.

(이경진,2015년 7월 6일,면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정말 방송에 근무하시

는 분이라면,바로 뉴스거리인 일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사고 많이

치거든요.안 보이는 데 가서라도 쳐요.어떻게 에 지를 달리 푸느냐.

어떻게 애들을 바르게 하는냐의 차원인 것 같은데요..

(안선미,2013년 11월 8일,면담)

이와 같이 독서토론모임 형성 당시 들풀 학교에는 고립 이고 료

인 학교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교사들은 상당히 “힘들고”“숨 막

히는”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이런 상황 가운데 독서토론모임이 제안되

자 교사들은 ‘소통에 한 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좀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학교자체 상황이 무 열악하

고 힘들었었고,교장선생님의 어떤 폭압 속에서 선생님들끼리 자잘한

모임들도 없었고.그런 통로가 없었어요.굉장히 숨 막 있었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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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어요.) ( 략)교사들끼리 소통하는 부분이 되게 없었었거든

요.우리들끼리.그걸 함께 나 수 있는 자리로 꾸려지게 된 게 독서

모임이었고요

(이경진,2014년 2월 17일,면담)

료 이고 개인주의 인 학교문화로 인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형

성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이 경우 료 이고 개인주의 인 문화가

오히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을 추동하고 있었던 것이다.독서

토론모임은 답답한 일상을 떠나 잠시 “외출”할 수 있는 장으로 교사들에

게 다가가고 있었다.

2.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유지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학교 맥

락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로모임은 7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들풀 독서토론모임이 이 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변화 지속에 한 교사들의

갈망,참여 교사들의 만족,리더 교사들의 리더십,개방 이고 유연한 공

동체의 성격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함께 일구어낸 소 한 학교변화와 그 지속에 한 갈망

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유지는 학교변화와 깊은 련을 맺고 있었다.

들풀 학교는 2010년 한 차례 인 학교 신을 이루어 낸 바 있다.

학교 신을 통해 수업의 변화를 이루었고, 료 이고 개인주의 인 학

교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이고 력 인 학교로 변모하게 되었다.이 과

정에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학교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고 학교변

화의 어려운 부분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나갔다.그리고 그 게 이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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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변화가 지속․발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독서토론모임은 이들의 이러

한 학교변화 지속에 한 갈망 속에 지속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이

에서는 이에 한 자세한 이해를 해,먼 들풀 학교가 2010년 당

시 어떠한 학교변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독서토론모임이 어떠한 역

할을 했는지 먼 살펴본 후,독서토론모임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학교변화 지속에 한 교사들의 갈망’에 해 이해하고자 한다.

(1)함께 일구어낸 소 한 학교변화

독서토론모임이 시작되고 1년 후,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의 바람은 실

이 되었다.“책을 읽고 얘기하다 보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까?”했던 학교 변화에 한 막연한 바람이 실로 이루어진 것이다.1

년 동안 꾸 히 책을 읽고 토론하며 교사들은 ‘공공재(公共財’)로서의 학

교철학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당시 두

된 신학교 정책 도입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갔다.

우리학교 교사들이 앎의 작업을 1년 동안 하면서 신학교 비를 했던

겁니다.여기에 해서 비 을 공유하기 해서 끊임없이 독서토론을

했고요.( 략)1년 동안 비 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학교란 어떠해야

하는 것이냐에 한 생각이 바로 공공재(公共財) 어요.그 게 봤을

때,배움의 공동체 철학이 맞아 떨어진 거 고요.

(박 정,2014년 8월 2일,방 연수 ,참여 찰)

신학교 정책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학교변화를 한 학교개 모델을 함께 검토하기도 하 고 동료교사들을

설득하기도 하 다.

연수 들어보자. 신학교 이런 게 9월부터 만들어졌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한 번 해보자라는 신에 한 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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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독서모임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경진,2014년 2월 17일,면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 교사 90% 이상의 찬성을 이끌며 신학교정

책을 채택하기로 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2010학년도 들어 배움의 공

동체 학교 개 모델을 도입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게 되는 과정에서 구

보다 ‘솔선수범’하여 수업을 공개하 고 이를 통해 들풀 학교 교사 체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는 문 학습공동체 학교로 변화하는 토 를

마련하 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려면 반드시 수업 공개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서 비된 교사들이 빛난 거죠.제가 제일 먼 수업을 공개하면 그 다

음 안선미,그 다음 박희진하면서 독서토론 교사들이 이 번호 기

가 되었죠.( 략)교사들이 ‘가 수업 공개를 해?’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메신 를 보니,이 게 많은 교사들이 수업 공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쩌겠어요?‘수업 공개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겠죠.이 게 일을 풀어갔습니다.

(박 정 3.2013년 6월)

‘공공재’로서의 학교철학을 공유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이 학교를 변화

시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수업을 공개하는 일을 앞장서

서 함으로써 들풀 학교의 력 문화 형성을 견인하 던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룬 학교변화는 이 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

과 “기쁨”을 교사들에게 안겨주었다.10년,20년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

교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교사로서의 꿈을 고 실에 응하는 것

이 순리다.”를 연신 깨우쳐 온 교사들에게 학교변화를 통한 교사와 학생

의 변화는 감동 인 일이었던 것이다.

(2)학교변화 지속에 한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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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화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변화를 직 목격한 교사들은 자신들

이 일구어낸 변화를 소 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기

를 바랐다.

우리는 해야 된다.왜냐면?정말 소 하니까.개 이 소 하니까.지

까지 우리가 일군 성과를 무 뜨리기에는 우린 무 아깝다.

(박 정,2014년 2월 17일,면담)

그런 것도 있어요.(사람은)내가 쏟아 부은 것에 한 계속 인 발

을 원하잖아요.기업을 일구어낸 사람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내가 쏟아 부었던 열정과 이런 수업에 한 신이 지속 으로

되야겠다.’라고 하는.

(장지연.2014년 8월 4일,면담)

자신들이 “쏟아 부은”“소 한”이 변화가 “지속되고 발 하기”를 바

라고 있었던 것이다.특히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철학의 공유가

요했다는 것을 경험한 교사들은 계속 인 변화를 해서도 철학을 공유

하는 일이 역시 요하다고 생각하 다.

교사들한테 제일 요한 게 철학.수업에 한 철학,학교에 한 철

학,교육에 한 철학.( 략)어떤 활동 하나에도 철학이 있잖아요.소

풍 하나를 가더라도.( 략)교육철학과 우리학교의 철학. 신학교의

철학.나의 철학.같이 타 하고 함께 나가는 공유의 노력이 필요해요.

(박 정,2013년 9월 13일,면담)

학교 변화를 지속하기 해서는 계속해서 “학교의 철학,나의 철학을

타 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사들은 독서토론

모임의 참여가 자신을 학교변화에 더 극 으로 만든다고 여기고 있었

고,독서토론모임이 없다면 “교사들의 화가 다 사 인 얘기로 흘러갈



-49-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자:독서 모임을 통해 많은 변화를 공유하셨잖아요.독서 모임의

참여 때문에 학교 변화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장지연:그럼요.아무래도 그 겠죠.왜냐하면 자기가 교사로서 고민한

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극 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

고,그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업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더 함께 하려고 하고.그런 건

확실히 있겠죠.그 안에서

(장지연,2013년 11월 22일,면담)

연구자:선생님들이 자주 모이시는 것 같은데 독서모임이라는 정기 인

시간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권미진:네.독서모임이 없다면 다른 모임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독서토론모임이 없다면,다른 모임을 할 때 교사들끼리 나 는

얘기가 지극히 사 인 얘기나 그런 걸로 가버리지 않을까?

연구자:독서토론모임 없이 그냥 개별 인 만남을 한다면요?

권미진:네.사 인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연구자: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게 될 거

라고 생각하세요?

권미진:그 게 되기 쉽지 않을까요?어 든 자극인 것 같아요.그걸로

모여서 수업이나 우리 학교 모습에 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

고,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게 맞나.지 까지 해왔던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데,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해왔던 것들을

검하며 ‘이거 해야 되는 거야?’질문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면

바꿔보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권미진,2015년 7월 6일,면담)

독서토론모임이 자신들이 정체되지 않게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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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나 우리 학교 모습에 해”“다시 한 번 이게 맞나”생각해보는

계기를 독서토론모임이 마련해주면서 학교변화를 진하게 된다고 교사

들은 여기고 있었다.이에 교사들은 학교 변화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으로 독서토론모임을 지속해 나왔다.

나.함께함과 내 성장에 한 만족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이 소 하고 이를 해 독서토론모임을 하는 것

이 요하다지만 사명감만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교사학습공동체의 지속을 해서는 구성원들의 내 욕구가 충

족되는 것이 요하다.더구나 승진 수와 연수 시간 부여와 같은 외

보상이 없는 자생 (self-organized)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구성

원들의 내 욕구의 충족은 공동체 유지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성을 토 로 하는 자생 교사학습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심을 충족

시키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차 해체되는 것이다(Nickols,2003).이

런 에서 봤을 때,자생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

해 교사들이 느끼는 만족은 독서토론모임을 유지시키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교사들과 교육이론이 담긴 텍

스트를 읽고 공부하는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생각과

말⟫,⟪비고츠키,불 화음의 미학⟫,⟪창조 집단지성학습⟫등,교육

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을 매개로 서로 깊은 얘기를 나 수 있다

는 자체,그리고 이를 통해 내 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한 만족감이 컸

다.

(1)함께함에 한 만족

참여 교사들이 독서토론모임에 해 만족하고 있는 주요한 것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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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과 함께 한다는 이었다.“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사람들.함께

하는 사람들!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라는 이화연 교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 함

께 한다는 것에 큰 만족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들풀 학교에는 2010년 이후,학교변화를 통해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일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 독서토론모임이 아니어도 수

업연구회나 일상에서 빈번히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상태 다.

즉 독서토론모임 아니어도 교사들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독서토론모임에서 ‘함께함’에 한 만족을 느끼면

서 지속 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이에 해 교사들은 이구동성으

로,독서토론모임이 수업연구회나 일상에서의 함께함과는 다른 종류의

함께함의 만족을 다고 하 다.

수업연구회나 연수는 막 내 걸 끄집어내서 서로 이야기하는 편안한 자

리는 아니잖아요.물론 연구회와 연수가 주는 나름의 만족도 있고 채워

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독서토론

모임이 채워줘요.)물론 평상시에 동료교사들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독서토론모임은 조 더 심화되고 심도 있는 그런 자리이고,고

민되는 것들에 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

요.같은 핵심을 쭈∼욱 같이 잡아가면서 함께 가는 거니까 든든하죠.

( 략)얘기를 나 면서 ‘잘하고 있구나!’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이 게

해야 되겠구나!’반성도 하게 되고.

(이화연,2014년 8월 4일,면담)

공식 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속의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할 수 없

는 것과 달리 독서토론모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일상에서는 심도 있

는 논의를 하기 힘든 것과 달리 독서토론모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즉 “책이라는 소통의 통로”를 통해 수업연구회나 일상에서는 나

기 힘든 이야기를 나 수 있는,“ 다른 목마름을 채워주는”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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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모임이라고 교사들은 여기고 있었다.

특히 독서토론모임에는 들풀 학교의 변화를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인 교사들이 거 참여하고 있는 만큼,교사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교사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한 만족이 컸다.“학교를 변화시켜 나

가는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만큼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가 에 있게 되는”것에 해 큰 힘을 얻게 된다

는 것이다.

같이 이야기를 나 니까 거기서 공유가 일어나더라고요.같은 생각

을 하고 있는 동료가 에 있어지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에서 힘을 얻

는 것 같아요.( 략)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작은 거라

도 같이 하는 군가가 에 있다라는 것. 는 그게 좋더라고요.(

략)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느 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

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김수민,2013년 11월 1일,면담)

독서토론모임은 같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과 “책”을 매

개로 “속 얘기를 꺼내가며”“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를 통

해 동료 교사들과의 “신뢰”와 “동료애”를 구축할 수 있는 장으로 교사들

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2)내 성장에 한 만족

교육이론이 담긴 서 들을 읽고 토론하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얻는 다른 만족은 내 성장에 한 것이었다.교사들은 독

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을 통해 내 성장을 지속 으로 경험하고 있었

다.교육이론이 담긴 텍스트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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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새로운 학교에 와서 응하면서 한 학기는 정신없이 흘러갔

고,2학기에 ⟪생각과 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되게 두꺼운 (책이어

서)쉽게 독서토론에 못 들어가겠는 거 요.그러다 한 번,우연히 시

간이 되서 갔어요.갔는데 다른 거 요.내가 책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거기에 가서 책에서 나의 수업이나 나의 교실로 가져갈 수 있

을만한 얘기들을 나 는 거 요.‘어?이거를 계속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냥 뭐 나도 모르게 끌리는.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

게 된 거죠.

(이화연,2015년 7월 6일,면담)

“되게 피곤해도 독서토론모임에 가면은 분명히 뭔가를 얻어오지만 참

석을 안 하면 얻어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독서토론모

임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얻어 오는 것이 무 많고”“ 무 필요하

다.”고 이화연 교사는 이야기하 다.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자신이 하

고 있는 실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철학”이 정립되어

간다는 것에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교육에 해 생각해볼 수 있

는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실천에 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철

학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다. 를 들어 장지연 교사

는 독서토론모임이 자신의 실천에 “이론 뒷받침”을 해줘서 좋다고 하

다.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단하기 어려운데 “인증된 책에” 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는 반 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실천하고 있는 교사 생활에 이론

인 뒷받침을 계속 해줘서 좋아요.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확신이 서지 않고.인증된 책에 그런 게 나와 있으면 도

생각하게 되잖아요.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장지연,2013년 11월 22일,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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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교사의 경우는 독서토로모임을 통해 “교육철학이 성장한다.”는

것에 한 만족감이 컸다.“교육철학이 성장한다는 느낌?‘내가 이 습니

다.’말로 표 하지는 않아도 안에다 나를 단단하게 쌓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다.

서나 :내가 읽는 책이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느

낌.

연구자:성장한다는 그런 느낌?

서나 :확실히 그게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그게

없으면 시간 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그 지만

‘나는 여기 모임에 가야 되고 책을 읽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나 ,2015년 6월 24일,면담)

이와 같이 교사들은 내 성장에 한 만족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

에 지속 으로 나오고 있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Hippetal.(2008)이 교

사들의 지속 인 성장이 교사학습공동체 유지의 주요한 요인임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지식인”으로서 배움에 한 갈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에게 독서토론모임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장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더 교사들의 리더십

공동체가 지속 발 하기 해서는 특정한 목표와 가치를 표방하며 교

사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면서 모임을 이끌어가기 한 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김성천,2007).그러나 학교 안에는 이러한 일을 해낼 경륜과

문성을 갖춘 리더가 부족한 상황이다(김성천,2007).그러나 들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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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는 학교를 지속 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독서토론모

임 안 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 교사들이 있었다.독서토론모임이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리더교사들은 들풀 학

교를 떠났지만 박 정,이경진,김수민 교사는 2015년 재까지 들풀 학

교에 남아 동료 교사들의 든든한 버 목이 되어 주고 있었다.

(1)공동체 안에서의 수평 리더십

세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의 요성을 잘 알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

기 해 많은 심을 기울 다.바쁜 와 에도 시간을 마련하여 독서토

론모임을 열었고 외부 출장을 나갔다가도 돌아와서 모임에 참여하곤 하

다.리더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교사들의 귀감을 샀고 이에 교

사들은 더욱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진행하는 분들이 무 바쁘셔가지고 짬이 안날 때도 요하게 생각하

고 방 을 두는 느낌이었어요.다른 건 몰라도 이건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지 같은 경우도 수석님이 거의 국을 비기 때

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울 텐데 계속 이걸 하시고 이경진 부장님도 안

되면 조정해서라도 이걸 지속하려고 하세요.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 읽

더라도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김민정.2015년 7월 2일,면담)

리더 교사들이 “그 바쁜데도 놓지 않고 노력하는 걸 아니까”“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이다.“가면 일단 좋지만”“하던

일을 덮고 가기까지는 그런 분 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작용한다고 김민정 교사는 말하 다.

세 교사들의 리더십은 운 과 참여 뿐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도 발휘되

고 있었다.교직 경력이 25년 이상에 이르는 고경력 교사들이었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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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교사들과 동등한 치에서 모임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있었고,새로운

시각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활발한 토론을 견인하기도 하 다.

세 리더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동등한 치에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

었기에 사실 모임 에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잘 에 띠지 않았

다.그러나 리더 교사의 “수평 리더십”이 공동체의 형성과 발 의

요한 요소(김연주,2011)라는 에서 봤을 때 공동체에 녹아들어 함께 하

는 리더 교사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리더십의 발휘 다고 볼 수 있다.

세 교사들은 모임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주 하지 않았다.

책을 읽으며 배우고 반성한 들을 항상 스스럼없이 동료 교사들과 공유

하 고 후배 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 다.경력 1년,2년의 신입 교사

들까지 함께하는 독서토론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업에 한 고

민,학생에 한 고민을 나 는데 주 함이 없었고 동료와 후배 교사들

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 다. 를 들어,다음 사례에서 이경진 교

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반성한 을 공유하고 있

다.

는 이 책을 보면서 막 뿌듯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반성을 했거든요.내가 아는 게,다 내가 안 게 아니라는 것.

‘난 숟가락 하나 꽂았다.’라는 화배우 말처럼 거의 덤인 존재에 불과

했던 거라는 생각을 하며 를 좀 들여다보는 기회 던 것 같아요.(

략)어려운 책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조난자 입장이었는데 이 책을 통

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이 책이 어려운 분들이 계셨

을 텐데 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이경진,2014년 3월 27일,⟪불 화음의 미학⟫ 독서토론모임 ,

참여 찰)

이경진 교사는 책을 읽으며 배우고 반성한 을 솔직하게 공유하 고

후배 동료 교사들과 ‘같이’어려워한다는 도 이야기하 다.리더 교

사들의 솔직한 공유는 독서토론모임의 편안한 분 기 조성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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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김수민 교사의 경우 독서토론모임에서 자신의 실제 인 어려움

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가 많았다.다음은 2014년 4월에 있었던 ⟪창조

집단지성학습⟫ 독서토론모임에서 김 교사가 수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내용이다.

네 반을 들어갔는데 두 반에서는 잘 못하는 애들이 빛나는 경험들을

해.그런데 두 반은 체 으로 다운이 되 있어.활발한 애라고 기 가

되는 애들도 무기력이 많이 지배를 하는 분 기거든.한 반에서 한 모

둠이나 두 모둠 정도만 모둠 활동이 안 되면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데 다섯 모둠 이상이 안 돼서 내가 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

가 힘이 달리는 거야.세 모둠이나 네 모둠이 정상 으로 작동하게 되

면 어가 가능하거든요.그런데 다섯 모둠 정도가 그래버리니까 어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 답답한 거야.

(김수민,2014년 4월 9일,⟪창조 집단지성학습⟫독서토론모임 ,

참여 찰)

이와 같이 김 교사는 수업의 어려움을 모임에서 진솔하게 드러내고 도

움을 청하 다.그리고 후배 동료 교사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경청하 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 경력이 5〜6년에 이르는 리더 교사들도 수업에서 계

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공유는 들풀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수업을 놓고 고민하는 여러 교사들에게 안이 되어 주었다.이

듯 리더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동등한 치에서 모임에 참여함으로

써 교사들이 편안한 분 기에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

었다.

더 나아가 리더 교사들은 새로운 시각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토론 활

성화에 기여하 다. 를 들어,2015년 7월에 있은 ⟪경험과 교육⟫ 독서

토론모임에서 김수민 교사가 “성취기 을 심으로 교육과정이 운 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를 교육의 거로 여

기고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고 하자 박 정 교사는 아 새로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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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성취기 이 정당한가?”하는 문제를 제기하 다.이에 교사들은 성

취기 에 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검토하고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탐

구해 나갔다.

김수민:이번에 다시 (⟪경험과 교육⟫을)읽으면서 교실 장에서 아

동은 존재하지 않고 교과만 존재하는 교육과정의 문제 을 다

시 한 번 생각하게 어요.( 략)교과서가 교육과정 자율성의

거냐,아니면 성취기 이 거냐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 교사

들은 성취기 이라고 답은 하는데 그래도 교과서를 벗어날 생

각을 잘 못 하더라고요.(후략)

박 정:그 성취기 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략)그러니까 그 성

취기 을 구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냐는 의문이 늘 있어

요. 구의 합의에 의해 이 성취기 이 만들어지고 그 성취기

을 우리한테 (제시)하는가?(후략)

김수민:각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설 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략)

이경진: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닌가?실은.이런 정도에서 가르치세

요.그거 아닌가?넘나들 수 있는 거지.

( 략)

장지연:성취기 자체가 어 교육과에 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

을 하셔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분야의 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고민의 과

정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기 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해서 되게 겁이 나요.

이화연:( 는 반 로)만약에 그런 것 없이 으로 교사를 믿고 “그

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하고 놔뒀으면,‘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야.’( 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1학년 때 내가 생각했던

수 이 이거 고 아이들이 이 게 도달했으면.‘어.’‘2학년,

어.’‘3학년, 어.’하면 되는 건데 이걸 밖에서 제시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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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후략)

(독서토론모임,2015년 7월 3일,참여 찰)

‘성취기 ’에 한 박 교사의 문제제기에 어떤 교사는 교사가 다 할 수

는 없는 일인 데다 문가들이 심각하게 논의하여 결정한 것일 테니 타

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교사는

오히려 교사들을 으로 믿고 맡기면 교사들이 문 단을 키워가

며 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교사들은 성취기 에 한 자신

들의 견해를 활발히 드러내었다.Kintzetal.(2015)가 리더교사의 한

질문이 토론의 질 발 에 기여한다고 한 바와 같이,독서토론모임에서

리더 교사들은 자주 새로운 시각의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의 활성화와 질

발 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토론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 정 교사는 능숙하고 유연한 진행을

통해 토론이 정체되거나 무 늘어지지 않도록 조정하 다.모임 시작에

는 토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참여 교사들을 독려하 고 모임이 끝나갈

즈음이면 발언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어 모임에서 소외되

는 교사가 없도록 신경을 썼다. 한 종종 부분의 교사들이 책을 읽지

않고 모임에 오는 경우에는,아 한 챕터 한 챕터씩 짚어가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박 교사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하고 유연

한 조치를 취하 다.

(2)공동체 밖 학교 일상에서의 지원 리더십

세 교사들의 리더십 발휘는 비단 독서토론모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

은 아니었다.이들의 리더십은 독서토론모임 밖,학교 일상에서 더욱 진

면목을 발휘하고 있었다.각각 수석교사, 신부장교사,교무부장 교사로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박 정,이경진,김수민 교사는 구보

다 앞장서서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 교사들의 수업 참 요청에 흔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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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주는 등 동료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었다.

되게 도움이 되는 게,다른 학교는 이 게 공개를 안 한 요.되게 폐쇄

이라서.자기 수업은 정말 자기만 알고 되게 오 을 안 하는데 여기

는 수업을 많이 볼 수 있어요.그냥 “부장님, 들어가서 도 될까요?

희 반 수업 들어가서 도 될까요?”하면,특별한 게 없는 한은 오

을 해주시거든요.그래서 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곽수 7),2014년 7월 2일,면담)

한 세 리더 교사들은 수업연구회를 비롯한 학교의 여러 살림을 챙기

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해 노력하

고 있었다.이에 교사들은 이 세 교사들을 자신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리더 선생님들의 역할이)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건 아니잖아요.신뢰

를 되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신뢰를 서로서로 많이 하는.

( 략)이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이경진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언니 같은 포근함으로 오는 게 있고,수석님 같은 경우야

말로 하지 않아도 뭐 워낙에 잘 알려진 분이니까.김수민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언니 같은 포근함보다는 따끔하게 지 해주시는 부분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백승연,2014년 8월 6일,면담)

특히,수석교사이자 독서토론모임을 주도한 박 정 교사는 리자의

비리에 응할 수 있는 “맞장 뜰 수 있는 교사”이자 외부의 을 막아

주는 “바람막이”로 여러 교사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평교사의 표로 “교장과 맞장 뜰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7)  연  주  참여 는 아니  학  맥락 해  해 담  수행하 다. 2014  3월 들풀

학 로 신규 령   어 신 사로, 독 론 에는 비정 적 로 참여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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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함이 있었어요.그게 선생님들한테 많은 힘이 되 줬었어요.낮은

자세로 늘 인사하고 다니면서도.그 바람막이 역할을 몇 년간 했었고.

(이경진,2014년 2월 17일,면담)

학교가 힘든 시 ,한 교원노조의 들풀 표로서 리자의 비리와

맞서 왔던 그 힘과 그에 한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세 리더 교사들은 모임의 운 과 참여,진

행,그리고 공동체 밖 학교 일상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독서토론모

임의 유지와 발 에 기여하고 있었다.

라.개방 이고 유연한 공동체 성격

들풀 독서토론모임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고 있는 데에는 개방

이고 유연한 공동체의 성격이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공동체의 개방성

독서토론모임은 들풀 모든 교사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교사학습공동

체이다.들풀 교사라면 언제든 지 고하,경력,교과를 불문하고 구

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역이 우선 상당히 개방 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독서토

론모임은 특정 교과나 특정 교수법에 한정되지 않은,교육에 한 반

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교사라면 구나 자신의 교과 배경과 담당 학

년 배경에 상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자신이 국어를 가르치든 한문을

가르치든, 는 수학을 가르치든 체육을 가르치든 교과에 상 없이 참여

할 수 있었고 어느 학년을 가르치든 상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이는

학교 밖과 달리 한정된 교사 인원을 가진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지

속되는 데 있어 요한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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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서토론모임은 회원제로 운 되지 않고 항상 모든 교사들에게

열려 있다는 에서 개방 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운 자인 박 정 교

사는 책과 모임 일시가 정해지면 “책을 읽은 사람 못 읽은 사람,동아리

회원인 사람 아닌 사람, 구라도 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체 교사

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교사들은 책을 못 읽었어도 “용기를 얻

어”참여하곤 하 다.특히 이러한 개방 인 성격으로 인해 교사들은

“한 번 참여해볼까?”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모임에 첫 발을 내딛었다가

만족감을 얻고 지속 으로 참여하곤 하 다.

(2)공동체의 유연성

독서토론모임은 일정 면에서 상당히 유연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월 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 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미 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운 되고 있

었다.

연구자가 참여 찰을 했던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독서토론모임은 월 1회 약 4주의 시간 간격으로 규칙 으로 이루어

지기보다는 2주에 한 번도 열리거나 두 달에 한 번도 열리기도 하는 등

불규칙 으로 이루어졌다. 를 들어 2014년 1학기 동안 독서토론모임은

3월 27일,4월 9일,6월 12일,6월 26일에 열렸고 2015년 1학기에는 3월

20일과 4월 22일에 열린 후 두 달 반이 지난 7월 3일이 되어서야 열렸

다.이와 같이,독서토론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되

상당히 유연하게 운 되고 있었던 것이다.이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 일

정이 변경되기 때문이었다.같은 학교 맥락을 공유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만큼 학교 상황에 따라 “미 지기도 하고 당

겨지기도 하면서”운 되고 있었던 것이다.

3.소결: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지 과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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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이 에서는 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

성과 유지 과정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독서토론모임은 그

형성과 유지에 있어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 다.

첫째,독서토론모임은 그 형성에 있어 교수실천의 개선보다는 교사학

습 그 자체에 더 목 을 두고 있었다.그동안 많은 교사학습공동체들은

교수-학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다(김성천,

2007;서경혜,2009;선우진․방정숙,2014;최수일,2009;한지혜,2015).

자신의 교수실천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해 교

사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여러 교사들과 력 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다.그러나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수실천을 개선하겠다는 특정한 목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그보다는 공부 자체에 한 목 이 더 컸다.

“책을 읽고 공부하다보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바

람은 있었지만 교수실천을 개선하기 한 것과는 성격이 달랐고,공부가

더 우선 인 목 인 것으로 보 다.2009년 형성 당시 참여했던 교사들

도 그러한 동기가 컸고,새로 입하여 참여하게 된 교사들도 그러한 동

기가 컸음을 형성과 유지에 한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본 연구결

과를 통해 봤을 때,교수실천 개선에 한 목 이 크지 않았던 이 학

교 ‘안’에 독서토론모임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한 요인이 던 것으

로 보인다.일반 으로 교사들은 교수실천을 개인의 역으로 여긴다

(Fullan & Hargreaves,1996).그러나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특별히

“무얼 하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교사들이 아무런 항감 없이 참여

하게 된 것이다.

들풀 독서토론모임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리더 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들풀 학교에 근무하면서 독서토론모임의

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

의 순환근무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운 이 있다(김성천,2007).들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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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공립학교로서 교사들의 입․ 출이 계속되고 있고,이것은 독서

토론모임의 유지는 물론 들풀 학교의 변화에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2009년 독서토론모임 형성 당시부터 함께 해 온 리더

교사 세 명은 한 학교에서 최장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기도 교원 정

책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들풀 학교에 머물면서 독서토론모임의 유지와

들풀 학교의 변화․발 에 기여해 오고 있었다.이와 함께,교사들이

부분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다는 도 주목할 만하다.독서토론모임에는

2011년부터 참여했던 교사들,2012년부터 참여했던 교사들이 2015년

재까지 지속 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런 은 부분의 교사들이 1∼2년

참여하다가 나오지 않고 신 새로운 교사들 참여함으로써 유지되는 학

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양상(김성천,2007)과는 다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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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양상과 교사들의 변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같은 일터에서 매일매일 함께 부딪히며 일

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이다.따라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는 같은 학생 사례,같은 학교 맥락,더 나아가 같은 지역사회 맥락

을 공유한다.이 장에서는 이러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

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통

해 교사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양상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은 이름 그 로 책을 읽고 토론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교사들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교육

련 서 을 선정하여 읽고 이를 심으로 여러 교육 문제에 해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책은 주로 들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들

을 철학 ·이론 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로 선정하고

있었다.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 련 서 들을 선정하

여 함께 읽고 교육활동들을 철학 ·이론 으로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딱히 토론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책을 심으로 자유롭게 이야

기를 나 는 식으로 모임이 진행되었다.교사들은 책을 읽으며 반성한

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 고 책을 읽으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교육이론

에 해 질문하고 논의하기도 하 으며,학교 안 의 교육쟁 에 해

함께 탐구하기도 하 다. 한 학교 안의 여러 실천문제에 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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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서: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교육철학 텍

스트 선정하여 읽기

독서토론모임에서 함께 읽는 도서는 학교맥락과 련을 맺고 선정되고

있었다.책을 주도 으로 선정해오고 있는,독서토론모임의 리더이자 들

풀 의 수석교사인 박 정 교사는 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지 시 하고 심인 것”이 책을 선정하는 주요한 기 이라고 얘

기해 주었다.

연구자:커리큘럼을 짜는 것 같다고..?

박 정:커리큘럼을 짜지는 않아요.짜지는 않고.그 때 그 때 필요한

책들을 선정을 해요 ( 략)교육과정을 이야기 하겠다 하면 그

런 걸 하고.

연구자:작년에 계속 계에 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그런 건가

요?)

박 정:그러니까.비고츠키 얘기.그게 그 게 계 속에서 어떤 인간?

그러니까 책 선정 기 이 지 시 한 것.지 심인 거.

연구자:⟪바보 만들기⟫가 교칙을 만드는 시 하고 겹쳤던 것 같은

데...

박 정:네.그 시 에서 학교를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학교의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철학 으로 고

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해서 ⟪바보 만들기⟫를 읽었어요.

(박 정,2015년 6월 24일,면담)

즉 독서토론모임의 도서는 학교 맥락에서 고민해 야 할 쟁 과의

련 속에서 “그 때 그때 필요한 것”으로 선정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박 정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이라

함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즉각 으로 해결하기 해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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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철학 으로나 이론

으로 검하고 비한다는 측면에서의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우리”학교 교육 활동이 과연 교육 인 것

인지,그 교사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련 책

을 읽고 고민해보고자 한 것이다.

를 들어,2015년 3월 독서토론모임 도서로 선정된 ⟪바보 만들기⟫ 

는 학교 규칙을 만드는 시기와 련이 있었다.교사들은 학교 규칙을 세

우는 데 있어 “학생들한테 고민해 보고 내미는 것과 그 지 않은 것은

다를 것”이고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바보 만들기⟫를 선정하여 함께 읽었다

고 한다.

최소한 ⟪바보 만들기⟫를 읽고 정말 우리가 바보를 만들고 있는 건 아

닌지 고민을 해봤죠.그 때 3월이라고 그랬죠?3월이 학교에서는 뭔가

규칙을 세우고 그러는 시기잖아요.그 때 당시에 2학년에서 경청반을

운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종이 쳤을 때 제 로

앉아 있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방해하거나 하면 각 반에 노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름을 쭉 는 거 요.거기에 표시가 된 아이들은 경청 연수

를 받는 거 요.약간의 벌이죠.수업시간 종이 치면 빨리 가서 앉아야

되고.거기에 어 난 아이들을 체크를 하기도 하고.( 략)⟪바보 만들

기⟫그 때 했을 때 한 거는.최소한 우리가 이거에 해서 고민해보자

하는 것.애들한테 고민을 하고 내미는 것과 그 지 않고 내미는 것은

다를 것이다.어떻게 바보 만들기가 아닌 서로가 더 많은 사람을 좋게

하자는 걸로 할 것인가?결과는 같은 경청반을 운 할지라도 출발의

기반이 되는 철학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안미경,2015년 6월 23일,면담)

학교 규칙을 만드는 시 에서 ⟪바보 만들기⟫를 읽고 자신들이 만드

는 규칙이 학생을 살리는 규칙인지,학생을 통제하고자 한 것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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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 것이다.교사들은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그동안 학교에

서 마련되어 온 규칙들을 검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 규칙들을 검토하거

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

2014년 1학기에 공부했던 ⟪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 집단지성학습

⟫은 그 당시 교사들의 고민이었던 “발랄한 학생들,그 지만 지나치다”

라는 고민과 련되어 있었다.

그 때 우리 선생님들이 뭘 고민했냐면,‘아이들이 되게 발랄해.그 지

만 경계가 없어.’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그

랬을 거 요.그러면서 ‘아이들한텐 뭔가 테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 요.2월 연수 때 우리 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런 걸 포스트잇으로 붙일 때 보면 “되게 발랄하다.”“되게 활발하다.”

“그 지만 경계가 없다.”“ ~무 지나치다.”그런 고민들을 되게 했던

때 거든요.그런데 ⟪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 집단지성학습⟫에서

이상한 끌개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했잖아요.경계 부분도

얘기하고.우리가 고민할 때에 요런 책이 딱 요 게 선정되는 것 같아

요.

(이화연,2015년 7월 6일,면담)

‘아이들한테 뭔가 테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그 당시

들풀 교사들의 지배 인 고민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 학 이 들려주

는 창조 집단지성학습⟫을 선정하여 학생 지도와 경계 세우기에 해

함께 생각해본 것이다.이와 같이 교사들은 학교 맥락에서 “우리”학교

의 교육활동을 검하고 비하기 한 목 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교육철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철학 ·이론 으로 검토해보기 해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철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공부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교육활동을 기획하기 해 “그 때 그 때 필요한”자료들을 선정

하여 공부하기도 하 다.2014년 9월에 함께 공부한 경기도 교육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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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텍스트가 이러한 에 해당한다.교사들은 오랜 시간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학교의 수업이 학생들의 삶에 가 닿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당시 두된 경기도 교육감의 “마을교육공동체”정

책이 자신들의 그러한 철학을 구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보

다.이에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련 자료를 함께 보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마을공동체에 해서 독서토론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요.( 략)왜냐

하면 마을공동체에 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이 다 달라요.교육감이

얘기하는 마을공동체하고 교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가 다르고.교사

는 마을공동체의 심을 학교에 놓자는 거잖아요.교사발상이 이기

이지.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서 철학을 잘 세워야 되요.교사로서의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 교육을 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

는가,학교의 역할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나머지 역할을 지역사회와

어떻게.정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던 그 정책이 교육 이 되게 만들

어야 될 것 같아요.

(박 정,2014년 9월 1일,‘마을공동체’독서토론모임,참여 찰)

새로 두된 ‘마을공동체’정책을 어떻게 교육 으로 풀어갈지 독서토

론모임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 것이다.공문이 아닌 정책 문서를

‘직 ’본다는 것에 해 교사들은 낯설어 하기도 하 지만 학교 교사들

이 함께 정책을 해석하고 학교교육방향을 모색해본다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으로 보 다.

나.토론

교사들은 각자 책을 읽고 난 후 모임에 모여 서로 책을 통해 배우고

느낀 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책을 읽으며 반성한 을 공유

하기도 하 고 교육이론에 해 질문하고 논의하기도 하 으며,학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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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쟁 을 탐구하기도 하 다. 한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하 다.

(1)책을 읽으며 반성한 공유하기

독서토론모임은 보통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반성한 을 공유하는 것

으로 시작되었다.리더인 박 교사가 교사들에게 책을 읽으며 느낀 을

말해볼 것을 권유하면 군가가 먼 자신의 반성을 공유하 고 잇따라

교사들의 활발한 반성의 공유가 일어났다.교사들은 책을 읽으면서 했던

여러 생각들,특히 자신의 기존 교육 에 한 반성,자신의 실천에

한 반성을 동료교사들과 활발히 공유해 나갔다.

를 들어,다음은 교사들이⟪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를 읽고 반성

한 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례이다.교사들은⟪심리학은 아이들 편인

가⟫를 읽으면서 하게 된 학생에 한 자신의 기존 에 한 반성,

교사 역할에 한 반성을 공유하 다.

<반성의 공유 사례 1:⟪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독서토론모임

>

이화연:여기에 47쪽에 “배우는 거나 아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아이라는 존재는 왜,무엇 때문에 라고 묻는 생명체이다.”라는

문구.이걸 보고.‘맞아.어린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존잰

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구나!)’‘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 살려 수도 있고,잘라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막 한 치

에 있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 정:작년에 화 만드는 작업을 할 때,처 하게 깨달았던 거잖아.

우리는 화 만드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했지.그런데 아이들

은 정말 진지하고 재 게 (했어).정말 아이들이 딴 짓하는 애

가 없었다니까요.( 략)

이화연:내가 그래서 괴로워.요즘에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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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오늘 7반 애들 솔루션 하잖아요.2학년 7반.그것도 괴로워.

( 략)6년 동안 그 아이가 그 게 하도록 방치되어 온 것도 있

단 말이야.

이경진:그 지.

교사2:“스스로 발견하고 배움을 갖고 싶은데 이미 그게 무 오랫동안

그래 와서 그 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략)애들도 이미 좀 그 게 익숙해져온 것 같고.‘얘네들도 이

게 힘든데...’생각을 하다가 보니까,고등학교 애들은 정말 등

학교 6년, 학교 3년을 거쳐서 정말 이 고리타분한 강의식 수

업을 들어왔잖아요.그게 얼마나 고역일까 싶은 거 요.그냥

정말,“배워야 한다.”라는 걸 외부로부터 강제로 받아들여가면

서 억지로 공부를 하는 건데...

( 략)

이화연:어어.‘애들은 정말 답이 없었구나.그걸 내가 계속 했던 거

구나!’싶어서 마음이 그랬어요.편치가 않았어요.

박 정:그런데 애들은 두려움이 많 .무기력한 애들의 심리를 보

면.왜냐면 “내가 못하는 건 안 해서 못한 거야.”그런데,했는

데 못하면 이건 진짜 못한 거잖아.나 공부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뿐이야.그게 더 큰 두려움이라는.애들 보면

짠할 때가 많지.걔네들은 말을 그 게 표 하잖아.“ 할 수

있어요”그런데 얼굴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고.“할 수

있어요.”하는데 본인도 못할까 표정으로 드러나는데 게 자

존심일까?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주면서 (교육을 해야 할

까?).결국은 신뢰를 못하는 거지.교사를.

(독서토론모임,2014년 6월 12일,참여 찰)

교사들은 “아이들은 배움을 좋아하는 존재인데 학교교육을 통해 오히

려 억압되어 온 것은 아닌지,교사들이 그것을 살리기보다는 잘라내어

온 것은 아닌지”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었다.그러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실천과 들풀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 활동, ·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학



-72-

교교육이 아이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배움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닌

지 함께 돌아보았다.한 교사가 특히 “속”얘기를 “막 끄집어내면서”자

신의 반성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었는데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고민을 “남

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 는 “우리 문제”로 여기면서 함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경험과 교육⟫ 독서토론모임의 경우,교육이 주로 경제활동을 한

‘수단’으로만 이해되어 온 것에 해 교사들은 함께 반성하 다.안미경

교사가 ⟪경험과 교육⟫를 읽으며 “ 다수가 고등학교, 학교까지는 가

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교육이 직업을 갖기 한 수단으로만 여겨질 뿐,

학교에서 배운 게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느

다고 하자,동료 교사들도 책을 읽으며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을 공유하

다.이화연 교사는 “ 통 인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나 에 ‘필요할 것’

을 가르쳐 왔다”는 책 내용을 언 하며 교육이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는

의견에 동의하 고 박 정 교사는 “배움은,그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를

때 일어나는 것”이라며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가진 문제 을 지 하기도

하 다.교사들은 ‘수단’으로서 여겨져 온 교육 역사에 해 비 으로

반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직업을 갖기가 편했던 자신

들의 경험으로 인해”‘수단’으로 교육을 여겨온 “그 상상력 이상을 못 뛰

어 넘는 것 같다”고 지 하기도 하 다.

<반성의 공유 사례 2:⟪경험과 교육⟫ 독서토론모임 >

안미경: 는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내가 뭘

배웠나?그냥 수단으로써만 썼던 것 같거든요.이 배운 게 나의

삶의 무엇을 달라지게 했나?이런 생각을 하게 어요.( 략)

다수가 고등학교까지는 가고 학까지는 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배운 게 삶에서 뭔가 써먹을 아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 요.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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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지 도 사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서 그걸 혹시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이 돼요.

이 활동지 하나 만들 때에도 ‘이 활동지가 정말 아이들의 삶 속

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이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략)

지 은 그거잖아요.돈을 많이 벌기 한,좋은 직업을 얻기

한,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미경:그랬을 때 학교가 더 이상 돈을 벌기 한 수단이 안 된다는

걸 악한 애들이 알아차리고 학교에 와 가지고 자고 (그러는

거지)

이화연:65쪽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65쪽 간 조 아래 보면,

‘통 인 교육에서도 나 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즉 학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에 성인으로서 하는 걸

비하여 특정한 교과를 습득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걸’.( 략)지 이 아니라 나 에 필요할 거

야.그거는 엄마의 마인드랑 같은 거죠.공부해야 좋은 학

가.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박 정:그러니까 우치다 선생님이 하는 말 에 무나 가슴에 와 닿

는 게 그거잖아.배움은,그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를 때 일어난

다고.뭐에 쓸지 모르고 배우는 거라고.

안미경: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이런 목 으로 공부를 하면 배움

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백승연:그리고 좋은 학에 간다 한들 잉여로 놀아야 되는 게 25년인

데..

안미경:우리는 그랬던 세 죠.공부를 열심히 하면 직업을 갖기가

편했던.(우리가 경험했던)그 상상력 이상을 못 뛰어넘는 것

같아요.

(독서토론모임,2014년 7월 3일,참여 찰)

이와 같이 교사들은 책을 읽으며 반성한 을 독서토론모임에서 활발

히 공유하 다.이러한 반성의 공유를 통해 교사들의 반성은 심화되고



-74-

확장되는 것으로 보 다.특히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의 공유가 이

듯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는 독서토론모임의 도서들이 학교 맥

락과의 련 속에서 선정되어 온 것과 련 있는 것으로 보 다.

들풀에 와서 몸으로 배운 것들과 련되다 보니 ‘아,그냥 이게 그 게

내가 느낀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읽

게 되요.)내가 들풀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다면 충격 그

자체 을 것 같아요.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에 그 이론

이야.이런 식으로 해서 합을 하면서 읽었어요.

(한지혜,2014년 6월 12일,⟪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독서토론모임

,참여 찰)

학교 맥락에 부합하는 내용의 서 들이다 보니 교사들이 “나”의 이야

기,“우리”의 이야기로 하게 련지어 읽게 되고 이에 서로 더 활발

하게 반성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종종 교사들은 책의 내용에 의문

을 제기하고 실 가능한 것인지 회의하기도 하 다.

<반성의 공유 사례 3:⟪창조 집단지성학습⟫ 독서토론모임 >

진 주: 는 계속 (아이들이 모둠활동을)하게끔 하는 게 무 어려

운 거 요.( 략) 에 정말 모둠활동이 안 되서 힘들었던

반 애들이 강의식으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 요.( 략)이

책을 읽으면서도 ‘애들을 어떻게 이 게(서로 네트워킹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어

떻게 해야 될까?’그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이상한 끌개가 있다고 하고.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 략)

손가은:음악반8)같은 이런 교실,공립학교에서는 못 만들어요.왜냐면

여기 보면 이 애들 자체로 그냥 스스로가 문가잖아요.그



-75-

다음에 애들 자체가 이미 비 이 공유된 상태잖아요.(그런데

공립학교에서는)체제 내 소통 이런 것조차 안 만들어지잖아

요.비 조차 없는 거잖아요.활동할 그런 것도 없고.하기 싫

은 거고.공립학교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후략)

( 략)

윤지혜:(다른 선생님들하고 제가)아이들을 보는 이 다른 것 같

아요. 는 제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있으면 는 그 아이가

되게 괜찮은 아이인 거 요.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의 은,

‘그 아이가 모둠 활동 시간에 활동을 하나 안하나?말을 하나

안하나?’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는 그건 요하지 않더라

고요.‘어?배움이 아이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교과 수업인가?’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내가 가르치는 사

람인데 내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면 안 되나?나는

활동지만 잘 만들어주면 되나?’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독서토론모임,2014년 4월 9일,참여 찰)

   이와 같이 교사들은 책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들풀 학교의

수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 다.이러한 문제제기는 독서토론모임

주요 교사들의 과 다른 것이고 들풀 학교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것

이기도 한데,이러한 상반된 때문에 교사들이 서로 언쟁하거나

립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그 ‘그 게 생각하는구나!그런

도 있구나!’하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 다.

8) ⟪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 집단지성학습⟫ 에서는 수학수업, 어수업,음악수업에 한 연

구 결과를 토 로 수업에서의 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킹과 집단지성학습을 설명하고 있다.(단,

여기서 각 수업은 각 교과 고유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연구 사례 던 수업의 교과를

의미하는 것이다).이 책에서 수학수업은 교사가 수업의 심이 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네트

워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 사례로 묘사되고 있으며, 어 수업은 일정한 규칙 안에서 학

생들의 네트워킹이 히 일어나는 수업으로, 어 수업은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 사이의 다양한 성격의 네트워킹이 일어나면서 가장 훌륭한 창조 집단지성학

습이 일어나는 수업으로 묘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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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독서토론모임에서 논의하실 때 의견이 상충하거나 이런 경우

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이경진:상충?다른 도 있죠.우리가 뭐 목 을 두고 하는 게 아

니잖아요.독서는 우리가 뭐 결정을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책

읽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 는 거니까 생각을 다 인정해주는

거죠.존 해주는 거고.가끔은 ‘나는 그 게 생각 안 한다’하

더라도 그 자체가 나를 공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책에

한 이야기인 거고 다른 작가가 있는 거고.느낀 을 나

는 자리이기 때문에.받아들인 로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은 게 생각하는구나.나랑 좀 다르구나.’이 게요

(이경진,2014년 2월 17일,면담)

“어떤 목 을 두고 하는 게 아닌”“책 읽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

는”모임이다 보니 서로 상충하는 이라도 그 로 받아들여지고 인정

되고 있었던 것이다.

(2)교육이론에 해 질문하고 논의하기

교사들은 책을 읽으며 배우고 반성한 을 공유하기도 하 지만 책을

읽으며 이해가 안 던 교육이론에 해 질문하고 서로의 이해를 공유하

기도 하 다.교사들은 반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의 이해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해 질문하기도 하 고 내용을 문

자 으로는 이해한 것 같은데 의미가 와 닿지 않는 것에 해 질문하기

도 하 다.

다음 사례는 한 교사가 드러낸 교육이론에 한 이해가 자신과 다르다

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해 질문하고 함께 논의한 사례이다.⟪비고츠

키,불 화음의 미학⟫ 독서토론모임 백승연 교사가 비고츠키의 이론

이 “ 력의 교육학이 아니다.”라는 이해를 드러내자 임 교사는 “인간이

불완 하기 때문에 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비고츠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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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 력의 교육학이 아닌지”이해되지 않는다며 동료 교사들에게

질문하 다.그러자 백승연 교사와 박 정 교사가 왜 력의 교육학이

아닌지,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주었다.

<교육이론에 한 질문과 논의 사례 1:⟪비고츠키,불 화음의 미

학⟫ 독서토론모임 >

백승연:( 략)닥터 진의 주인공이 옛날 시 로 돌아갔더니 그동안 내

가 했던 수술이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술실이라는

건축물,매스라는 도구를 만들어 선조들.‘다 그런 사람들의

다 력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책으로 읽으면서 ‘비고츠키

에 한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 력의 교육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

( 략)

임보미:승연 쌤이 력의 교육학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백승연:그거는 이제 비고츠키에 한 이론을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무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그거를 ‘력의 교육학’이

라고 명명한 것뿐이에요.

임보미:온 한 개체가 아니니까 서로 력한다고 는 생각을 했어요.

박 정: 력의 의미가 인간과 인간의 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

회,선조,그리고……

백승연:사회,문화,역사 상황.

박 정:모든 상황들이 내 개체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그게( 향이)있

다는 거지. 를 들어서 “당신이 수학교사가 된 게 정말 니가

된거야?”라고 물었을 때,책 쓴 사람 있죠.그 제도를 만든 사

람 있죠.종이 만든 사람 있죠.이런 거라는 거죠.그러니까 우

리가 살아가는 일상 다반사가 다 “니가 한 거냐?”고 했을 때,

“ 의 지식은 구 꺼야?”라고 했을 때, 구 꺼야?모든 이의.

(이런 거죠)

백승연:‘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질 으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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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거지.

박 정:그런 거지.( 략) 력이란 의미가 인간의 력이 아니지.

( 략)

백승연: 력의 교육학이 아니라는 말은 메타포 요.

(독서토론모임,2014년 3월 27일,참여 찰)

임 교사의 질문에 백승연 교사와 박 정 교사는 “ 력이 인간과 인간

과의 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선조,문화,역사 상황 등

이 체 으로 얽힌 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 력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질 으로 력 이다.”라는 의미임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 사례의 경우,교사들은⟪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 집단지성학

습⟫에 나오는 ‘복잡성 이론9)’의 주요 개념에 해 함께 이해를 모색하

고 있다.박 정 교사가 “이상한 끌개에 해 생각해보지 않았는지”교

사들에게 묻자,손가은 교사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계속 질문을 하

다.손가은 교사는 ‘일정한 경계와 이상한 끌개 두 개가 같은 개념인 것

으로 보이고 모든 수업 상이나 학교 상이 결국 이 일정한 경계와 이

상한 끌개의 향을 받는 것’이라고 이론을 이해하 는데 그게 무슨 의

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이에 여러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여

러 방식으로 드러내며 “둘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이상한 끌개는 일정한

경계가 만들어내는 효과이고 따라서 경계가 만들어지면 이상한 끌개의

힘으로 집단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론에 한 교사들의 이해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 다.

9) 복잡성 이론은 상을 개별 요소보다 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이론이다.이 이론

은 개별 요소에 한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려운 질문들의 해답을 찾기 해 여러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이 이론은 매우 단순해 보이는 개미들이 자신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어떻

게 건축 구조물을 구축하는지, 기권의 미세한 활동이 때로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반 편에

어떠한 기후 변화를 몰고 오는지 설명하는 데 기여해 왔다.자연과학과 정보과학 분야에서

두되어 발 되어 온 복잡성 이론은 최근 집단에 한 교육을 특성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상

을 이해하기 해 교육 분야에서도 그 심이 높아지고 있다(Sulliv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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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론에 한 질문과 논의 사례 2:⟪창조 집단지성학습⟫ 

독서토론모임 >

박 정:이상한 끌개에 한 생각도 하지 않았어?( 략)이상한 끌개가

랙탈일 수 있지.왜냐하면 가늠할 수 없고……

손가은:쌤.이상한 끌개는 경계가 있다는 거잖아요.일정한 경계.

박 정:일정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한 번 세워지면 이 게 끌고

간다는 거지.

( 략)

손가은: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백승연:그러니까 끌개가 이상하다는 거 요.왜 이상하냐?경계가 한

번 세워지면 없어지거나 바 기 힘들다는 거지.그래서 랙탈이

생긴다는 거고.학교의 문화도.들풀 학교가 신학교로 바 면

서 구성원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김민정:그게 이상한 끌개 때문에 그런다는 거 요?

장지연:(손으로 표 해가며)소소한 변화들이 조 조 씩 있고. 이

쪽에서 변화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 안에 항상 있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 략)

손가은:우리가 하는 수업이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 모두가 이상한 끌개

까지 가는 거지,그걸 벗어나는 비정상 인 활동은 없다는 거잖

아요.그게 일정한 끌개 아닌가?

박 정:그런데 교실에서 경계가 무 지는 경우 있잖아.

안미경:있죠.

박 정:상식 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손가은:그런데 ⟪창조 집단 지성학습⟫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도) 부 이상한 끌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박 정:끌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계가 세워지고 그 경계가 이

상한 끌개를 만들면서 집단 으로 ( 향을 미친다는 거지.)어떻

게 이해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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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은:책에서 ‘이상한 끌개라는 경계 안에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끌

개하고 경계하고 같은 말 아닌가?그러니까 이 게 말을 했어요.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릴 때 물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쪽에 물이 안 튈 거라는 건 알고 있다.’일정한 경계가

있다는 거지.그게 이상한 끌개라는 거고.

박 정:그게 이상한 끌개라고?경계의 의미하고 같이?

손가은: 는 그 게 받아들 어요.

박 정:그런데 같은 말은 아니고 이상한 끌개는 경계가 빚어내는 효

과?결과?

김민정:경계가 없으면 그것도 없다는 거지.

이화연: 를 들어서(왼손으로 원을 그리며)이게 경계라고 한다면 이

밖으로 나가려는 애들은 (오른손으로,모아서 끌어들이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이 게 끌어들인다는 거잖아.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이 없다면 이상한 끌개라는 것도 없는 거지.( 략)

손가은: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이화연:일정한 경계가 있다면 여기에서 어떤 요소가 살짝 변화되는 상

황에서도(에서조차도)그게 발휘가 되는 거지.

안미경:부정 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화연:그 지.

(독서토론모임,2014년 4월 9일,참여 찰)

교육이론에 한 이러한 질문과 논의는 책을 읽지 못하고 참석한 교사

들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 다. 를 들어 윤지혜10)교

사는 ⟪창조 집단지성 학습⟫을 혼자 읽을 때는 “낱자의 씨 고 의

미를 악하지 못했는데”“해석을 들어보니까 조 은 감이 오는 것 같

다.”며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의 논의가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다고 하 다.

10)가명이며 본 연구의 주된 참여자는 아니다.⟪창조 집단지성학습⟫ 독서토론모임 당시 참석

하고 있었다.



-81-

해석을 들어 보니까 조 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그냥 볼 때는 낱자의

씨 고 의미를 악하지 못했는데.(그래서)아침에 올 때는 ‘안 가야

지.’,‘안 읽었으니까.’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들어 야지.’하고 왔는데

그건 잘 한 것 같아요.이 책을 한 번 찾아보고 싶었어요.무슨 말을 하

고 싶어서 썼을까?

(윤지혜,2014년 4월 9일,

⟪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 집단지성학습⟫독서토론모임 ,

참여 찰)

이와 같이 교사들은 책을 읽으며 이해가 어려웠던 교육이론에 해 질

문하고 논의하면서 이론에 한 이해를 증진해 나갔다.

(3)학교 안 의 교육 쟁 탐구하기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은 학교 안 의 여러 교육 쟁 에

한 탐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책을 읽고 난 후 이루어진 교

육의 가정들에 한 반성의 공유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둘러싼 여러 교육

문제에 한 탐구로 이어졌다.교사들은 학교 안의 여러 교육 쟁 에

해 함께 탐구하기도 하 고 더 나아가 학교를 둘러싼 더 큰 맥락의 교육

쟁 에 해 함께 탐구하기도 하 다.

를 들어,다음은 교사들이 학교 안의 교육 쟁 을 규명하고 이에

해 탐구하고 있는 사례이다.김수민 교사가 “비고츠키가 모든 걸 계에

두는 것 같다.”고 언 하자 교사들은 이와 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

하면서 ‘수업과 학생들의 배움에 있어 계’가 어떻게 련되는지 탐구해

나갔다.교사들은 그동안 공부한 ‘계’라는 개념 틀로 학생들의 배움을

조명하면서 학생들의 수업활동 활동과 배움에 해 이해하고자 하 다.

<학교 안의 교육쟁 에 한 탐구 사례 1:⟪창조 집단지성학습

⟫ 독서토론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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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비고츠키 책 보면,모든 걸 계에 두잖아.

김민정:지 2학년 수업을 할 때 장지연 부장 같은 경우는 1년 애들

키우고 데리고 왔으니까 애들이 ~무 이쁘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쉬었다 왔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애들이라 그 게

이쁘지 않아.

( 략)

장지연:1년 동안 함께 했다라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이화연:그런 것도 있고 우선 편안한 거지.내가 편안하니까 애들도 좋

은 그런 느낌?( 략)

박 정: 계가 좋으면 배움에서 가 기가 막히게 일어나지 않

아요? 계가 좋지 않은 반보다 좋은 반이 수업이 굉장히 잘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애.그래서 결국은 계로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략)

이화연:그런데 3학년에도 모든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반이 있거든

요.

김수민:교사-아이들과의 계가 다는 아니야.

( 략)

이경진:교사와 학생간의 계도 있지만,한 반에서 모든 교사가 그런

걸 느낀다면 애들 사이의 계 한 바라 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죠?모둠 활동을 시키고 모둠에 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생각해?”그러면 (서로)째려보듯 할 때가 있어요.얘네들 사이

에서 계가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그런 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미경:자기들끼리는 잘 풀리는데 선생님하고는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그런 반은 도 체,‘잘 안 풀리는 갈증을 얘들도 느끼

나,나만 느끼나?얘들끼리는 좋은데 나만 나만 이러나?’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정:걔들은 자기들끼리의 계를 깨기 싫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안미경:그럴 수도 있어요.

박 정:교사한테는 수업이 제일 요하겠지만 애들한테는 친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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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니까.그러니까 친구가 기서 빛을 계속 때,안 좋

은 거 뻔히 알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계를 깨기 싫어서

일부러...애들이 그 계를 깨기 싫으니까.호정이하고의 사이

가 선생님보다 더 소 하니까.선생님은 수업시간에만 만나지만

호정이는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하잖아.자는 시간만 빼고.

(독서토론모임,2014년 4월 9일,참여 찰)

자신들이 가르치는 “우리”학교 몇 학년 몇 반의 학생들을 탐구의

상으로 삼아 수업과 학생의 문제를 ‘계’라는 개념 틀을 심으로 탐구

하게 된 것이다.학교 안의 교육 쟁 에 한 탐구는 비단 수업이나 학

생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사들에 한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

를 들어 다음은 들풀 학교의 변화 방향에 거부감을 가지고 집단 으

로 반 의사를 표명하는 동료 교사들의 문제에 해 독서토론모임에서

함께 탐구한 사례이다.구성원 부분이 들풀 학교의 변화 주도자

(changeagent)인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문

제를 “ 랙탈”이라는 개념 틀로 조명하고 탐구해 나갔다.

<학교 안의 교육쟁 탐구 사례 2:⟪창조 집단지성학습⟫ 독서

토론모임 >

백승연:어떤 생각을 했냐면,우리 학교에 10%의 주도하는 그룹이 있

다면 10%의 항하는 그룹이 있고,나머지 따라가는 그룹이 있

는데 에 워크 가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그 10%의

항하는 그룹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이거 거든요.그러면서

막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사이의 공통 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랙탈 구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다.’는 얘기

를 했었어요.‘공통 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다.’이러면서.명쾌

한 답은 안 나왔어요.

( 략)

안미경: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랙탈이 (생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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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웃음]

박 정:처음에는 그 사람들끼리 랙탈이 없었어.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그런데 그게 작년 여

름방학을 기 으로 그들의 랙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그래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왜 하죠?”그런 얘기 하고, 랙탈을 구

성하는 사람들이 같이 박수를 치고 (그랬잖아).그러면 이상한

끌개에 의해서 체 사람들이 마치 그런 양 끌려가고.거기서

엄청난 기의식을 느낀 거지.사실은 그 랙탈을 형성한 사람

들은 10명 이하인데 왜 체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가?거

기에 해 분석을 한 결과 주도그룹이 더 많았지만 주도그룹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하지.왜냐하면 경계를 확실하게 세워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니까.그런데

그 (반 그룹들은)경계를 분명히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거지.

장지연:분명해지지.

박 정:분명해지고.그리고 (우리들이 하자고 하는 것)안 해도 되니

까.갈등하는 여러 인자들을 랙탈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그

래서 결론은 그거 지.그래도!우리가!경계를 세우면 안 고!

어떻게든 한 호소와 설득으로 가야 된다.

(독서토론모임,2014년 4월 9일,참여 찰)

이와 같이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학교 안의 교육 쟁 을 규명하

고 이에 해 함께 탐구하곤 하 다.교사들은 이러한 탐구를 통해 학교

안의 교육 쟁 에 한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

다.수업을 “ 계”의 개념 틀로 조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우는 데는

교사와 학생과의 계도 요하지만 학생과 학생과의 계 한 요하

다.”는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기도 하 고 랙탈 이론으로 동료교사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탐구함으로써 “변화 항그룹은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좋지만 변화주도그룹은 경계를 세우기보다 한 호소로 가야 한

다.”는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보 다.

교사들은 학교 안의 교육 쟁 에 해 탐구하기도 하 지만,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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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학교를 넘어 더 큰 맥락에 놓인 거시 인 교육 쟁 에 해 탐

구하기도 하 다.학교를 넘어선 이러한 더 큰 맥락에 놓인 교육 쟁 에

한 탐구는 학교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세계

등 더 큰 맥락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며 존재하는 것이라는 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다음은 자신들의 학교를 넘어 더 큰 맥락에 놓

인 교육 쟁 에 해 교사들이 함께 력 으로 탐구하고 있는 사례이

다.‘학교교육을 통한 문화 재생산’문제에 해 교사들이 함께 토론하면

서 탐구하 다.

<학교 밖의 교육쟁 에 한 탐구 사례:⟪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 독서토론모임 >

안미경:(이 책을 보면서)‘어려서부터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를

막고 불평등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 왔구나!’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 요.거기

에 해 어느 구도 의심하지 않았고,어느 개인이 바꿀 수도

없을 정도로 무 거 해져버리고 견고해졌다는 생각.( 략)

우리나라는 입만 열면 학교 때문이라고 하잖아.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 이게 왜 학교 탓이야?부모 탓이지’했는데 사실 부

모가 애들 교육에 여하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정말 이 많은

체제를 가르치는 건 학교인 것 같아요.

김수민:그거는 부모가 하기 나름인 거지.어떻게 학교가?

안미경: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고.

박 정:헤르츠 책에서는 다 같다고 해요.부모,학교,사회 다 같

다고.

안미경:부모조차도 그 학교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 틀을 벗

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 략)

김수민:부모의 책임이지.부모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아.

안미경:부모조차도 그런 학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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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거죠.부모의 사고체계 조차도 그 학교체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사고를 갖고 아이

를 하는 거죠.( 략)

이화연:문화와도 연결되겠네요.

박 정:그래.문화.우리는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문화에 길들여지고 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 략)

김수민:가정마다 분 기가 다른 거지.이화연 선생님은 수직 인 집안

의 문화에서 자라서 자기의 자녀에게도 그게(그런 수직 인 문

화의 향이)갈 수 있어.그런데 장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직 인 문화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박 정:그런데 개인한테 미치는 문화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학

교,만난 사람들,읽었던 책들.

손민정:여기 200페이지에 보면요 ‘사람은 구나 시 라는 횡축과 자

기생애라는 종축의 교차 에서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고 했어

요.다들 개인 성향과 시 의 향을 받으면서 자기 생애사 속

에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독서토론모임,2014년 6월 12일,참여 찰)

이와 같이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은 학교 안의 교육 쟁 뿐 아니라

더 큰 맥락의 교육 쟁 들에 해 함께 탐구하곤 하 다.교사들은 이러

한 더 넓은 맥락의 교육 쟁 에 한 탐구를 통해 학교교육에 가정되어

있는 역사 ․문화 ․정치 측면에 한 이해를 확장시켜 가는 것으로

보 다 .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탐구는 교사들이 반성을 공유하는 과정에

서 도출된 주제에 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다.탐구주제를 미리 설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해 책을 읽고 토론하

는 것이 아니라,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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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심으로 탐구해 나간 것이다. 이것은 Cochran-Smith &

Lytle(1999)이 말한 ‘입장으로서의 탐구(inquiryasstance)’와 유사한 것

으로 보 는데,들풀 학교에서의 입장으로서의 탐구는 교사들이 교육이

론 공부를 통해 새로운 개념 틀을 갖게 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

다.독서토론모임에서 활용된 교육철학 이론들이 교사들이 갖고 있던

교육 실을 바라보는 기존의 틀이나 입장을 비 으로 검토하게(박나

실․장연우․소경희,2015)함으로써 교사들의 탐구를 발시키고 있었

던 것이다.교사들은 이 게 제기된 주제에 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 시켜 가며 동료 교사들과 력 으로 탐구해 나갔다.

(4)“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 방안 모색하기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자신들의 실천 고민을 털어놓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같은 일터를 공유하는 한 학교 동료

들인 만큼 교사들은 “우리”학교 문제에 한 공감 가 잘 형성되어 있

었고,그러한 공감 속에서 실질 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해결 방안을 마

련해 나갔다.

를 들어 다음은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한 고

민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 사례이다.김수민 교사가 자신이

들어가는 네 반 에 두 반은 수업이 잘 되는 데 비해 두 반은 무기력이

지배하는 분 기라는 고민을 털어놓자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교사들은

김 교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었고,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

는 교사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 모색 사례 1-수업이 잘 안 되

는 학 문제 :⟪창조 집단지성학습⟫독서토론모임 >

김수민:오늘 수업이 잘 안 되는 반이 두 반 있었거든요.( 략)네 반



-88-

을 들어갔는데 두 반은 잘 못하는 애들이 빛나는 경험들을 해.

(그런데 다른)두 반은 체 으로 다운이 돼 있어.활발한 애

라고 기 가 되는 애들도 무기력이 많이 지배를 하는 분 기.

한 모둠이나 두 모둠 정도(가 안 되는 거면)내가 굳이 어가

가능한데 다섯 모둠 이상을 내가 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

면 힘이 안 되는 거야. ~무 답답한 거야.

백승연: 는 첫해에 여기 왔을 때 3학년 2반 수업이 그랬어요.1년 내

내 단 한 번도 수업이,모둠 활동이 제 로 이루어진 이 없어

요.( 략)그런 반이 사실 힘든 반인 거죠.산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무기력할 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안미경:( 략) 도 다섯 반을 들어가는데 어느 반은 처음보다 학기

에 비해서 되게 좋아지는 반이 보이거든요.그 반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담임 선생님이 일단 자리를 바꿔 후로 정말 굉장

히 좋아졌어요.두 달 사이에 모둠활동이 이 게 발 할 수 있

다는 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

하겠구나!’(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수민:모둠 구성이 원인이었을까?

안미경: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왜냐하면 같은 아인데,그 아이가 처

음에 있었던 모둠에서는 모둠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거든요.걔

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 기 어요.아

이들은 이미 내가 만난 것보다 이 의 그 아이를 알고 있잖아

요.얘는 어떤 애라는 것을.그런 상태에서 걔가 무슨 말을 하

면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서 단을 하는 거죠.

( 략)얘가 어쩌다 하는 것도 무시가 되니까.‘어차피 이런 말

을 할 때나 막 던질 때나 같은 우를 받는다면 막 가자.’그

랬을 것 같아요.그랬는데 모둠이 바 면서 그 아이가 되게 많

이 좋아졌어요. 그 반에 학년에서 선도를 받고 힘들 뻔 했었

던 아이도 (좋아졌고요.)그러면서 그 반이 체 으로 도와주

는 분 기(가 되더라고요)

( 략)

장지연: 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모둠을 활동을 할 때도 이미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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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쟤는 1등이고 이미 자기가 자기의 경계를 세워버린 거잖아

요.‘나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경계를 세우면 안 되

는데.정말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을 때 화가 더 활발하게 된

다.’라는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독서토론모임,2014년 4월 9일,참여 찰)

교사들은 수업분 기가 안 좋았던 반이 모둠 구성원들이 바 면서 수

업분 기가 좋아진 경험, 는 비슷한 수 의 아이들이 모둠을 이룰 때

수업이 더 잘 되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김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힘을 보태고 있었다.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 문제에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지만 체 교사들이 련되는 실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 를 들어 다음은

2013년 12월 독서토론모임에서 1학년 학생 지도에 한 교사 간 력의

문제에 해 논의한 사례이다.교사들은 지난 1년간 1학년 학생들에

한 지도가 잘 안 던 이유를 교사들 사이의 력 문제에서 찾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 다.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 모색 사례 2:학년 지도와 교

사 력의 문제>

김수민:( 략)올해 1학년 아이들은 정말 방종이었잖아.이 얘들은 철

하게 뭔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략)

장지연:1학년 선생님들이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이 게 공유되는 게

없는 거야.

( 략)

박 정:나는 1학년 (교사)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네들은

왜 게 각개 투를 하면서 서로 무 괴로워하나?2학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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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 많이 달랐어.그러니까 를 들어, 같이 3개 체 학

년한테 얘기를 던져요.그러면 2학년은 의회를 해가지고 나를

불러.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그러면 교사들이 “당신은 오후에 출장을 가니까

애들을 한 활동지를 만들어 달라.”그래요.그러면 (내가)활

동지를 내내 고민하고 해가지고 활동지 만들어 줘요.그러면 피

드백이 와.“어제 활동지 되게 좋았어요.애들이 이만큼 좋아졌

어요.”이런 거.근데 같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은 “네”해놓고는 의회 안 해.그리고 각개 투를 하는

거야.애들 막 떼거지로 막 사고 쳤다 그러고.

( 략)

안선미:함께 하기로 했던 게 돌아가면 실천이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거야.1학년은 그 게 각개 투가 되고,담임은 알아서 체크한

애들 남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 략)

장지연:1학년들이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희도 했잖아요.

안미경:안 먹혔던 거지.지 1학년 애들한테.

( 략)

장지연:그니까.정말 1주일 내내 했는데.수업도 안 들어가고.

( 략)

안선미:그러니까 요.그물처럼 잘 엮여야 돼.기획하는 부서는 기

획하는 부서고 사실 학년부장들은 실행부서잖아요.노가다잖아.

[웃음]그러면 부장을 심으로 고리가 만들어지고,각 3개 학

년 부장들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3개 학년 부장은

고리가 만들어졌던가?그런 것도 사실 다시 우리가 반성해

야 할 부분이었어.

(독서토론모임,2013년 12월 31일,참여 찰)

이와 같이 교사들은 책을 매개로 모여 “우리”학교의 여러 문제에

해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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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교사들의 변화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은 교사들의 실천에 한 이해 증

진과 교육 의 환 형성,수업을 비롯한 교사들의 실천 변화에 의미

있는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내”실천에 한 이해 증진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

들이 하고 있는 실천에 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 다.독서

토론모임을 통해,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이론이 담긴

텍스트를 읽고 이를 심으로 동료 교사들과 토론함으로써,교사들은 학

교 분 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그냥 ‘감’으로 해 온 실천들이 어

떤 이론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를 들어,임보미 교사는 ⟪생각과 말⟫ 독서토론을 통해 들풀 학교

에서 하고 있는 모둠활동 심의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 다.

는 강의식 수업만 생각해 왔으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애들이 받아들

이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어른의 언어와 아이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

에 아이들이 어른의 언어를 잘 이해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둠활동

이 왜 수업에서 필요한지를 공유하시더라고요. 는 처음에 모둠 활동을 하

면서 ‘왜 해야 하지?’했었는데 그런 공유를 듣다보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친구가 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임보미,2013년 11월 22일,면담)

⟪생각과 말⟫ 독서토론을 통해 “어른의 언어와 아이의 언어는 다르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친구가 말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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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가 수업에서 모둠활동을 한다는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장지

연 교사 한 ⟪생각과 말⟫ 독서토론을 통해 왜 “우리”가 배움의 공동

체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토론 수업을 많이 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 다.

“⟪생각과 말⟫ 공부를 통해,학생들이 아직 개념 형성이 되어 있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로 서로 화하는 것이 요하구나!그

래서 배움의 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토론을 많이 시키는구나!”

(장지연,2013년 11월 22일,면담)

“학생들이 아직 개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말로

서로 화하는 것이 요하기”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 토론을 많이

한다는 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백승연 교사의 경우⟪경험과 교육⟫ 공

부를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서에 한 이해를 갖게 된 것으로 보

다.

교과서는 어른이 만든 거다.오늘 수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 요.

어른이 만들었어.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고 그 간격이 되

게 클 거라는.‘언어의 자의성’하면서 ‘단어의 의미와 소리 사이에는 필

연 인 계가 없다.’이런 내용을 하는데,(이 말이 애들한테)엄청 어

려운 거 요.그 말을 어떻게 좀 쉽게 해볼까 끌다가 필연이라는 말의

반 말은 우연이다.그러면 그게 뭐냐?결국은 그거잖아요.맨 처음에

언어 만든 사람이 마음 로 만들었다.(그 게 얘기했더니 애들이)“그

런데 왜 그 게 말을 어렵게 써요?”그러더라고요.그래서 (교과서의 언

어가)아이들한테는 되게 폭력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승연,2015년 7월 3일,⟪경험과 교육⟫ 독서토론모임,참여 찰)

⟪경험과 교육⟫ 공부를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서가 어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되게 어려울 것이고 아이들한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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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겠다.”는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이다.이화연 교사의 경우⟪경험과

교육⟫공부를 통해 “우리”가 하는 교과 통합 로젝트에 한 이해가 높

아졌다고 하 다.

(⟪경험과 교육⟫)보면서 ‘어?우리가 좀 그래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교과통합이나 그런 걸 통해서.그 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 등 교육과정을 좀 알면 (좀 더 의미 있게 교육과정을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지 학기말 로젝트를 계획하면서도,(마을

로젝트 하는데,)분명히 ( 등학교 때)우리 마을,우리 지역 이런

거 했을 거 요.교육과정에 있을 거란 말이죠.그런데 희들이 세

히 들여다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 거 요.‘얘네들

이 이거를 어느 정도 했고 어디까지 했는지를 알면 다시 한 번 버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요.그 게 하면 그

때의 경험과 지 의 경험을 우리가 의도한 로 상호작용할 수 있잖아

요.‘그런 기회를 참 주고 싶다.’라는 생각.그리고 꼭 경험이 과거 아

니어도,지 국어에서의 경험과 과학에서의 경험을 상호작용(시킬 수

있겠구나.)이걸 읽으면서 그 게 이해를 했어요.우리가 교과 통합하

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우리는 알고 하지는 않았지만 존 듀이가 우리

의 교과통합에 해서 해명을 해주는구나.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화연,2015년 7월 6일,면담)

⟪경험과 교육⟫을 통해 경험의 상호작용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국

어에서의 경험과 과학에서의 경험을 상호작용 시켜주면”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통합 로젝트를 하는 것”이라는 이해

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이화연 교사는 등교사임에도 불

구하고 등학교 교육과정이 알 필요가 있음을 깨닫기도 하 다.이와

같이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에 한 이해를 높이

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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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육 의 환과 형성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의 실천에 한 이해 증진 뿐 아니라 교

사들의 교육 11)의 환과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면서 “내 으로 넓어지고 단단해

지며”“철학이 세워져 간다.”고 하 다.

정말 철학이라는 것을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략) 에

는 가 이 말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 이 말 하면은 ‘그 말

도 맞네.잘했다.’이랬던 것 같아요. 심이 없는 거죠.이 사람 말 들

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말이 맞고.수업

에서 교사로서 가졌던 생각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다른 교사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해 다른 교사들이 뭐라고

하면)‘그래,맞지도 않는데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되지.’그랬던 것

같아요.그런데 이 책들에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내용

이 들어 있는 거 요.‘그게 왜 이랬냐면,과거 인본주의가 어땠다’이

런 식으로 근간되는 철학을 설명해주는데,‘아,이게 듀이의 경험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생각이구나!’하면서 나의 생각이 견고해지는 것 같아

요.그냥 내 생각인 알았거든요.순간 인 생각인 (알았어요).

(안미경,2015년 6월 23일,면담)

“ 에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사람 말 들

으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맞지도 않는데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되지”생각했는데,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

고 뒷받침해주는 이론들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교육 이 견고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 으로,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학생 과 수업 ,교사 의

11) 사들  ‘철학’ 라는 어  많  사 하고 다. 여  철학 란 사들  에 한 

점  미하는 것 로 보 고 에 연 는 ‘ ’ 라는 어  사 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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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를 들어,이화연 교사는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이 자신의 학생에 한 을 확 바 게 하

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 다.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배

우고 성장해나가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서토론 책으로 읽어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 ⟪심리학이 아이들 편인가

⟫ 이 책이었거든요.그런데 그 책을 독서토론 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훑기 식으로 읽었는데 제 사고를 확 바꾸게 하는,틀리게 하는 그런 책

이었어요.(그 책을 보면서)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애들은 그냥 막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들.자기들이

스스로 배워나가고 성장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이화연.2014년 8월 4일.면담)

이경진 교사도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학생에 한 이 변화했다고

얘기해 주었다. 에는 “아이들은 미숙한 존재”라는 을 가지고 있었

는데 독서토론모임에서 ⟪생각과 말⟫을 공부하며 “아이들도 온 한 한

사람”이라는 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 같아요.⟪생각과 말⟫공부하기

에는 아이들은 그냥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 말⟫ 책을

읽고 나서는 아이들도 온 한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어요.

(이경지,2015년 7월 6일.면담)

장지연 교사는 독서토로모임을 통한 수업 변화의 경험을 얘기해 주

었다.⟪비고츠키,불 화음의 미학⟫을 통해,“ 동을 해야 해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삶 자체가 그냥 계이기 때문에 배

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는 것”이라는 수업 ,즉 “수업이 삶”이라는 수

업 을 발달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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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 화음의 미학⟫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게,우리가 배움

의 공동체를 하면서 ‘동하고 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게 하는 이유가 ‘배려가 요하니까 력을 해야 되.’이런 게 아니

라 ‘삶 자체가 그냥 계’라는 거 어요.우리가 력해야 되기 때문에

력하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계이며

력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서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아!우리

는 수업이라고 하는데,(수업이) 계라는 그 자체를 우리 아이들과 함

께 만들어가고 성숙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장지연,2014년 4월 9일,

⟪세 학 이 들려주는 창조 집단지성학습⟫ 독서토론모임,참여 찰)

교사들의 이러한 학생 ,수업 의 변화는 교사 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교사’에 한 이 변해가고 있

었다. 를 들어,서나 교사와 이화연 교사는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어

떻게’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

사의 역할이라는 을 차 형성해가게 되는 것으로 보 다.“아이템들

이 다가 아니고 뭔가 안에 쌓아놓은” 자신의 “기반을 표 해 주는 것”이

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화연:⟪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지 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구 들 에서 ‘지 은 ‘어떻게’를 고민하기보다는 ‘무

엇을’을 고민해야 된다.’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교육 방법

인 측면에서 근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내용이

요하다’는.그걸 보면서 ‘그 지.무엇을 가르칠까가 굉장히

요하지.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아이들이 심

이 있는 건지’이 게 근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기 한 방법 측면에서 근하면 안 돼.(이런 생각을 했

어요)

연구자:거기서 내용이라 함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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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거기에서는 교육 내용도 있고 목 도 있고 그런 거 요.단순

하게 이런 텍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그래서 그런 깨달음.

(이화연,2015년 7월 6일,면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요.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선생님들 에 있

다 보면 ‘아이템들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나의 생각을 더 녹여서 풀

어내는 게 요한 거구나’라는.수업에서 뭔가 쌓아놓은 나의 기반을

표 을 해주는 것이 요하다는.( 략)“수업 하나 잘 되서 좋아.”이

게 다가 아니고,(이 수업 하나가)3년의 체 과학 수업과 아이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걸까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그게 여

러 가지 이런 책들을 어려운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서나 .2015년 6월 24일.면담)

이와 같이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의 교육 변화에 향을 미치고 있

었다.수업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닌 교육에 해 철학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책을 읽고 자신의 교육 ,실천,그리고 학교 안 의 교

육쟁 에 해 비 으로 탐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교육

을 정교화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

기도 하는 것으로 보 다.“이해를 넓힐 수 있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고”“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교사들은 말하 다. 를 들어

강민선 교사는 “약간의 충격이 좀 있죠.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담 이

론들에 한 다 막 뒤집어야 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었죠.”라고 이야기하

고 이정은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독서모임을 하고 나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죠. 무 많은 게 들어오니

까.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내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들을 더 듣게 되

고 얘기를 하게 되고.내가 한 마디를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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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있는 거 요.( 략)독서모임 참여하고 나면 죄책감 되게 많이

들거든요.되게 마음이 무겁고 머리는 복잡하고.

(이정은,2015년 6월 26일,면담)

교육이 무엇인지,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과 충돌을 겪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 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고 생각하 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깊게 하고자 하 다.

다.반성 실천의 함양과 공동실천의 증진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은 단순히 학습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수업을 실천할 때,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책을 읽은 게 진짜 도움이 되죠.”,“실천으로 많이 이어져요.”라며 독

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이 구체 인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교사들은 말하

다.

(1)반성 실천의 함양

독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이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양상

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확장된 이해의 지평을 반추하며 교육 실천을 하

는 방식,즉 반성 실천(Schön,1983)의 함양을 통해서 다.독서토론모

임에서 주로 공부하는 것은 ‘교육은 무엇이며’‘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는

가?’하는 것들로서 구체 인 실천방법에 한 것은 아니다.그 다 보니

독서토론모임이 교사들의 실천에 향을 미치는 방식은 실천 방법을 익

용하는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새롭게 확장된 지평에 터해 자신들

의 실천을 검토하고 반 하는 반성 실천을 통해서 다.

를 들어 정수연 교사는 “활동지를 구성할 때 독서토론모임에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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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활동지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도 연결시켜보고 기에도 연결 시켜 보

고”하는 것이 활동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수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정수연:그럼요.활동지 같은 걸 구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략)그런 거 있잖아요.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연결시켜보고, 기에도 가져다가 연결시켜 보

고.그래서 활동지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수연,2015년 6월 24일,면담)

장지연 교사는 더 구체 인 를 들어주었는데,⟪심리학은 아이들 편

인가⟫를 읽으면서 “ 계를 만들어주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민

하다가 활동지 구성을 바꾸었다고 한다.처음에는 두 명이 각각 자녀 역

할,엄마 역할을 맡아 자녀가 어렸을 태명을 물어보면 엄마가 답해

주는 식의 어 수업을 구상했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친구끼리 서로 태

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수업을 바꾸었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더 만족스러운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장 교사는 이야기하 다.

이 책(⟪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에서 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를 만들어주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어떻게 보면 (수업이) 계

의 문제잖아요.내가 어떻게 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것인가.

활동지를 제가 뭘 만들었냐면,자기 어린 시 에 한 얘기를 하는 거

어요.(학생 한 명이 자녀 역할,학생 한 명은 엄마 역할을 맡아서)

(자녀가)“어렸을 때 제 태명이 뭐 요?”물으면 엄마가 답해주고 이

게 활동지를 만들었어요.그런데 이걸 읽고 나서 바꿨어요.친구의

것을 가져오기로.“ 는 태명이 있었니?뭐 니?”이런 식으로.이 게

하니까 모둠에서 화가 더 잘 되고 서로 궁 해 하면서 얘기를 하더

라고요.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의 어렸을 때 거를 작문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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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었어요.이 책을 읽으면서 ‘아,수업시간에 어떻게 계를 확장해

줘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해결돼서 되게 도움이 어요.이

책 읽고 바로 바꿨거든요.바로 다음날.결과도 좋아서 좋았어요.

(장지연,2014년 6월 12일,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독서토론모임,참여 찰)

교사들의 반성 실천은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독

서토론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반추하며 수업설계를 함으로써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게 된 것이다. 를 들어 서나 교사는 “이걸 왜 배워야 되

지?”,“애들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꼭 자신의 교과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그럴 때는 “다른

교과와 통합하여 수업을 하거나 단원을 묶어 가르친다.”고 하 다.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꼭 과학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생각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그럼 이건 가정 선생님하고 같

이’.가정 선생님이랑 재구성하고.지 우리가 5,6단원을 아 통으로

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에는 생각 안 해 봤거든요.그런 식으로.그

런데 애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냥 묶어서 가르

치자.한 단원이어도 상 없어.’이 게 되기도 해요.그러면 ‘이건 이거

랑 연결되고 건 거랑 연결되니까 이 게,이 게,이 게 가르치자.

요거 요거는 빼고.’이 게 재구성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서나 ,2015년 6월 24일,면담)

서 교사는 학생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다 보면

“그냥 묶어서”가르쳐야 할 것,다른 교과와 통합해야 할 것들이 보여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쉬워진다고 하 다.

독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은 교사들의 수업과 교육과정 실천 뿐 아니라

평가의 변화로도 연결되고 있었다.교사들은 수행평가를 비하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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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도 독서토론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반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수행평가를 기획하고 실천하게 된다고 하 다. 를 들어

과학교사인 안 교사는 ⟪바보 만들기⟫독서토론모임을 한 후 “수행평가

를 내가 채 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이들의 성장을 해 하는

건지”고민하다가 “과학 독서”를 통해 수행평가를 실시하 다고 한다.

수업 실천할 때,아이들을 만날 때,이 책을 읽은 게 진짜 도움이 되죠.

이 ⟪바보 만들기⟫를 읽고 나서도 내가 수업시간에 “해라,하지 말아

라.”하는 것들이 과연 “아이들을 내 명령에 복종하게 하고 나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아이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걸까?”정말 고민하게

되고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이게 내가 채 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정말 아이들 성장을 해서 하는 걸까?”생각하게 되요.그래서

이번에 과학 독서를 수행평가에 넣었거든요.과학의 날 독후감 쓰기 하

는 그런 회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과학 책을 자기가 선정하고 자

기가 읽고 싶은 만큼만,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읽고 무얼 배웠는지

쓰는 수행평가를 했어요.

(안미경,2015년 7월 6일,면담)

장지연 교사의 경우,⟪창조 집단지성학습⟫을 공부하고 나서 “아이

들 사이에 네트워킹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두 명이서 해오

던 수행평가를 네 명이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 다.

는 ⟪창조 집단지성학습⟫ (읽고 나서) 어 수행평가를 바꿨어요.

보통 화니까,두 명이서 많이 했거든요.이번에 처음으로 네 명이서

하게 했어요.스토리텔링으로.그런데 정말 한 번도 목소리를 못 들었

던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아이들이 확장이 되면 그 안에서 서

로 지지해주고 향력을 주고 하는 게 정말 커지는구나!’그런 걸 느

거든요.( 략)네 명이 두 명보다 낫다는 것을 수행평가하면서 확실히

느 어요.

(독서토론모임,2014년 4월 9일,⟪창조 집단지성학습⟫ 



-102-

독서토론모임,참여 찰)

이와 같이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공부한 것을 반추해가며 실천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업,교육과정,나아가 평

가까지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독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은 교사 개인의 반성 실천의 함양 뿐 아니

라 교사들 사이의 반성 력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교사들은 같

이 책을 읽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비하면서 동료 교사와 “그

게 더 애들한테 의미 있겠네.”라거나 “이거 왜 배워야 돼?”와 같은 화

를 나 는 것이 더 편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안미경 선생님하고 는 같이 있으니까 말이 잘 통하기도 하고,책을

읽으니까 말이 잘 통하기도 하고,같은 공이라 말이 더 잘 통하기도

하고.되게 복합 이에요.(그런데)그런 베이스가12)없다면 더 겉핥기

식으로 충 했을 것 같아요.“ 충 여기 껴서 하지 뭐.”이 게.그런

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왜 배워야 돼?”했을 때 별로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다른 학교에서 2013년도에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한 이 있는데 그 때는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서 이런 순서로 가

르칠까?”그러면 “되게 가르치기 쉽겠네요.시험문제 내기 쉽겠네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게 더 애들한테 의

미 있겠네.”라거나 “애들은 이 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가르

쳐도 되겠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아마 이런 책들을 같이 읽어

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요?요새 듀이를 읽어서 그런 걸까요?

(서나 ,2015년 6월 24일,면담)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철학 기반을 공유하게 되면서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수 의 력을 넘어 교과나 교육의 목 과

원리,가치 등에 해 반성하면서 력해 나가게 된 것이다.더 나아가

12)독서모임에서 함께 공부한 토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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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모임을 통한 학습은 학교 안의 여러 교사들과의 력에도 향

을 미치고 있었다. 를 들어 2014년 7월 수업연구회13)의 사례를 보면,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보고

그에 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2014년 1학기에 ⟪비고츠키의 불 화음의 미학⟫,⟪창조 집단지성 학

습⟫,⟪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등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지속 으

로 ‘계’에 해 탐구한 바 있는데,수업연구회에서도 ‘계’에 주목하

여 수업을 찰하고 이 을 여러 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안미경:아이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그런 날인 것 같고요.

놀라웠던 것이 곽수민14)선생님이 신규가 맞나,이런 생각

이 (들었어요).정말 아이들하고의 계도 워낙 잘 만들어가는

이거든요.아침 독서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아이들하고의

계도 굉장히 잘 만들어가는 그런 반인데 아이들하고의 계

가 빛에서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 략)

장지연:곽 선생님 보고 정말 선배 교사라고 하기 그럴 정도로 무나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해주셨는데, 는 그 배경이 선생님과 아

이들의 계인 것 같아요.오늘도 잠깐 이제 그 2학년 애들 상

담하러 가면서 1학년 9반을 지나가는데 되게 하트 모양의 머리

띠를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략)아이

들이 선생님하고 잘 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그런 마음들

이 모아져서 오늘 같은 수업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

라고요.

경민수 :(수업에) 신학교라는 철학과 학풍이 녹아든 것 같습니다.

( 략) 는 9반 수업을 들어가면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

습니다.제가 아이들하고 계를 잘 못 갖지만 아이들하고 일

13)들풀 학교 체 교사들이 참여하여 서로 수업을 열고 배우는 공식 교사학습공동체,월 2회

정기 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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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략) 희 모둠은 서로 계성을

잘 만들어가면서 민주주의의식과 민주성을 (발휘한다고)느

습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계성 문제를 우리

가 많이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후략)

(들풀 학교 수업연구회,2014년 7월 2일,참여 찰)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에게 수업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개념 틀을 제

공하고 있었던 것이다.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틀

로 수업을 이해하고 그런 을 체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다른 교사들

의 학습 증진을 돕고 있었다.이를 통해 들풀 교사들의 력 학습이

형식화되지 않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독

서토론모임이 체 교사들의 력 학습 문화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화연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연구자:(수업연구회는)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그런데 ‘(계

속 같은 형식으로)가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계속 배움이 일어

날까?’(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화연:아.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형식 이게 되고 이런 거요?

연구자:네.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 략)

이화연: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수업 연구회만 하면 형

식 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선생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그 말.그런데 차이 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제 스스로

가 느끼는 차이 이 우리가 독서토론도 하고 연구회 같은 활동

도 하잖아요.그런 독서토론을 할 때나 연수를 받을 때 자꾸

수업 생각을 하고 그 거든요.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성장한다

고 해야 되나?그리고 다음 수업 봤을 때는 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그런 에서 보게 되고.그러니까 뭔가

이 이 단계에 있다가 토론하고 연수 들으면서 이 게 단계

가 올라가면 내 이 내 이 달라지면 다시 그걸 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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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되고.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구자:음⋯ 새롭게 보이는?

이화연: .선생님도 독서토론 같이 들어서 아시잖아요.우리가 최

근에 계속 계 얘기를 막 했잖아요.그런데 오늘 수업연구회

할 때도 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나는 그런 것들

이 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다른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 ‘음⋯ 그래 계 좋으니까 계 얘기를 하는구나.’이

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에 우리가 독

서토론이나 연수를 받으면서 ‘그래 진정한 거는,진정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거

라는 것)’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수업연구

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화연,2014년 7월 2일,면담)

이와 같이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교사학습은 교사들의 실천 변

화에 향을 주고 있었다.특히 이러한 실천 변화는 단순히 지식을 용

하는 방식이 아닌 반성 실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고 이러한 반성 실천의 증가는 수업실천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일상에서의 여러 교사들과의 력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다.

(2)공동실천의 증진

들풀 독서토론모임에는 많은 보직교사들이 참여한다.그런 만큼 학

교 차원에서 비가 필요한 교육활동에 한 논의가 독서토론모임에서

많이 이루어지곤 하 는데,이러한 논의는 게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

천으로 옮겨지고 있었다.이러한 실천의 변화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의

변화, 는 교사들 사이의 력 차원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들풀 교사

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천한다는 에서 공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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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독서토론모임에서 다루어진 학교 체의

주요 사항들이 그 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천으로 많이 이어지죠.그 에 하나가 올해 오리엔테이션.3월에 실

시한 오리엔테이션 있잖아요.요거를 작년에 한 해를 반성하면서 (얘기

했던 거거든요).(그 다음에 더 구체 으로 논의가 되면서)우리가 왜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지 기본 인 철학 같은 건 아이들도 나름 로 이

해하고 가면 좋겠다.그러기 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내

실 있게 운 하고)재학생들도 (다시 한 번)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는 얘기가 어요.그래서 올 해 실시한 거 요.실시해서 굉장히 좋았

죠.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1학년 아이들은 한 반년 수업 한 것처럼,바

로 1주일 오티 지나고 수업을 하는데 정말 응을 잘 하더라고요.

(이화연,2014년 8월 4일,면담)

이화연 교사가 언 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내실화는 2013년 12월 독

서토론모임에서 1학년 학생들 지도에 해 논의하던 개선 방안으로

나온 아이디이어 다.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제기되었던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문제를 더욱 공식 인 자리에서 논의하여 구체 으로 함께

실천에 옮긴 것이다.

2015학년도 들풀 교육과정의 핵을 이룬 ‘마을공동체 로젝트’도

이러한 공동실천 사례의 하나이다.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삶으

로서의 수업’철학을 갖게 되면서 학생들이 사는 공간,마을과 만나게 해

필요성을 느 다.그러던 때마침 ‘마을교육공동체’가 경기도 교육

정책으로 두되었고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본격 으로 이에 해

논의하 다.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떤 교육 가치가 있으며,시․도 교육

청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건지 논

의한 것이다.그리고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이어져 온 이러한 생각들은

2015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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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만들기⟫ 던가,독서토론 했던 내용 에 ‘교육과정 자체가

아이들의 삶과 만나야 된다.’이런 부분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그것도

그 고,우리 수업 자체가 삶하고 만나는 수업을 꿈꾸기 때문에 그러려

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마을하고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그런데 마침 지원을 해주니까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장이 무 많이 생긴 거 요.새롬시에 창의체험학교15)도 있고.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도 무 잘하고 있어요.창의 자원 사 로

젝트라 그래 가지고 에는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노인정에서

사하는 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동네에 애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사활동 하는 걸로 바꾸었거든요.우리 학교

생각도 바 고 주변의 시스템도 (지원 으로)바 면서16)(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그러면서

마을벽화도 그리게 거든요.

(김민정,2015년 7월 2일,면담)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에 한 교사들의 마음을 모은

후 제반 환경이 비되었을 때 이를 공동실천으로 옮긴 것이다.2학년

뿐 아니라 들풀 학교의 각 학년은 모두 ‘마을’을 심으로 교과 통합

로젝트를 운 해 나갔다.그리고 1학기에 각 학년별로 펼쳐진 마을

공동체 교과통합 로젝트는 2학기에 마을축제로 이어져 들풀 학교는

인근 네 개의 ․ 등학교,각 주민 자치회,노인정,지자체 기 등

과 연계하여 마을축제를 벌이기도 하 다.이와 같이 독서토론모임에

서의 논의는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교사들의 공동실천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국한

되지 않고 학교구조변화에까지 이르 다.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구조 인 한계가 발생할 때 이에 해 독서토론모임에

15) 새롬시청과 새롬시 지원청  연계하여 새롬시 학 들  마 공동체 활동  지원하  

해 마련한 프로그램. 

16) 새롬시  경우, 지원청 뿐 아니라 시 차원에  마 공동체  해 제도적 치  마

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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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련 이론을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 것

이다. 를 들어 2014년,들풀 부장교사들의 주요 고민 하나는 2

학년 지원에 한 것이었다.2014년에 2학년인 학생들 지도에 교사들

은 해당 학년 학생들이 1학년일 때부터 계속 힘들어 하고 있었다.독

서토론모임에서도 자주 그 학년이 언 되곤 하 는데 유난히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학년이었던 것이다.그래서 교사들은 이 학년의 지원을

해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학년부에 한 지

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그러나 학교조직을 어떤 타당한 근거 없

이 마음 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 고,이에 교사들은 독

서토론모임을 통해 학교조직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방학을 활

용하여 련 문가 강의를 듣고 이의 개편방안을 교사들이 함께 논의

하 다.이를 통해 학년부장 2인 체제를 논의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

은 이 안을 공론화하여 2015년 학교조직을 개편하 다.학년부를 더욱

지원하고자 학년부장 2인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신 학년부

외 다른 부서는 통․폐합하여 12개 부서 12부장 체제에서 9개 부서 12

부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 다.이와 같이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

학습은 학교 안의 다양한 방면의 공동실천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3.소결: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의 특징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 과정을 살펴봤을 때 몇 가지 두

드러진 특징이 있음이 발견된다.첫째는 교사들의 학습이 교과보다는 ‘교

육’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고,둘째는 교사들의 학습이 비형

식 이고 비순환 인 성격을 띤다는 이다.

첫째,독서토론모임에서 공부하는 것은 주로 ‘교육’에 한 것이었다.

많은 교사학습공동체들이 교과를 주요한 학습 분야로 삼고 있는 것(김성

천․양정호,2007;나귀수,2010;오승 ,2014)과 달리 들풀 독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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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주요한 학습 분야는 ‘교육’이었다.교육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

떻게 배우는지,교육 기 에 깔려 있는 가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등에

주로 심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각자 자신의 교과 기반을 가

진 학교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과보다는 ‘교육’을 주요한

학습 주제로 삼아 공부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특히 수업 용을

한 기술 지식보다 철학 지식을 추구한다는 이 에 띠었다.

둘째,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은 비형식 이고 비순환

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많은 교사학습공동체들에서의 학습은 주로 ‘문

제제기-자료조사-실천계획-실천-반성’(서경혜, 2008; 주 주․조은아,

2006;So& Kim,2013)의 순환 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

한 학습 과정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한 학습 특성으로 간주되기도 하

는데(McLaughlin& Talbert,2002;Resaon,1999)들풀 독서토론모임

에서의 교사학습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 다.그보다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는 책 한 권,모임 한 번이 학습의 단 가 되고

있었다.교사들은 공부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고,실천에 옮긴 것을

모임에서 다시 반성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련의 차나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 보 다.즉 이번 실천에 한 반성을 토 로

다음 학습이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모임의 시작 은 항상 새로 선정된

책이었으며,그것을 심으로 모임 한 번을 통해 학습이 완료되는 성격

이 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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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

이 장에서는 Ⅳ장과 Ⅴ장의 연구결과를 토 로,학교 밖과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논해 보고자 한다.학교 안 교

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크게 교사학습 측면과 학교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1.교사학습 측면

들풀 독서토론모임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는 부담 없이 지속 인 참여가 가능하고,‘교육’에 한 폭넓은 학습기회

와 비형식 이지만 강력한 학습경험을 교사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천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담 없이 지속 인 참여가 가능한 학습의 장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실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할 수 있을 때 ‘즉시’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시간

이 날 때 호기심으로 “한 번 가볼까?”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고

“큰 맘 먹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독서토론모임이었다.자신들

이 일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공동체 기에 교사들은 “큰 맘

먹지 않고도”“한 번 가볼까?”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가 개방 성격을 가지고 유연하

게 운 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다.학교 교사 구나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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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모임 일정을 체 교사들에게 항상 공지해주고 학습에

한 과 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운 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들풀

교사들이 독서토론모임에 부담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들풀 독서토론모임의 경우 부담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이 여러 측면에서 포착되었다.책 한 권,모임 한 번

이 학습의 단 가 되고 있었고 발제를 한다거나 논평을 하는 등의 형식

이 없었으며,구체 인 교수실천의 개선보다는 공부 자체에 목 을 둠으

로써 들풀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 되고 있었다.책

한 권,모임 한 번이 학습의 단 기에 교사들은 한두 번 모임에 빠지

더라도 특별한 학습 결손 없이 다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고,발제문을

쓴다거나 논평문을 쓴다는 등의 부담이 될 만한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쁜 학교 일정에서도 꾸 히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구체

인 실천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교수실천을

바꿔야 한다거나 바꾸기 한 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담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학교 안 교

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어느 지 에

치하여야 하는가에 한 의미 있는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그동

안 많은 교사학습공동체들은 구체 인 교수실천의 개선에 을 맞추어

운 되어 왔다(김남균 외,2014;김송자․맹재숙․박수정,2013;나귀수,

2010;서경혜,2008;So& Kim,2013).학교 안 가릴 것 없이 교사학

습공동체들의 주요한 목 은 자신들의 교수실천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교사학습공동체가 이 듯 교수실천의 개선에 을 두게 될 경

우,교사들은 그러한 목 이 달성되었다고 여기면 더 이상 교사학습공동

체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그리고 새로운 인원 충원에 한계가 있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 차 소멸하게 된다.더구나 가르치는 일을

교사 개인의 일로 여기는 풍토상(Little,1990;Fullan＆ Hargreaves,

1996)가르치는 일을 개선하기 해 학교 안의 동료 교사들과 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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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아이디어는 교사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즉 형성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교사학습공동체가 공부 자

체에 더욱 목 을 둘 경우,‘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별 부담 없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

것이 만족될 경우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본 연구 사례는 보여

다.

나.‘교육’에 한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과보다는 ‘교육’에 한 폭넓은 학습 기회

를 제공한다는 실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들풀 독서토론모

임은 ‘교육’을 주제로 모인 교사학습공동체 다.교과에 한 구획성이

분명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공체 지만 독서토론모임의 학습

주제는 교과가 아닌 교육이었다.교사들은 교육에 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육’에 한 다양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공부하 고 학생들의 배움을 두

고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 다.그리고 이에 한 만족감이 상당히 컸다.

이것은 많은 교사학습공동체들이 ‘교과’를 심으로 운 되는 것(김남균

외,2014;김 훈,2014;나귀수,2010;오승 ,2014;오필석,2014)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독서토론모임의 이러한 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가 교사들의 ‘교육’에 한 학습에 의미 있게 기여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러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 다.하나는 학교가 교육의 상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따라서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장이라는 이다.따라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들의 학생이나

교실,학교 등을 탐구의 상으로 삼아 공부할 수 있다.학교는 교사들이

모두 함께 아는 구체 인 학생 사례를 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고유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McLaughlin& Talbert,2006).들풀 독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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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포착되었다.교사들은 특별히 교과에

국한되지 않은 학교 안의 여러 교육활동들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탐구하곤 하 으며 구체 인 학생 사례를 공유하면서 학습하곤 하 다.

학교는 교과를 넘어 교육을 심으로 교사들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고유한 맥락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는 한 다양한 교과 배경의 교사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에

서도 교과보다는 교육에 한 탐구와 학습에 더욱 의미 있게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 다.여러 교사 기반을 가진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

는지,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한 논의를 하기에 가장 합한 장

(Grossman,Wineberg& Woolworth,2008)으로 다양한 교과 교사들 사

이의 교류를 통해 교육에 한 풍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맥락

을 제공하는 것이다.이러한 은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들풀 독서토론모임에는 교과를 불문하고 학교 안의

여러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다 보니 교사들은 다양한 교과 배

경의 동료 교사들을 통해 교육에 한 다양한 을 할 수 있게 되었

고 이것은 교사들의 교육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안의 여러 교과 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을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학교와 교실,학생들을 탐구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에 한 교사들의 학습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

이다.

다.비형식 이지만 강력한 학습 경험 제공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비형식 일지라도 강력한 학습 경험을 교사

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다.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

사학습은 주로 문제 규명으로 시작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공부와 자료

수집,실행계획 세우기,실행하기,실행 결과 반성하기가 순환 으로 이



-114-

루어진다(Reason,1999;McLaughlin&　Talbert,2002;Cochran-Smith

& Lytle,2009).일정한 형식 차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학습은 이러한 형식 인 차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책을 읽고 토론하는,어 보면 굉장히

단출하고 비형식 인 방식을 통해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책 한

권,모임 한 번이 학습의 단 으며,발제를 한다거나 논평을 쓰는 등의

활동 한 없었다.이 듯 독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은 상당히 비형식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비형식 인 학

습만을 통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교사들이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내 으로 단단해지고 실천에 한 이

해가 높아지는 것에 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Ⅳ장과 Ⅴ장에서 살펴

본 바 있다.이 듯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사 학습이 비형식 인

성격을 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학습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은 ‘같은 일

터를 공유하는 교사들과 교육철학 이론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심으

로 공부하는 데서’기인한 것으로 보 다.

독서토론모임에서 공부하는 텍스트는 주로 교육철학자들의 이론을 담

고 있는 것들이거나 교육 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교수실천의 즉각 인 문제해결을 한 략이나 기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론이 아닌 교육 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자신의 과 틀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이론을 담고 있는 책들을 주로 선정하여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

다.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이론을 공부하는 가운데 희열감도 맛보고 내

으로 단단해짐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교육에 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교육

에 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에 한 지 만족 한 컸다.‘이

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하는 충격을 경험하기도 하 지만 자신들의 기

존의 틀이 깨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에 한 만족이 컸던 것이

다.교사들이 그 “어려운”교육철학 텍스트들을 이 듯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며 공부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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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그러한 텍스트들이 “우리”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것

으로 선정되어,학교 맥락을 공유하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

서 비롯된 것으로 보 다.텍스트들이 “나”의 실천, 는 “우리”의 실천

과 무 하게 는 조 은 덜 련된 상태에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나”

의 실천,그리고 “우리”의 실천과 하게 련되어 읽히고 있었기 때

문에 교사들은 그 “어려운”철학 교육이론들을 어느 ‘먼 나라’이야기

가 아닌 “나”와 련된 이야기로 여기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혼자는 읽어나가기 어렵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실천 사례를 심으로 계속해서 이론을 풀어내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철학 교육이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철학

교육이론을 학교맥락과 하게 련지어 공부함으로써 교사들의 강력

한 학습경험을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한 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학습 텍스트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

은 Cochran-Smith & Lytle(1999,2009)이 말한 ‘입장으로서의 탐

구’(inquiryasstance)를 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 다.독서

토론모임 교사들은 함께 공부한 교육이론을 통해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

운 틀을 갖게 되면서 학교 안 의 교육쟁 에 해 활발히 문제를 제기

하고 탐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 다.같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들

이었기에 학교 안의 여러 교육쟁 들에 해 함께 탐구하곤 하 는데 서

로 같은 교육이론을 공부한 만큼 교사들 모두가 아는 공동의 이해의 토

에서 활발하게 교육쟁 들을 탐구해나갈 수 있었다.비고츠키의 ‘

계’의 개념 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배움에 해 탐구하거나

‘랙탈’이라는 개념 틀로 함께 일하는 교사 문제에 해 탐구해본 것은

교사들이 함께 공부한 이론을 토 로 함께 일하는 학교 맥락의 교육 쟁

을 ‘입장으로서의 탐구’해 나간 의미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교 안 의 여러 교육 문제를 이해하는 자신들의

이론 틀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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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변화 측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학교 변화 측면에서 더욱 다

양하게 드러났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철학의 공유에 기여할

수 있고 교사들의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가져오며, 력이 일상으로 확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필요할 경우 학교의 구조 변

화도 견인할 수 있고 외부 정책을 학교에 용하는 데 있어 그것을 매개

하고 재하는 역할 한 할 수 있음을 들풀 독서토론모임 사례는 보

여주고 있다.

가.학교철학의 공유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개인의 철학의 성장을 넘어 교사들의

학교철학의 공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독서모임이 비 과

철학을 공유하게 하는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박 정 교사

의 말,“학교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정은 교사

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학교철학의

공유에 기여하고 있었다.이들이 공유한 철학은 들풀 학교의 학교철학

이 되어 학교 반의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기 으로 역할을 하 고 새로

입한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다시 들풀 학교의 철학을 이해하

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철학의 공

유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철학의 공유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 요하다고 여겨지

는 특정한 정신 인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Hord,1997).따라서 학교철학

의 공유를 해서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검하고

자신이 속한 학교의 철학과 부단히 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그랬을

때 비로소 학교철학이 건물 한 가운데가 아닌 교육활동 가운데 살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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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게 되는 것이다.진정한 목 은 사회 지력의 과정,즉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결집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고 발

되는 것이다(Dewey,1938).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이를 통해 학교철학 공유에 기여하고 있었다.

나.이론과 실천의 일치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론 따로 실천 따로의 교사학습을 극복하

고 교사들의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가져오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

으로 보인다.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이론과 실천의 일치

를 경험하고 있었다.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하

고 있는 실천에 한 이론 이해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공부한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즉 앞서나가는 실천에 해 독서토론모임은 이론 으로 백업을

해주기도 하 고 새로운 실천에 한 이론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 다.

Ⅴ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실

천에 한 이해가 높아짐을 경험하고 있었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자신

들이 하는 수업에 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고 자신들이 하는 교과 통

합에 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 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수실제를 둘러

싼 교육맥락에 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 다.이러한 실천에 한 이

해 증진은 독서토론모임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과 하게

련되어 있었다.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독서토론모임은 자신들의

학교를 탐구의 장으로 삼아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교사들은 자신들

의 실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함께 읽었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학생 사례,자신들이 공유하는 수업 사례,자신들이

공유하는 교사 사례를 학습의 소재이자 탐구의 상으로 삼아 학습하

다.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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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학습에 한 상황 에 따르면 교사학습은 교사들이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쟁 들을 동료 교사들과 력하면서 풀 때 가속된다

(Borko,2004;So& Kim,2013에서 재인용).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하는가가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의미 있게 결정하는 것이다

(소경희,2009).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이 직

면한 문제와 쟁 들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습을 가

속시키고 그들의 학습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습의 결과가 실천에 반 된다는 에서도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가져온다.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이 공

부한 이론은 실천의 길잡이가 되어 실천 속에 항상 살아 있었다.수업을

계획하거나 학생들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독서토론모임에서 공부

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추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 시

켜 실천에 반 하 다.이론을 반추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학습 자료를

다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습 자료를 다시 구성하 고,단원

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원을 통합하 으며 다른 교과와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교과와 통합하 다.더 나아가 필요할 때는 평가

를 변화시키기도 하 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공부했던 것을 항상 생각하

다.이 듯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의 학습은 실천으로 그 로 이어

지고 있었다.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 그곳에서의 학습은 학교라

는 벽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지만(김성천,2007; 서경혜,2008;

Meirink,Meijer& Verloop,2007)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학

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 력의 일상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력은 공동체를 넘어 학교 일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다.들풀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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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비단 공동체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이들은 학교 일상에서 항

상 력하고 있었으며 한 학교 체 교사들의 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었다.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강한 동료

애(collegiality)를 형성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은 학교 일상에서 이루어

지는 여러 일들을 두고 항상 력하고 있었다.“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

가 에 있어지는 거잖아요.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는 그런 계가 만들어지는 거죠.”라는 김수민 교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서로 간에 강한 동료애를 형성한 교사들은

평상시에 구보다 서로 의지하고 력하 다.특히 부장 교사들로서 들

풀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도 역할을 하는 독서토론모임 교사들

은 “학교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연 의식이 높았고 이

러한 일을 함께 하는 동료가 에 있다는 것에 한 든든함 마음이 컸

다.독서토론모임은 이러한 변화주체들의 연 성을 높이고 서로간의 단

단한 력 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서토론모임이 비단 구성원들 사이의 일상 력 증진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독서토론모임은 구성원들 사이의 력 증진을 넘어 학교

체의 력 문화 구축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었다.학교 변화 기,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공공성’의 학교철학을 공유한 교사들은 학교를 변

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인 “수업을 공개하는 일”을 주도 으로

해나감으로써 교사들의 ‘개인주의의 철벽’(Fullan& Hargreaves,1996)을

무 뜨리는데 의미 있게 기여하 다. 한 학교 변화 후에는 변화 주도

그룹들의 동료애 강화와 내 성장을 통해 학교변화를 지속해나갈 동력

을 마련해주었다.새로운 문화는 구 되는(implemented)것이 아니라 발

달하는 것이라는 (developed)(Fullan,2007),학교 문화는 정 이지 않

으며,태도와 가치,기술이 서로 련을 맺고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것

이라는 (Hippetal,2008)에서 봤을 때 학교 변화를 한 이러한 계

속 인 노력은 타당하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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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일상화에 있어서 독서토론모임은 특히 교사들 사이의 력이

‘형식화’되거나 ‘인 ’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Hargreaves(1994)에 의하면 력은 “인 인 것

(contrivedcollegiality)"과 ”문화 인 것(collaborativeculture)"으로 구분

된다.“인 인” 력은 표면 이고 형식 인 수 에서 력하는 것으

로 자신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가운데 군가 시켜서 하는 력을 의

미한다.이에 비해 “문화 인” 력은 교사들이 발 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주도 이고 자발 으로 하는 력을 의미한다(Hargreaves,1994).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계속 인 철학의 성장과 실천에 한 이해 증가를

경험한 교사들은 그러한 경험을 일상 곳곳에서 확산하면서 교사 력이

인 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 앞서 살펴본 수업연구회 사례라고 할 수 있다.수업연구회는 들풀

체 교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인 교사학습공동체이다.수업연구회는

2010년 학교 신 이래 2015년 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형식의 변화가

크게 없다.한 교사가 체 교사들 앞에서 제안수업을 하면 교사들은 수

업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찰하며 배우고,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식

으로 6년 여간 유지되어 오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학습공동체의 경우

교사들의 지평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Vescio,Ross

& Adams,2008).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이기에 지속 인 반복 속

에서 형식화될 험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수업연구회는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을 공 함으로써 형식화되지 않고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수업을 보는 새로운 이

해의 틀을 갖게 된 독서토론모임 교사들이 새로운 이해의 틀로 수업을

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한 이러한

이해의 틀의 공유를 통해 다른 교사들이 자신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학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다.독서토론모임은 들풀

체 교사들 사이의 “차이”를 생성하여 계속해서 서로 보고 배울 수 있

는 계를 만드는 토 를 마련하 던 것이다.이것은 력학습의 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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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계(scaffolding)"(Vygotsky,1978)를 독서토론모임이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일상 력은 특히 자료를

주고받거나 코멘트를 주고받는 수 을 넘어 공동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데 하나의 요한 의미가 있었다.Little(1990)에 의하면 교사 력은

이야기하기,도움 주고받기,아이디어와 자료 공유하기,공동 실천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이 앞의 네 가지 종류의 력은 교사의 독립성을

크게 하지 않는 력으로 교사 일상에서 종종 발견되곤 하지만 실천

수 에서 더욱 상호 조정이 필요한 공동 실천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Little(1990)은 보고한 바 있다.Rosenholtz(1988) 한 교사들 간의 일상

인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부분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었고,

간혹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동 실천은 볼 수 없

었다고 하 다(서경혜,2009).그러나 들풀 학교 교사들의 력은 공동

실천의 수 까지 나아가 있었다.서나 교사가 책을 읽고 “왜 배워야지

생각하다 보면 다른 교과와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 게 한다.”는 이야기,

“동료 교사와 수업 계획을 의논한다.”는 등의 내용은 이러한 공동실천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더 나아가,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공동체 로젝트’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는 ‘조직 변경’

과 같은 공동 실천이 들풀 학교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

한 공동 실천에 독서토론모임은 의미 있는 향을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력의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는 실천 의미,특히 그러한 력의 일상화가 형식 인 수 이 아닌 문

화 수 ,단순한 자료 공유나 조언을 주고받는 수 을 넘어 공동 실천

의 수 까지 이르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함을 이 연구는 보여 다.

라.학교의 구조 변화 견인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구조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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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여 다.학교의 구조 변화는 교수 실천의 변화,문화 변

화와 더불어 학교변화의 요한 한 축이다(Cuban,1988).그러나 교사학

습공동체가 학교변화에 의미 있게 기여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여를 학

교의 구조 측면에서 논의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찾아보기 어려웠

다. 부분은 교수실천과의 련 속에서만 논의되고 있었고(김남균 외,

2014;나귀수,2010;오승 ,2014;최수일,2009;Dunne,Naver,&

Lewis,2000;Strahan,2003;So& Kim,2013),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

간 경우 교사문화와의 련 속에서 논의되는 경우들은 있었으나

(Andrews& Lewis,2002;Hollinsetal.,2004;Phillips,2003;Supovitz

& Christman,2003)학교의 구조 측면과 련된 논의,즉 교사학습공

동체가 학교의 구조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

다.그러나 들풀 독서토론모임 사례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

의 구조변화에도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구체 가 Ⅴ장에서 논한 조직 변경이다.들풀 학교는 2015

년 들어 12개 부서 12부장 체제를 9개 부서 12부장 체제,즉 두 명의 학

년부장 체제로 환되었는데,이러한 조직 개편에 독서토론모임이 향

을 미친 바가 크다.학년부에 한 교사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 독서토론

모임 교사들이 독서토론모임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조직론을 공부하고 들

풀 학교의 조직개편에 해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조직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들풀 학교의 이러한 사례는 교사들이 주도하여 학교의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특히 이러한 교사 주도의 학교조직 변경

에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독서토론모임의 구성원들 부분이 부장교사 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교장이 교사들의 결정을 존 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만,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들의 력 증진을

해 노력할 때,학교의 구조 변화에도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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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외부 정책 유입의 재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외부 정책을 학교 안에 도입하는 ' 재소

(medium)'로서의 역할 한 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다.독서토론

모임은 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이지만 학교 안의 교사

들이 지 고하,경력,교과,담당학년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교

사학습공동체이니만큼 외부 정책 도입에 한 의견을 모으는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신학교정책 도입이 독서토론모임에서 논의되고 마을

공동체 로젝트에 한 논의가 독서토론모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러한 을 잘 보여 다. 한 2015년 여름방학 에는 2015개정 교육과

정에 한 공부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이것은 학교 안 교사학습

공동체가 하향식 학교 개 의 한계와 상향식 학교개 의 한계(Fullan,

2007)모두를 극복하고 이 두 근을 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김두

정,2015)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외부 정책의 재소로

서의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국가주도의 교육과정 운 이 강하게 자

리 잡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자율 교육과정 운 을 지

향하는 우리나라 맥락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교육과정을 주체 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학교 맥락에 맞게 변

용하여 용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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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요약 결론

1.요약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구분

되는 어떠한 실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연구자는 2009년 3월,같은 학교 교사들에 의해 자생 으로

형성되어 2015년 12월 재까지 7년 동안 유지되어 온 들풀 독서토론

모임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여 질 사례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어떻게 형성

되고 유지되어 왔는가?

둘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인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학습하며,이러한 학습은 교사들의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

셋째,들풀 독서토론모임 사례를 통해 봤을 때,학교 밖 교사학습공

동체와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에 의하면,먼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교사들의 ‘학

교 변화에 한 바람’과 ‘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심’,‘소통에 한

기 감’이 어우러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교육에 해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은 “책을 읽고 얘기하다 보면 나아갈 길

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을 시작하 다.

특히 지식인으로서 공부에 한 “갈증”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은 “책을

읽고 얘기해보자.”는 리더 교사의 제안에 아무런 “ 항감”없이 독서토

론모임 참여를 결정하 고 고립 이고 료 인 학교 문화 속에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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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있던”교사들은 ‘소통에 한 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에 참

여하게 되었다.이 게 형성된 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의 자발 힘으로 유지되어 왔다.독서토론모임이 학교 변화를

해 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바쁜 와 에도 시간을 마련하

여 함께 모 고,그 속에서 “함께함”과 “내 성장”에 한 상당한 만족

감을 맛보게 되자 더욱 열심히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 다. 한,들풀

독서토론모임은 상당히 개방 이고 유연하게 운 되었기 때문에 교사들

은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책을 읽었든 못 읽었든”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었다.이런 가운데,리더 교사들의 리더십은 교사들이 더욱 신뢰

감을 가지고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

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 의하면,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 교사들은 학교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철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은 후

함께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우선 리더인 박 정 교사는 학교가 마주한 상황에 따

라 철학 ․이론 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

때 그 때 필요한”교육철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었다.이는 교육활동

을 검토하고 새로운 실천을 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교사들의 력 학습은 주로 ‘책을 읽으면서 반성한 공유하기’,‘교

육이론에 해 질문하고 논의하기’,‘학교 안 의 교육쟁 탐구하기’,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 모색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

다.교사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에 도 하

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들을 모임에서 동료 교사들과 활발히

공유하 다. 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해서 질문

하고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 다.이러한 질문은 본인 뿐 아니

라 참여한 많은 교사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교사들은 한 이론과 실천을 연결 지어가며 학교 안 의 교육쟁 에

해 탐구하기도 하 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수업 상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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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도 하 고,교사들의 문제를 탐구하기도 하 으며 학교를 넘어선

다양한 교육 쟁 에 해 탐구하기도 하 다.이러한 탐구를 통해 교사

들은 교육 상에 해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 다.교사들은 모임에서 “우리”학교 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

기도 하 다.수업이나 학생지도에 한 고민을 드러내고 이에 한 해

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하 고 학교 체에 폭넓게 련되어 있는 문

제에 한 고민을 드러내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

들풀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나.우선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실천

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학교 맥락과의 련 속에서 선정되는

책들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교사들은 “나”의 실천,그리고 “우리”학교

의 실천에 한 이해를 높여가는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서토론

모임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을 형성하거나 환하는 데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러한 교육실천에 한 이해 증

진과 교육 의 변화는 교사들 각자의 실천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

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게 된 교사들은 학교 일

상에서 공부한 내용을 지속 으로 반추하며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갔다.공부한 내용을 토 로 수업을 검토함으로써 교육 자료를 변화시

키거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하 고,이를 토 로 평가를 검토함으

로써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하 다.독서토론모임에서의 교

사학습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곳곳에 스며들어간 것이다. 한 독서토론

모임에서 이루어진 학교문제에 한 논의는 공동실천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다.“우리”학교 문제에 한 논의 던 만큼 구체 인 교육 장에

서 사장되지 않고 학교 체 교사들이 참여하는 공동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탐색한 세 번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 측면과 학교변화 측면에서 학교 밖과 구분되

는 다양한 실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교사학습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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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의 실천 함의를 가진다.

첫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실천 의미를 가진다.교사들의 일상 인 일터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큰 맘 먹지 않고도”참

여할 수 있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공동체가 개방 으로 유연

하게 운 된다면,교사들에게 지속 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과보다 “교육”에 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다양한 교과 배경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자신들의 학교와 학생들을 탐구

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는 데 기여할 수 있

다.셋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비형식 이지만 강력한 학습 경험을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독서토론모임을 통한 교사학

습은 어떤 차나 형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학습을 통해

교사들은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것은 주로 학교 맥락과

하게 련된 교육철학 텍스트를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안 의 교육쟁

을 탐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다.

다음으로,학교변화 측면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크게 다섯 가

지의 실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는 교사들이 학교철학을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동료 교사들

과 교육에 한 을 공유하는 것은 비단 개인의 교육 의 발 을 넘

어 교사들 사이의 학교철학 공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

다.둘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가

져온다.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자신의 실천에 한 이해를 돕는 데

효과 으로 기여할 수 있고 학습공동체에서 학습한 것을 그 로 실천

에 반 할 수 있음을 들풀 독서토론모임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셋째,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력의 일상화를 가져온다는 실천 의미를

가진다.들풀 독서토론모임 구성원들의 증진된 동료애는 학교 일상으

로 이어질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의 일상 력에도 기여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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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넷째,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구조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들풀 독서토론모임에서는 조직 변경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

과가 조직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마지막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는 학교 외부의 교육정책 유입을 재할 수 있다.이는 학교 안 교

사학습공동체가 하향식의 학교개 모델과 상향식 학교개 모델 모두를

극복하고 이를 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결론

이 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학교 ‘안’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학습과 학교변화에

기여하는,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구분되는 지 을 포착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학교 안 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

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의 특성과 교수실천의 변화를 탐색해

온 것과 달리,이 연구는 학교 ‘안’이라는 맥락이 교사학습과 교수실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는 데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이

를 통해 학교 밖과 구분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교사학습 측면과 학교변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드러내었다.두 측면에서

드러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는 최근 학교 안에 교사학

습공동체를 만들어 운 하고자 하는 여러 교사들과 교육 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사례를 통해

경험 으로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1990년 이후 교수·학습 개선

과 학교변화를 한 방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심이 세계 으로

높아져 왔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다.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이론 검토나 학교 밖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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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 하고 있어 학교 ‘안’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한 특징과 가치를 경

험 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물론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한 사례 연구가 일부 수행되기도 했으나,연구 사례가 부분 단기간

운 되는 로젝트 성격의 교사학습공동체에 한정되어 있어 학교 안 교

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과 달리,본 연구는 교사 주도로 형성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

지되고 있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여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드러내었다.이를

통해,이론 논의나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논의를 통해서는 포착하기

힘든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제 가치를 구체 으로 포착하여 드

러냈다는 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특히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들의

실천과 학교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경험 으로 드러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를 몇 가지 지 할 필요가 있겠다.이 연구는 연

구 사례의 특수성과 연구 참여자의 제한성,연구방법에 의한 한계를 갖

는다.먼 ,이 연구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특

히 철학 교육이론이 담긴 텍스트를 주된 학습 자료로 삼아 학습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로 일반화하

여 이해하기에는 다소 험한 측면이 있다.교사학습공동체는 그것의 주

제와 ,운 형태 등에서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 바,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이 연구

사례와 다른 유형의 교사학습공동체들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독서토론모임 ‘참여자들’로 제한

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들풀 독서토론모임이 교사들의 자발 으

로 참여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이므로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독서토론모임에 정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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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학교에는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 역시 다수 존재하며

이들 교사들이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데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것

이다.단순히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학습 자체에

심이 없거나 독서토론모임의 학습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참여하

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모임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

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즉 독서토론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이라

도 참여하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독서토론모임에 한 자신의 입장을 가

지고 있을 것이다. 한 비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 없이 독서

토론모임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통해 직간 으로 독서토론모임의 향

을 받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비참여 교사들의 이야기는 학교 안 교사학

습공동체를 좀 더 다각도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독서토론모임 비참여자들은 주된 연구 참여자로 선

정되지 않았다. 장에서 교장 교감을 비롯한 들풀 학교의 여러 교사들

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 지만 이러한 면담은 학교 맥락을 이해하기

해 일부 이루어졌을 뿐 독서토론모임과의 련 속에서 면 히 수행되지

는 못하 다.따라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와 련하여 공동체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들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의한 한계를 갖는다.이 연구는 학

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실천 변화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주로 면담이라는 방법에 의존하 다.들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사 활동에 한 참여 찰을 통해 교사들의 실천 변화를 일부 살펴보기

도 하 지만 부분은 교사면담이라는 제한된 방법을 통해 그 변화를 탐

색하 다.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실천 변화에 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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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PracticalMeanings

ofSchool-basedTeacherLearning

Communities

-FocusingonthecaseofDlPulmiddle
schoolteachers'bookclub

Chang,Yeon-Woo

DepartmentofEducation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understandthepracticalmeanings

of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ies.To this end,an

in-depth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inamiddleschoolcalled DlPulBookClub(DPBC). I

choseDPBC forthisstudysinceithasmettheconceptofteacher

learningcommunity;itwasconsistedofonlysameschoolteachers;it

hadbeencreatedvoluntarilybyteachers;andithasbeensustained

foralong timesince2009.Iperformedqualitativecasestudy on

DPBCwiththefollowingthreeresearchquestions.

Thefirstquestionishow DPBC wascreatedandhow ithasbeen

maintainedforalongtime.

Thesecondquestionishow theteachershavebeenstudying,and



-142-

how theirstudieshavemadeanychangestothoseteachers.

The lastquestion is whatwould be the practicalmeanings of

school-basedteacherlearningcommunitiesthatisdistinguishedfrom

out-of-schoolteacherlearningcommunities.

Theresultsofthisstudy aresummarized asfollows.Atfirst,

DPBC was madeby teacherswishing forschoolchange.In the

beginning,they were notaware oftheir actualproblems about

schoolingeventhoughithadmanyproblems,sotheytookadifferent

approach to the educational problems by book discussion.

Furthermore, they had a thirst for knowledge for their own

intellectualgrowthas"intellectuals"andneeded"communicationwith

eachother"inthecontextofisolatedandbureaucraticschoolculture.

Therefore,theystartedabookclubtostudyabouteducation.

Afterithadbeenestablished,ithasbeenmaintainedforalong

timewiththefollowingfourfactors.Thefirstfactoristheteachers'

strongdesiretosustaintheirschoolchange.Theyactuallymadea

bigchangeinschoolin2010,andyeteventoday,theystilltryto

giveaconstantchangefortheirschool.Theythinkanessentialkey

istosharetheirperspectiveson education by book discussion to

makeitpracticeinschool.Thesecondfactoristheteachershavea

highsatisfactionwithDPBC.Thebigreasonwhytheteachersjoined

totheclubvoluntarilywasbecausetheyweregreatlysatisfiedwith

cooperation with their colleagues,and also because they found

themselvesintellectually growing.Asaresult,teachersstarted to

takepartinitmoreactively.Thethirdfactoristhatleadershipof

teacherleaders.Threeleadersareengagedintheactivitycoequally

withotherteachersinDPBC andsupportotherteachers'teaching

methodsinadailyschoollife,whichenhanceatrusteachother.The

lastfactoristheopennessandflexibilityofDPBC.Itisopento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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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inDlPulmiddleschooltoattend.Themeetingtimecanbe

adjustableflexibly toschoolschedule,sotheteachersfrom DlPul

middleschoolareabletojoinitwithoutbeingamemberofitand

notevenreadingthebookinadvance.

Accordingtotheresultsofthesecondresearchquestion,teachers

read books to exam their school's activities philosophically and

theoretically,andalso,theydiscussmanyeducationalissuesinand

outoftheirschoolwith theircolleagues.Afterreading books of

philosophicaleducation theory,thatisselected forexamining their

school'sactivities,theysharetheirreflectionontheirreadingsand

they ask each otheraboutthepartsthey don'tunderstand while

readingbooks;theyinquireaboutvariouskindsofquestionsinand

outof"our"school;andtheytrytosolve"our"school'sproblems.

ThroughthesestudyinDPBC,teachersincreasetheirknowledgeof

practice,andtransform orestablishtheirperspectivesoneducation.

Furthermore,they fix theirapproachesto studentsby ruminating

theirlearning in DPBC and they puttheirideas aboutschool's

practicalproblemsintocollectivepract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hird research question,

school-basedteacherlearningcommunities(SBTLC)cancontributeto

teacher's learning and school change,which is different from

out-of-school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At first, regarding

teacherlearning development,SBTLC hasthreeimportantpractical

values.

ThefirstoneisthatSBTLCcanbeaplaceforteacherstostudy

verylightlyandcontinuously.BecauseSBTLCislocatedinaschool

where teachers work everyday,teachers can take part in the

communitywhenevertheywantto.Therefore,ifitismanagedopenly

andflexiblywithanaim ofteachers'growth,ratherthanshort-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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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ofteaching practice,teacherscan havea chanceof

lifelonglearningintheirschool.

Next,SBTLC gives many chances to study about'education'

ratherthan'subjectmatters'toteachers.Becausetherearemany

resourcesinschoolssuchasstudentstheyteachandteachershaving

different subject bases,they can investigate their students and

educationalissuesin SBTLC from thediverseperspectiveswhich

eachteacherhas.

Lastly,SBTLC cancontributeforteacherstostudyphilosophical

education theory practically.In the general sense,philosophical

educationtheoryisconsideredasabstractandnothelpfultoteaching

practice.However,teachers in DPBC thought the philosophical

educationtheorywaspracticalandveryhelpfultoteachingpractice.

Thereasonwhyteachersthoughtsowasbecausethetextbookshave

been selected in relation to theschoolcontext,and also because

teacherscould haveshared teaching practicesand concernsabout

school problems while working together. Teachers showed a

satisfaction ofstudying philosophicaleducation theory with their

colleaguesin"our"school.

Withtheregardtoschoolchange,thisstudyshowsthatSBTLC

cancontributetotheschoolchangeinfiveaspects.

Firstofall,itisgoodhow teacherscansharetheinformationof

school'seducationalphilosophy together.Asstudying philosophical

education theory,and sharing theirperspectives,they build better

relationshipstoeachother.

Secondofall,itcanbring anunityoftheoryandpractice.As

studying educationaltheory related with theirpractices in DPBC,

teachers can increase the knowledge oftheir practices and can

changetheirtheoriesaccordingly.Thechangecanbeaccomplished

notbyapplyingthetechnicalknowledgetotheirteachingpractices



-145-

butby ruminating theextendedintellectualhorizon aboutteaching

practices.Furthermore,thisstudy showsthatschool-basedteacher

learning communitiescontributeto teachers'collaborativepractices

andcollectivepracticesinadailyschoollife.Thesearealldifferent

from out-of-schoolteacherlearningcommunities.

Thirdly,teachers'collaborationcanbeextendedtotheirdailywork.

InthecaseofDPBC,teacher'sactiveparticipation,collaboratedon

theirlearningintheirschool'sdailywork,andalsotheyhelpedother

teachersin theirschoolto havevaluablelearning experiencesby

sharingtheirknowledgefrom DPBC.

Fourth,itgives a contribution to the change ofthe school's

structure.Afterteachersstudyaboutschoolorganizationtheoryand

discusstheirproblems,theymoveontoanactiontochangeit.

Lastly,school-basedteacherlearningcommunitiescanmediatethe

influxofout-of-schooleducationpolicy.Teachersoftenreview the

national government's curriculum policy or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policy in ordertounderstand them welland toadapt

them totheirschool.Thismeansthatschool-basedteacherlearning

communitiesisagreatcontribution toovercomethelimitsofthe

top-downcurriculum reform andbottom-upcurriculum reform.

* Key words: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teacher

learning,teacherchange,schoolchange,practicalmeaning,bookclub,

inquiryasstance

*Studentnumber:201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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