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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경험 및 배움유형 탐색

-‘티처런 커뮤니티’ 사례연구-

이      은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배움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티처런 커뮤니티의 사례연구를 통해, 체육학습공동체 속 초등 교

사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티처런 커뮤니티’ 에 참여하는 교사

들의 배움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티처런 커뮤니티’ 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배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초

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배

움유형별로 어떠한 전략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교사학습과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하

여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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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2개월동안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16명으로 성별, 스포

츠 동아리 경험, 교직 경력, 학부 체육 전공 여부, 체육 관련 행정

업무 담당, 다른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 공동체 참여 경력, 출석율

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현지문

서,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다각적 분

석,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윤리 준수

를 위해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연구 결과로 첫째, 티처런 커뮤니티 교사들의 배움유형은 ‘이끄

는 배움’, ‘따르는 배움’, ‘선긋는 배움’, ‘뒷짐진 배움’ 으로 드러났

다. 이 배움유형의 구분 기준은 참여도와 추구하는 교사상이다. 이

끄는 배움은 성찰 지향 교사이면서 참여도가 높은 배움유형이다.

따르는 배움은 실천 지향 교사를 추구하면서 참여도가 높은 배움

유형이다. 선긋는 배움은 실천 지향 교사를 추구하면서 참여도가

낮은 배움 유형이다. 뒷짐진 배움은 성찰지향 교사이면서 참여도

가 낮은 배움 유형이다. 각 유형은 가입 및 참여동기, 공동체를 통

해 추구하는 교사상, 공동체 내 역할에 따라 더욱 자세히 분석되

었다.

둘째, 티처런 커뮤니티 교사들의 배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은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구성원과의 관

계’,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이다. 마지막 요인에서 ‘공동

체 비전’ 은 리더 교사 인터뷰, 워크숍 자료집 분석을 기반으로 추

출되었다. 이렇게 연구된 티처런의 ‘공동체 비전’ 은 ‘학생을 위하

는 내실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체육 수업을 위한 실천

적 지식의 공유’, ‘나눔과 배움에 대한 교사 내 갈증 해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느끼는 위안’, ‘예비교사교육의 보

완’,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성화’ 여섯 가지이다.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는 각 유형에서 여섯 가지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끄는 배움 유형은 자신들이 손때를 묻혀가며 만든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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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을 보였다. 구성원과의 관계를 보

면, 서로의 인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 강했다. 공동체의 비전은

여섯 가지 비전 모두에 대하여 높은 공유 정도를 보였다. 두 번째,

따르며 배우는 사람들은 몸으로 배워야 하는 체육의 특성이 잘 반

영된 티처런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였다. 구성원과의 관계를

보면 가장 확장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여섯 가지 비전

중 세 가지 비전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선 긋는 배움 유형 구성원

은 티처런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다른 구성원과는 제한적인 관계를 맺

고 있었으며, 여섯 가지 비전 중 두 가지 비전에 공감하였다. 뒷짐

진 채 배우는 이들은 티처런의 체육수업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업 활동 이상의 것’

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동체의 비전 중에서는 두 가지에

공감했다.

셋째, 티처런 커뮤니티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전략은 총 5개의

상위전략과 17개의 하위 전략으로 나타났다. 상위전략은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정서적으로 지지얻기’, ‘입맛에 맞추기’, ‘성장욕구

채우기’,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이며 각 상위전략마다 3-4개의

하위전략이 드러났다. 배움유형별로 전략도 다르며, 그에 따른 배

움의 결과도 달랐다. 이끄는 배움에서는 ‘공동체 운영 능력’, ‘교사

교육 전문성’,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를 얻었고 따르는 배움에

서는 ‘체육수업 전문성’,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 ‘지속적 전문성

개발의지’를 얻었다. 선긋는 배움과 뒷짐진 배움에서는 모두 체육

수업 자원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위한 제언을 하

자면, 우선 다양한 배움유형의 구성원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구성원의 자기결정권 및 책임감을 높여줄 필

요가 있다. 둘째, 리더의 소모를 방지해야한다. 리더의 책임감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함과 동시에, 리더의 성장욕구를 채워줄 수 있

는 통로를 다양화·구체화 해야한다. 셋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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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형성해야한다. 참여도가 낮은 배움

유형의 가장 큰 참여장벽이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부담이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인정하는 교사

복무제도와 양적 관점이 아닌 질적 관점으로 교사교육을 바라보는

교사연수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주요어 : 교사학습, 교사학습공동체, 초등체육, 초등교사, 배움유형

학 번 : 2018-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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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는

교사를 통해 지식보다 더 중요한 ‘배우는 자세’를 배운다(오욱환, 2005).

우리가 어제 가르친 것처럼 오늘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오늘과 내일을

빼앗길 것이다(John Dewey, 1916). 새로운 세상을 만날 아이들은 더 이

상 어제의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지식의 생성 속도는 더 빨라지

고, 그 양은 방대해지고 있다. 교사들이 대학 시절 배운 학문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만큼 교육현장은 매일 바뀌고 있으며, 자신들의

죽은 지식을 경험한 교사들은 전문성의 위기를 느낀다(서경혜, 2015). 지

속적인 전문성 개발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은 이제 교

사에게 필수가 되었다.

지속적 전문성 개발의 방법 중 최근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분

야는 교사학습공동체이다(서경혜, 2009, 2015; 송경오 & 최진영, 2010;

윤석주, 2015; 이승호 외, 2015; Hargreaves & Fullan, 2012; 정바울,

2016).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

해,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

하는 교사 집단이다(서경혜, 2009).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251명의 중등

체육교사 중 20.1%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자발적 전문성을 개발한다

고 답했으며, 그 만족도도 다른 항목들 (독서, 연구대회 참가, 컨설팅장

학/멘토링)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이옥선 외, 2018).

교사학습공동체는 인지주의적 학습이 주를 이뤘던 교사교육에서 구성

주의나 상황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습이론들이 인정되면서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socio-cultural) 관점으로 바뀐 것이다. (Kelly, 2006; 정현수, 2019). 또한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나아가, 평생 배워야할 학습

자(life long learner)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Armour, Cambers,

& Makopoulou, 2013)이 촉구되었다. Lortie(1975) 는 교직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개선하면, 변화에 저항하는 교직의 보수주의적 성향이 완화되어

학생의 학습 성취를 비롯한 학교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

다. Lortie의 아이디어는 교사들의 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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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 이어졌고(서경혜, 2015),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보다 체계적

이고 공식화된 교사의 협력을 추구하는 ‘교사 학습공동체’ 에 대한 관심

으로 이어졌다(Hareaves & Fullan, 2014).

그렇다면 왜 배움유형인가? 왜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의 배움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일까? 그 답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

교사교육은 교사를 지식전달자로만 보던 관점에서 평생학습자로 바라보

는 관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주체인 교사들이

어떻게 교사교육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교사는 주로 ‘학

습자’ 가 아닌 ‘수업자’ 의 관점에서만 그 유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교

직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수업자’ 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후기근대사회 이후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가 모두 다각화 되면서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의 전문성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실제로 교사가 해왔던 지식전달의 역할을 각종

정보화 기기와 학습프로그램들이 대체하였다(김태연, 2014). 이 위기 속

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학문에 대한 지식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입직 이후에도 평생학습자가 되어 더 새롭고, 더 나은, 그리고 더

향상된 것을 위해 끊임없는 탐구를 해야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Fincer, 1996; Manrss & Templeton, 1997).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관점 또한 반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방향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교사교육 초기에는 경력교사 옆에서 그를

관찰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도제식 접근), 교사에게 각 교과의 전문

적 지식을 전수 (학문적 접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교직

관이 변화하면서는 자신의 수업실천을 검토하고 (반성적 접근) 더 나아

가 여러 사람과 그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적 접근)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서경혜, 2013). 이와 더불어 ‘교사연구자’ (teacher as a

researcher, Stenhouse, 1975) 의 개념이 활성화되었다. 교사가 연구의 대

상이 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 ‘연구의 소비자’ 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탐구적 태도를 갖는 ‘연구의 생산자’ 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최의창, 1996).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교사를 연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업실천을 함께 나누고 반성하는 교사들이 어

떠한 형태로 학습하는지, 즉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교사의 참여유형이

밝혀져야한다. 물론 You(2018)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초임체육교사

의 유형이 제시되기는하였으나(잠재적, 수동적, 적극적), 초임교사에 한정

되어있고 교사가 어떻게 지식을 활용하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

사학습공동체의 교사를 이해하기위해서는 ‘교사 학습’ 의 관점에서 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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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배움유형 연구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교사들의

다양한 배움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교사들 또

한 다양한 형태로 학습한다. 하나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도 교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워나간다. 변화하는 교사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교

사 또한 교사교육의 수요자이며, 교사학습공동체 속에서도 교사가 어떠

한 형태의 배움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

사들의 수요가 교사교육과 교사학습공동체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단

순히 ‘학습자의 주문에 응하는 교육’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의 잠

재력과 가능성, 성장의 배경과 전망, 앞으로의 삶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주관적 필요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검토된 ‘객관적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돈희, 1998).

교사의 수요가 반영된 교사교육을 교사 연수 후에 의례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 평가나 온라인 만족도 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

다. 그들의 가능성, 배경, 앞으로의 삶 등을 교사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는 그들 가까이에서 개개인이 어떠한 형태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그중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는 다양한 방식의 학

습 (속함으로써의 학습, 행함으로써의 학습, 됨으로써의 학습, 느낌으로

써의 학습)을 주요 요소로 하는 ‘학습의 사회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Wenger, 1999), 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속 교사의 배움유형에 대한 연구는 구성원들의 공동

체 내 역할을 분석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교사학습공

동체는 불안정하다. Lave&Wenger(1991)은 실천공동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밝혔다. Stroll 과 동료들(2006) 은 교사

학습공동체가 구성원의 이동, 리더의 교체, 교육 정책 등에 따라 변하기

도 하는 '깨지기 쉬운 (vulnerable)'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교사학습공

동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며,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

든 구성원의 역할이 분명히 밝혀져야한다.

지금까지 교사학습공동체 연구에서는 주로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

다(조기희, 2019). 그러나 리더의 역할 중 처방(prescription)과 촉진

(facilitation)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그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흡하였다(장경환, 2017). 리더가 아닌 구성원



- 4 -

들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로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제공한 지식의 소비자로 그려졌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그마저도 주로 공동체에 높

은 참여율을 보이는 교사들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기존의 교사 연수와는 달리 ‘자율성’을 가장 큰 특

징으로 하는 교사학습 방법이다. 특히 연구 대상인 티처런 커뮤니티는

‘자율성’이라는 특징이 부각되는 공동체이다.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달리 예산이 지원되거나 연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매월 40여 명의 교사가 퇴근 후에도 체육수업

전문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다. 자발성을 매개로 한 모임인 만큼 누

군가는 공동체의 중심을 향하는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는 소외되거나 스

스로 걸어나가는 과정에서 티처런은 성장해왔다. 그들의 경험이 배움유

형별로 생생하게 기술된다면,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

한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여가 분명해지고,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 사례연구를 통

해 초등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의 배움유형, 배움유형에 미치는 요인, 유

형별 전문성 개발 전략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가.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배움

유형은 어떠한가?

나.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배

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다.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배

움유형별로 어떠한 전략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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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는 교사들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습을 위해 체육수

업전문성을 기르고자하는 공통된 가치 아래 모여 협력한다는 점에서 교

사학습공동체로 정의된다. 특히 전 교과를 다루는 초등교육에서 체육이

라는 특정한 교과를 위해 모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체육 교사학습공

동체’로 티처런 커뮤니티를 규정한다.

○ 배움유형

티처런 커뮤니티 안에서 초등교사들이 보여주는 학습 과정의 공통적

특성을 유형화한 것을 ‘배움유형’ 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학습의 사회

이론’ (Wenger,1999)를 기반으로 체육수업 지식 뿐 아니라 공동체가 지

닌 관점, 역량. 실천 양식,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까지 교사 학

습의 대상으로 본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이므로 중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나 다른 교과 교사학습공동

체에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및 참여자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변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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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학습

교사 학습(teacher learning) 은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추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 개념이다(장경환, 2015). 본 장

에서는 교사학습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를 연구하는 관점을

명확히하고, 교사학습 유형을 분석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유형에 대

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한다.

가. 교사학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교사학습에 대한 기존의 접근과 공동체적 접근

본 장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교사 학습에 대

한 공동체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교사 학습에 대

한 기존의 접근들이 어떠하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서경혜(2013)는

교사 학습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접근들을 도제적 접근, 학문적 접근, 반

성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교사교육 초기에는 주로 도제식 접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Hargreaves, 2000a). 도제식 접근에서 학습은 관찰을 의미하며, 가르치는

것은 관찰한 바를 모방하는 것에 가까웠다. 초임교사들이 경력교사를 관

찰·모방하며 시행착오 속에서 스스로 교직 수행에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

어나갔다. 이 시기에 교사의 전문성은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보았다. 어떠한 기능을 익힐 때 직접 해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시작된 교육법이었으나, 아무런 무기 없이 현장에 내던져진 교

사들의 상황을 Dewey(1904)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였다. 초임 교

사들은 교육이론들과 별로 상관 없는 비교육적인 습관들까지도 무분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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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습득하게되었다.

도제식 접근으로는 교사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학문적 접근이 넓게 확산되었

다. 학계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교직의 전문지식을 규명하

고 그 체계를 구축하였다(Cochran-Smith & Lytle, 1999). 이렇게 체계화

된 교육학 지식은 예비교사교육에 활용되었고, 예비교사는 대학에서 쌓

은 전문 지식을 실습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며 교육기술을 배워나갔다.

현직교사 연수는 학계에서 업데이트 된 새로운 학문들을 알려주는 데에

집중했다. 학문적 접근에서는 교사의 행동들이 학문적 기반을 두고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증명하고자했다. 교사의 학습은 학문

적 지식을 습득함을 의미하였고, 가르친 다는 것은 학문적 지식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다(서경혜,2019). 그러나 교사들이 대학이나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은 실제 현장에서 이론처럼 적용되지않았다. 학교

현장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만큼 안정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

다. 대학에서 생성한 지식은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만큼, 교육실천공간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탈맥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서경혜,

2013).

학문적 접근에서 교사들이 느낀 이론과 실천의 괴리감 속에서 교사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행

위 중 반성’(reflection-action)을 통해 전문가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발전

시키면서 전문성을 쌓아간다는 Schön(1983)의 반성론이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지식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면서 반성적 접근이 각광을

받았다. 반성적 접근에서 교사의 학습은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재구성한 실천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가르친다는 것은

새로운 실천지를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며 실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

다. 교사의 전문성 또한 이렇게 반성적 실천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

되는 것으로 보았다(서경혜, 2005b). 그러나 반성적 사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반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이나 기술에 편중된 교사교육 프로

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반성적 교사교육의 개인주

의적 특성에 있었다. 학습을 개인만의 사고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사고 발

전의 가능성에 한계가 생기고, 학습 양상이 경쟁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는 비판이 일었다(서경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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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 접근의 비전문성, 학문적 접근의 탈맥락성, 반성적 접근의 개

인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동체적 접근이 대두되

었다. 공동체적 접근에서는 교사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고 본다. 교사의 학습은 교육

학적 지식의 축적이나, 개인의 사고기술 이 아니라, 공통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느낀 것을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개선해나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한다. 교사의 실천의 장이 바로 학습의

장이 되어 교사의 학습과 가르치는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 (서경혜,

2013). 이렇게 구성원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질을 좋은 교사의 전문성으로 여겨진다 (Kasp, 2016). 공

동체적 접근은 교사교육에서 교사들의 집단전문성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체적 접근은 고립적 교직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대안인 것이다(서경혜,2013).

공동체적 접근을 실현하고자하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문가학습공동체(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실천공동체(CoP: cummunities of practice; Lave,

Wenger, 1991), 탐구 공동체(IC: inquiry community)가 있다. 세 유형은

학습의 방식이나 지향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적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장경환,

2017).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공동체 중에서 교사를 주요 구

성원으로 하는 집단을 ‘교사학습공동체’ 라고 일컫는다(서경혜, 2009; 조

기희, 2015).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티처런 커뮤니티’가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 증진을 목표로 탄생한 점을 고려하여 ‘교사학습공동체’에 방

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2) 학습의 사회이론

공동체적 접근은 학습을 개인적 의미로만 보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체 차원으로 학습을 확장시킨 ‘학습의 사회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습’이라는 단어에서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엉

덩이로 공부한다.’ 등 우리가 학창시절 많이 듣던 관용구들도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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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표현이다. 전통적으로 학습은 개인의 행동 변화(Pavolov, 1927;

Skinner,1938)나 인지구조의 변화(Piaget,1951)와 같은 결과를 통해 그 성

공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학습을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

이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인

식론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학습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서

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습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스며들어

있기도 한다. Wenger(1998)는 학습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히며, 학습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설명하고자하

였다. 그의 저서 『지식 창출의 사회 생태학: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에서 제시한 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학습은 인간에 내재된 본성이다. 학습은 개인의 삶과 분리되어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한 삶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다.

· 학습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의미)협상능력 신장과 관련

된다. 학습은 참여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 변화이다. 따라

서 학습을 기술이나 행동, 정보의 획등 등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볼

수 없다.

· 학습은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면서 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관련된 문제이다

· 공동체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학습은 실천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 학습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지, 그리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동시에 바꾸어 놓

음으로써 세상에 참여하는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킨다(Wenger,1998

,p..328, 재구성).

학습에 대한 위와 같은 사회적 관점을 기반으로 Wenger(1998)는 학

습을 “어떤 일에 참여하며 종사하고 의미를 공유하게 되며 우리의 능력

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도

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의미는 해당 문화와 언어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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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사회적 협상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실천이란 구성원들 사이에 오

랫동안 공유해 온 행위 양식 혹은 이해틀이나 관점을 말한다. 공동체란

우리의 행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그 행위를 하나의 역량으로 인정하

는 사회적 실체이자 학습의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Lave&Wenger(1991)은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을 통해 학습

의 과정을 공동체에 처음 참여할 때는 합법적주변적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즉 부분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다가 점차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전면적 참여자(full participant)로 성

장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학습을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지닌 관점, 역량. 실천 양식, 암묵지(tacit knowledge)까

지 알게 되는 사회화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학습의 사회이론은 상황학

습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림 1> Wenger (1999)의 학습의 사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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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학습 유형

교육학에서 학생의 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에 비해,

교사의 학습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적었다 (J.A.Meirink, Paulien C,

Meijer & Nico Verloop, 2007). 스포츠 교육학에서 보면, 학생의 수업 참

여 유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수업 내용과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Griffin, 1983, 1984, 1985; Warrick & Tinning, 1989; 이옥선, 1996; 강

신복, 1999; 채영훈, 2000; 김대진&문도순, 2006; 배종윤, 200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생들이 성별이나 성향에 따라 체육수업에서 어떠한 태

도로, 어떻게 신체활동을 하고 신체활동지식을 형성하는지가 드러났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조직과 교수유형을 정하거나 효과적

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옥선, 1996).

하지만 이에 반해 교사는 주로 ‘학습자’ 가 아닌 ‘수업자’ 의 관점에서

그 유형이 연구되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Mosston(1966)의 교수유형

스펙트럼 (Spectrum of Styles) 연구가 대표적이다 (지시형, 연습형, 상

호형, 자기점검형, 포괄형, 유도발견형, 수렴발견형, 확산발견형, 자기설계

형, 자기주도형, 자기교수형).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교수행위

(teaching)를 교직의 핵심 직무로 보고, 교수행위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용주, 1999; 정영수, 1996;

허병기, 1997; Boyer, 1983; Darling-Hammond, 1987). 교수유형 연구를

통해 교원의 지위 및 자질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

었던 것이다 (박선형, 2005; Darling-Hammond, 1990, Hargreaves,

2000a).

지금까지 교사의 학습 유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교사의 학습을 교사지식 교사인식, 교사 태도 등 인식의 변

화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습자료를 검색하는 등

의 교사의 근무환경이 곧 교사의 학습환경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J.A.Meirink. et al., 2007). Kwakman(1999)은 교사의 학습을 ‘하기와 해

보기’(doing and experimenting), ‘반성하기’(reflection), ‘읽기’(reading),

‘협동’(collaboration) 으로 나누었다. Van Eekelen, Boshuzien &

Vermunt(2005)는 ‘하기’(doing), ‘생각하기’(thinking), ‘읽기’(reading), ‘상

호적용으로부터 배우기’(learing in interaction)로 교사의 학습활동을 제

시하였다. Lohman&Woolf(2001)는 교사의 학습 활동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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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experimenting), ‘주위 탐색하기’(environmental scanning), ‘지식 교환

하기’(Knowledge exchanging)로 나누었다.

위 세 가지 연구를 토대로 J.A.Meirink et al.(2007)은 ‘하기’(doing),

‘해보기’(experimenting), ‘반성하기’(reflecting), ‘상호작용 없이 다른사람

으로부터 배우기’(learning from others without interaction), ‘상호작용하

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배우기’(learing from others in interaction)로 교

사의 학습유형을 재범주화하였다. J.A.Meirink et al.(2007)는 Van

Eekelen et al.(2005)가 ‘하기’로 표현했던 것을 비의도적 학습을 의미하

는 ‘하기’와, 의도적 학습을 의미하는 ‘해보기’로 구별하였다. 또한 ‘생각

하기’ 보다는 ‘반성하기’ 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교사의 학습을 좀 더 구

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상

호작용의 유무에 따라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상호작용하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배우기’ 는 다른사람의 자료를 읽기, 동료 관찰하기,

회의나 발표 듣기 등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상호작용하면서 다른사람으

로부터 배우기’ 는 다른사람과 말하기, 토론하기, 아이디어 생각해내기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김경애(2012)는 미국 북일리노이지역 초임교사의 학습전략으로 ‘안내

된 학습’(guided learning), ‘반성적 학습’(reflective learning), ‘실천적 학

습’(learning by doing)과 ‘개인별 내재적 능력으로부터의 학

습’(personality)을 제시하였다. ‘반성적 학습’ 은 교사학습 분류의 ‘반성

하기’와 가까우며, ‘안내된 학습’과 ‘실천적 학습’은 Mirink et al.(2007)의

‘상호작용 하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배우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안내된 학습’은 멘토링과 같은 사제관계 속에서의 배움을 강조하였

고, ‘실천적 학습’은 팀티칭이나 교사 네트워크와 같은 동료관계에서의

배움을 강조하였다. Jocelyn L. N. Wong(2015)는 상하이 교사들이 실습과

정에서 겪는 지식변환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와 ‘외재

화’(externalization)로 구분하였다. ‘사회화’ 는 멘토링, 수업관찰과 같이

다른사람과의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암묵지(tacit knowlede)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재화’는 공개수업, 글쓰기와 같이 개인의 암묵지를 드

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는 Van Eekelen et al.(2005)의 ‘상호작용

하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배우기’와 맥락을 같이하며, ‘외재화’는

J.A.Meirink et al.(2007)의 ‘하기’ 외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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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의 학습유형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김지

영(2010)은 교사학습에 관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교사학습공

동체에서 드러난 교사학습의 행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보기, 반성하

기, 주위 탐색하기, 협력하기로 교사의 학습이 유형화되었다. 전남익,최은

수(2010)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교사리더십의 개발과정 유형을

’도움주고받기‘, ’공유하기‘, ’반성적 성찰‘, ’지속적 배움‘으로 밝혔다. 지금

까지 언급된 교사학습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사학습의 유형

연구 교사학습 방법의 범주

Kwakman

(1999)
하기와 해보기 반성하기 읽기 협력하기

Van Eekelen 

et al

(2005)

하기 생각하기 읽기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기

Lohman&Woolf

(2001)
해보기

주위 

탐색하기

지식 

교환하기

J.A.Meirink 

et al. (2007)
하기 해보기 반성하기

상호작용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

터 배우기

상호작용하

면서 다른 

사람으로부

터 배우기

김경애

(2012)
반성적 학습

안내된 

학습, 

실천적 학습

Wong

&Jocelyn

(2015)

외재화 사회화

교
사
학
습
공
동
체

관
련 
연
구

김지영

(2010)
실험하기 반성하기

주위

탐색하기
협력하기

전남익

&최은수

(2010)

반성적 성찰

도움 

주고받기, 

공유하기



- 14 -

그러나 이러한 교사학습 유형 연구는 주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교

사학습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어서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일어

나는 다양한 유형의 교사학습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인지주의

적 관점에서는 교사의 인지구조나 행동의 변화가 학습의 증거가 된다.

교사의 지식, 신념, 태도, 감정 등이 그 예이다(J.A.Meirink et al., 2007).

그러나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학습의 사회이론

(Lave&Wenger,1991)에서는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 내에 공유되는 의

미나 행위 양식을 느끼고 실천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

추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본다.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배움유형을 ’교사학습‘의

관점에서 밝히되, ’공동체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한다.

나. 교사의 전문성 개발

1) 교사 전문성의 특성

  최근 교육학에서 교사 전문성 주목이 높아지면서 그 연구의 영역 또

한 넓어지고 있다. 전문직 사회가 시작되면서, 모든 직업 분야에서 고도

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장경환, 이옥선,

2014a).

교사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전문적인 교사는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자신의 교직 활동을 되돌아보고 전문

성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유정애,

2000). 가장 대표적인 연구 패러다임은 전문교사-초보교사의 비교연구로,

수학과 과학과에서 시작되었다. 전문교사들의 속성과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초보교사와 비교하면서 교사전문성의 개념틀을 만들어나갔다

(Berliner, 1986, 1988).

소경희(2003)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교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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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교사와 실행가로서의 교사로 나뉜다고 밝혔다. 교과 전문가의 교

사 전문성은 ‘교과지식’ 측면에서 구축되었다. 일반인이 알고 있지 않은

지식을 알고있을 때 교사 전문성이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자신이 전공

한 교과의 내용 지식(교과내용 지식, 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방법에 대한

지식(교육학일반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 두 지식간의

구조 및 수평적·수직적 관계에 관한 지식(교육과정 지식, curricular

knowledge)이 교사가 알아야할 지식으로 규명되었다 (Schulman, 1986).

주로 교사 각자가 전공한 교과 개별 지식 측면에서 전문성이 규명되었

고, 교사 교육 또한 이에 따라 교과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

했다. 그러나 이처럼 교과차원에서만 교사 전문성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고립된 형태의 교사 전문성을 권장할 가능성이 있다 (Young, M. F. D,

1998; Macdonald et al., 2002).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은 교과간의 경

계를 뛰어넘어 통합적인 경험을 필요로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자신이

전공한 교과에만 국한된 지식을 ‘분열화’(balkanisation)된 형태로 쌓고

있는 것이다(Hargreaves,1994)

교사 전문성에 대한 또다른 일반적 이미지는 ‘실행가로서의 교사’ 이

다. 교사는 최근까지도 중앙에서 이루어진 개혁이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왔다(Carlrgren&Ingrid, 1999). 교사의 주

된 역할은 수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가르치는 활동 이전이나 이

후(pre-active and post-active)는 교사들이 수행하는 일의 실제

(practice)이기보다는 계획(planning)으로 간주되었다(Carlrgren&Ingrid,

1999). 실제는 이론에 토대를 두어야한다는 기술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중앙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전달하기만하면, 교사는 쉽게

수용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교사교육은 교육과정 실

행가로서의 실천 능력을 제고하기위한 교육과정 전달 연수에 초점을 맞

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점차 지역과 학교로 이

양하고자하는 현실 속에서, ‘실행가로서의 교사’에 갇혀있는 교사의 전문

성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교육과정 설계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상을 분과적(departmental)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실행가’에

한정짓는다는 점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나 ‘실행가로서의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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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으로 적합하지 않다.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

요하다.

소경희(2003)는 ‘연계적 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설계자로서 교사’를 제

안한다. 연계적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자신의 교과나 특정 교과영역을 뛰

어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교사를 의미한다(Young,1998)

다른 교과 교사라할지라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초등 교육에서 ‘나’, ‘가족’, ‘봄’, ‘여름’ 등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교과가

저학년을 위해 신설된 것이나, 교과 간 통합을 통해 수업을 재구성이 활

발해지고 있는 것 또한 ‘연계적 전문성’을 강화되고 있는 한 모습이다.

학교 내 교과에서 나아가 학교 밖의 세계와 자신의 수업을 연계할 수 있

는 능력도 연계적 전문성에 포함된다.

설계자(designer)로서의 교사 전문성은 교육과정 계획 혹은 설계 측

면과 연관된다. 지금까지 교사의 계획이 단위 수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범위가 교육과정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실행가’에 갇혀있었던 수동

적인 이미지를 벗고 지식 생산자가 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동

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서경혜(2006)는 이에 대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

정이 교사의 설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교사전문성을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으로 교사의 도덕

적 인성 영역을 교사 전문성의 하나로 보는 ‘교직 인성 (teacher

dispotion)’ 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요소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Stronage(2007)는 실수

를 인정하고 즉시 정정하는 태도와 수업에 대한 반성적 태도, 학생에 대

한 책임감, 교육적 활동을 즐기는 마음, 학생의 기분을 이해하고 요구와

의견에 관심을 갖는 태도, 공평함을 인성적 자질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는 박선형, 정영수(2005)가 교육적 사명감과 윤리의식, 교육적 안목 및

교육관, 지속적 자기 계발 노력 등의 자질을 교사가 갖추어야 한다고 했

다. 김하연(2017)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신장하

기 위한 교사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현수(2019)는 교사학습공

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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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전문인교육

체육전문인교육은 본래 체육교사에 대한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었으

나, 최근들어 체육전문직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체육전문인교육’ 이라

명명하며 그 개념을 확장해나갔다. 본 장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론

적 태도를 마련하기위해, ‘전통적으로 우수한 체육교사를 준비시키고 교

육시킨다’ 는 본래의 의미를 살려 체육전문인교육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체육전문인교육과 체육교사교육은 동의어로 생

각해도 무방하다.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체육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 추구하는 체육수업의 양상이 크게 달라져왔

다. 지금까지의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방

법으로 체육교사가 배울 수 있는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세

울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주된 논의인 기

능적 접근, 반성적 접근, 비판적 접근과 그 이후에 새롭게 이어진 인문적

접근에 대하여 다룬다. 이러한 접근들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초점을 맞

추어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각 접근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된 배경, 추구하는 체육교사 전문성, 체육교사교육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새로운 교사교육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가) 기능적 접근

스포츠교육학에서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

로 시작되어 1980년대 그 모습이 뚜렷해졌다 (Bain, 1990; Locke, 1984)

이전에는 ‘경험적 접근’ (Craft Pedagogy, Tinning, 1991) 이 주를 이뤘

다. 체육수업은 교사 개인의 학창시절과 운동경험에 기대어 주먹구구식

으로 이루어졌다.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논의도 체계화되지 않았다. 원만

한 인격과 적절한 운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현

장에서 실제로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아이들에게 공만 던져주고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 좋은 체육수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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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던 ‘아나공식 수업’ 도 이 경험적 접근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1970년대 교육연구와 수업연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짐과 동

시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의 주관적인 교수방법들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낮췄다는 비판이 일었

으며, 기존의 교사교육 방법론을 최신의 방법론으로 바꿔야한다는 분위

기가 형성되었다 (Berliner & Rosenshine, 1987).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체육교육에서는 과학적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

적인 운동기능 향상을 추구하는 기능적 접근(performance pedagogy)이

주목받게 되었다. 기능적 접근이 도래한 이후 40여 년 동안 체육교사교

육에 대한 논의가 더 다양해지고 심화되었음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

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접근이다.

기능적 접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받쳐주는 특성은 효율

성과 객관성이다. 기능적 접근을 지지하는 체육교사 교육학자들은 체육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수업 운영 능력을 갖춘 ‘효과적

인 교사’(effective teacher)를 추구하였다(Siedentop & Tannehill, 2000).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업계획 속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주며

충분한 체육학습시간을 보장해주고자 했다. 예비체육교사교육 또한 효과

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교수기능(teaching competence) 을 미

리 습득하게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교수기능에는 계획, 설명, 시

범, 피드백 등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체육수업에 필요하다고 규명된

교사 행동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효과적인 체육수업 속에서 체육교사는 수동적인 존재로 갇

히게 된다. 체육교사는 대학의 연구를 통해 생성된 교수기능들을 해석하

고 적용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 것이다. 수많은 교수기능들이 이미 ‘무

엇이 좋은 체육인지’ 규정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에 대해 생각할 여

지가 좁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인하여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던 기능적 접근은 1990년대에 들어 재검토가 이루어

졌다. 체육교사의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 반향은 기능적

접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성적 접근과 비판적 접근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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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성적 접근

반성적 접근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지식과 수업 방법을 교사가

직접 만들어내는 ‘반성적 전문성’을 강조한다 (Korthagen, 2001;

Zeichner, Melnick & Gomez, 1996). 교육현장이 학문적 이론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들이 대학

에서 배워 온 지식이 죽은 지식임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전문성의 위기

를 느낄 수밖에 없다(서경혜, 2005). 따라서 교사들은 스스로 지식의 생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객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화를 기반으로 전문연구자가 체육수업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교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적용했던 ‘지식 소

비자’ 의 수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반성적 접근은 합리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Dewey(1916) 의 반성적 사

고(reflective thinking) 와 실천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Schon (1983) 의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기반으로 1990년대에 제기되었다 (서

경혜, 2005; 조덕주, 2009). Schon(1983)의 반성론을 기반으로 하는 반성

적 교사는 단순히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교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성을 통해 앎과 실천의 상호작용을 이루어, 지식을 재구성하고 실천을

개선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경혜(2005) 는 반성적 교사를 반성을 통

해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지식구성자(knowledge constructor)이자 자

신의 실천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개혁자로 보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

사연구자(teacher as a researcher, Stenhouse, 1975)로서 자신의 일을 개

선하기 위한 ‘탐구적인 자세’를 지녀야한다.

체육교육 영역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반성

적 접근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Hellison 과 Templin(1991) 은 저서

『반성적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수업은 체육교사의 적극적 반성과 반성

적 실천을 통해서만 의미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였다(최의창, 2009).

그렇다면 반성적 교사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반성적 접근에서는 어떻

게 하면 교사들이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낼 것인가에 교사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노력은 주로 대학의 예비교사교육의 형태로 나타

났다. 교직 수업에서 수업주제에 대하여 반성적 글쓰기를 하거나, 교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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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서 예비교사들이 실제 문제를 맞닥트리고 이를 실천적 반성을 통해

풀어나가거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반성적 사고 함양 프로그램을 경험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Cochran-Smith & Zeichner, 2005). 조덕

주(2009,2011)는 Korthagen(2001)의 핵심반성 5단계 모형을 기반으로하

여 반성적 사고 중심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교사들의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였다. 박정준과 최의창(2010)은 예비 체육

교사가 반성적 마이크로티칭 수업을 통해 형성한 실천적 지식과 그 교육

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교사교육은 아직까지 현

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교사의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반성적 접근의 정신에는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론적

토대가 탄탄한 ‘반성’의 개념이 실제 교사교육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반성

적 사고만을 가르치는 하나의 기술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경혜,

2005).

반성적 교사교육은 사상누각의 접근인 것인가? 그 해답을 교사학습공

동체에서 찾을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혼자 하는 반성적 사상가’ 가

아닌 ‘함께 하는 반성적 실천가’를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둔다. Zeichner

& Liston(1996)은 교사들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반

성과 성찰을 공유할 때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반성은 스스로 하는 개인적인 활동에서 출발하지만,

앎에 그치지 않고 교육실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서경혜, 2005).

다) 비판적 접근

비판적 접근은 반성적 접근과 정확히 선을 긋는 개념은 아니다. 비판

적 접근 또한 반성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생각하는 힘을 강조한

다. 다만, 반성적 접근에 비해 비판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 강하며, 비판의 측면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성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의 객관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을 보완

하고자 하는 온건적인 대안이다. 이에 비해 비판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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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체육교사교육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기능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기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체육교사는

양성할 수 있지만, 학생을 올바른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

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접근에서는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육교사교육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

한다 (최의창, 2009).

비판적 접근은 우리의 실제 삶을 억압하고 소외하는 가치, 담론, 이데

올로기 등을 드러내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방적 자아가 형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현우, 2015). 따라서 학교교육은 사회

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된 지식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

을 지양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유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역

사·정치·경제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Giroux, 1983)

체육교육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현재 체육교육의 모든 측면에 의문

을 제기하고, 체육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

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Gore, 1990; Kirk, 1986, 2006; Tinning,

1991). 체육교육에서의 남성우월적 헤게모니를 발견하고, 여자체육교사나

체육 수업 상황 속 여학생들의 불평등한 경험을 밝혀낸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들도 이어졌다 (Scraton & Flintoff, 2002). 정현우(2015)는 비판적

접근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방향을 명료화하기 위해 비판적 전문성의 4

가지 핵심요소로 사회적 민감성, 비판적 반성, 비판적 사고, 실천성을 꼽

았다.

비판적 체육교사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체육교과로부터 전통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집단은 어느

집단인가?

- 체육교과에서 지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생산되며, 분

배되는가? (최의창, 2009)

- 체육교과에서는 평등, 정의, 해방 등과 같은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문제들에 관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을 진작시킬 수

있는가? (McKay, Gore & Kirk, 1990)

- 바디이미지는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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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교육 문화에서 여자체육교사의 이차적 지위는 어떻게 생

산되는가?

- 운동 못하는 남학생은 어떻게 소외되는가?

-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과 경기력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판적 체육교사는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가? Mcdonald와

Tinning(1995) 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스포츠과학중심

의 현행 체육교사 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 해야한다. 두 번째

는, 체육교사교육의 수업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 반성능력이 길러지는 방

향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정현우(2015)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이크로티

칭, 토론중심의 수업, 비판적 읽기자료, 비판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탐

구중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비판적 접근은 활발한 연구와 필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호응과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최의창, 2009). 비판적 접근에서 중요시되는 ‘행

동’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고, 변혁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식의 수준

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민정, 2014). 비판적 접근의 교

사교육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에 대한 더 확장된 시각이 필

요하다. 젠더, 왜곡된 바디이미지, 도핑 등 체육교육의 이슈들이 단순히

교육의 소재로 다뤄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론과 환경이 형성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체육교사

교육의 대상을 예비교사로 한정 짓지 않고,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현직체육교사에게까지 확장해야한다. 더 나아가 체육교육에 종

사하는 모든 주체가 연대도 요구된다.

라) 새로운 접근들

반성적 접근은 스포츠교육학계에서 많은 이론적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육교사 교육에서 확실한 주류로 자리잡지는 못했

다. (최의창, 2009) 반성적 접근은 ‘반성적 사고기술’ 만을 가르치는 데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고, 비판적 접근은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이에 대적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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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었다. 그 중 주목할만한 두 가지 접근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는 인문적 접근의 체육교육이다. ‘인문적 체육교육’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 은 교육이 길러내야

하는 올바른 인간상에 대한 고전적 관점 ‘전인’을 복원하면서, 체육교육

이 인문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인으로 키우는 길은 인류

가 이어온 체육 문화를 학생이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육활동과 관련된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종교와 같은 인문적 지

식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담고있는

‘하나로 교수론’(Hanaro Pedagogy)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다(최의창, 2002).

두 번째 접근은 절충적 접근 (modest pedagogy) 이다. Tinning

(2002)은 자신이 지지하던 비판적 접근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보

다 수용적인 입장의 체육교육을 제안한다. 그는 기능적 접근에서의 실증

적 성격을 보여주는 로고스적 언어 (logos), 비판적 접근에서 불평등에

항거하는 사회적 논의인 티모스적 언어 (thymos), 인문적 접근에서 문학

속 개인의 서사를 의미하는 뮈토스적 언어 (mythos) 를 모두 갖추고, 다

양한 극단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인 체육교

사로 설정해야한다고 밝혔다.

    3) 초등교사의 체육교육 전문성

가) 초등체육 정체성의 혼란

초등교육은 학급담임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및 교과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1992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로 교과전담제가 병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교육부,2013)에 따라 체육전담교사제도 시행되었다. 그 이전 2008년

에는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위해 스포츠강사제가 도입되었다(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와 같

이 초등학교에서도 체육 전담교사(PE specialist)가 필요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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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l, 2000; Severs,1995)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초등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교과 교육의

목적을 지식·기능의 함양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장경환, 2017).

또한 초등 교육의 교육적 소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보다는 특정 교과

의 성격과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중등교사의 모습을 모방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초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엄태동, 2003).

초등체육은 중등체육의 ‘물 탄 버전’(watered-down)’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Jess,2012). 왜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것인가? 그 주요 원

인을 체육학이라는 체육교과의 원천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대

상이 되는 교과는 학습자의 생활 사태나, 학문이 그 원천이 된다. 후자의

경우 학문이 교과의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서 상급단계의 지식을 차용한

다. 중등교육의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고등교육 단계에서 접

하게 될 지식이나 기능을 준비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는 식이다(엄태

동,2003). 체육학은 교과의 지위가 주변화되고 끊임없이 학문적 가치를

정당화해야하는 상황 속에서(Fitzclarence&Tinning, 1990), 지난 30~40년

간 급격히 학문화되었다(Henry, 1964). 체육교과는 지나치게 과학적 원

리에 초점을 둔 상향적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박미림,

이옥선, 2014), 그 영향은 초등체육에도 끼쳐 초등체육은 위계화된 체육

의 기초를 담당하게 된다.

기초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교육(primary

education)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나, 상급 지식을 쌓기 위한 준비의

역할을 하는 초급 지식 교육(elmentary education)이라는 오해를 불러일

으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것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전문성도 ‘초급단

계’로 치부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초등체육수업의 전문성이 초등교사에

게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스포츠강사와같은 스포츠 전문가가 초등체육

현장에 등장하였을 때, 자신들의 체육수업을 이들에게 기꺼이 이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신의 근간을 체육학에서 찾은 초등체육은 초등학생을 소외시키기도

하였다. 근대 공립학교에서 체육은 스포츠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Griggs.,G, 2015), 스포츠와 팀 게임으로 대변되는 기술 중심 접근이 큰

지지를 얻었다(Kirk, 1992). 이에 따라 초등체육은 기초 수준의 운동기술

훈련과 기초적인 스포츠 기술교육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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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구조는 중고등학생의 인지구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중고등학생

을 위한 지식을 하향화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초등학생의 인지구조를

위한 지식이 구성될 수 없다(엄태동, 2003). ‘스포츠 테크닉으로서의 체

육’(physical education as sport techniques; Kirk, 2011)은 기능의 수준

이 조정되었을 뿐, 초등학생의 움직임 욕구나 움직임 문화 확장과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Crum,1993). 초등체육은 경쟁성, 신체적 우월성

과 같은 스포츠의 거친 본성(Theberge, 2000) 속에서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부적절한 양상을 띄게된다(Jess,

2012). 결국 초등학생들은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소외된 ‘절름발이’ 초등

체육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영준,2019).

2)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초등체육 정체성의 혼란은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훼손하고

초등학생을 초등체육에서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초등교사

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규명하기위해서 초등체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초등체육은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을 강조하는 ‘초등’체육과, 체육교과

의 특성을 강조하는 초등‘체육’의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장

경환,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움직임교육’(movement education)이나‘

‘이해중심 게임수업’, ‘스포츠교육’ 등이 소개되었다. 이 새로운 모형들은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른 움직임의 분석과 게임 변용을 통해 초등체

육이 독자적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한다(양정모, 2003; 임문택, 2005).

그러나 체육교육은 궁극적으로 전인교육을 향한다. 초등체육 또한 마찬

가지다. 초등체육은 ‘전인교육’ 으로서 초등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드러

내야한다(최의창, 전세명,2011). 본 장에서는 최의창(2018)의 운동소양

(Sport Literacy) 개념을 통해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을 재개념화하고

자 한다.

전인(全人)은 ‘지(知),덕(德),체(體)가 하나된 사람’ 이다. 체육에서의

전인(Whole Person)은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知), 운동심(運動心)

이 한데 어우러진 ‘운동소양’을 갖춘 사람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첫

째,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 동작과 기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체적 능

력을 의미한다. 기본 움직임 기술(Fundament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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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STEPS, PD., 2007)도 아동의 핵심적 발달 움직임을 향상한다는

면에서 ‘운동능’에 해당한다. 둘째,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명제적 지식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이다. 신체활동의 수행방법, 스포츠의 규칙과 전략 등

을 포함한다. ‘운동심’은 운동에 대한 사랑, 열정, 인내 등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는 내적동인들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지금까지의 초등체육의 정의들이 주로 교과와 아동 중 한쪽의 입

장만을 취했던 것과 달리 ‘운동소양’은 교과와 아동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은 독특한 혼종(hybrid)의 정의이다(김영준,2019).

운동 소양’을 갖추는 초등체육은 운동기능 부족으로 ‘스포츠 테크닉으

로서의 체육’(physical education as sport techniques; Kirk, 2011)에서

소외되었던 초등학생들을 모두 토닥여줄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운동

능, 운동지, 운동심이 어우러진 호울퍼슨(Whlole Person, 최의창, 2010)은

반드시 세 구성요소를 각각 33.3%의 동률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 상태를 지향한다.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애정을 바탕으로 잘하고자하는 마음과 시도

를 한다면 전인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축구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해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새벽까지 눈을 비비며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전인이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운동소양은 평

생에 걸쳐 함양되는 자질이므로 지금 당장 어느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개

발하기위한 노력이 지속되면 된다(최의창, 전세명, 2011).

한편, 최의창(2005)는 Whitehead(1929)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초등

체육은 ‘낭만 체육’ 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Whitehead(1929)는 일찍이

교육의 리듬을 ‘낭만의 단계’, ‘정밀화의 단계’, ‘일반화의 단계’으로 제시

하였다. ‘낭만의 단계’는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단계이다. ‘정

밀화의 단계’ 는 흥미를 기반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세밀한 학습이 일어

나며, ‘일반화의 단계’는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일상생활, 전문직업)에

적용해 일반화해가는 단계이다. 이 교육의 리듬은 인간의 성장기 전체를

한 번을 주기로 진행된다. 제도교육에 맞추어 생각하면 초등교육은 낭만

의 단계, 중등교육은 정밀의 단계, 고등교육은 일반화의 단계에 해당한

다. 이 중 ‘낭만의 단계’의 ‘낭만(로맨스)’은 배우는 당사자의 심리를 나타

내는 용어로, 학습에 대한 마음의 준비이다. ‘낭만 체육’은 체육에 대한

로맨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배울 체육을 정밀화하고 일반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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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 ‘운동소양’ 의 관점에서 보면 심정적인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운동심’의 성격이 ‘낭만 체육’

개념을 통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교육에서는 개별 교과 그 자체

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또는 자신에게 잠재된 가능성의 방향

을 확인하는 학습인 ‘메타학습’(meta learning)이 강조된다(엄태동, 2003).

이를 상기할 때 초등체육은 체육 활동의 보람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낭만체육이 되어야한다(최의창, 2010).

초등체육의 목적으로 즐거움이나 건강증진이 제시되곤 한다. 건강적

가치는 유희적 가치와 함께 초등체육에 수반되는 하나의 가치이기는 하

지만, 이 두 가지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바쁘고, 즐겁고, 말 잘들으

면 그만’(busy, happy and good; Placek,1983)인 체육수업으로 끝날 공산

이 크다. 초등체육은 궁극적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해야한다. 이 궁긍적 가

치는 운동소양이 함양될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다.

초등교사의 체육수업전문성 또한 운동소양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할 것이다. 조기희(2015)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초등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그림 2> 조기희(2015)의 초등체육수업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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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식전문성은 초등체육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적

측면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내용 지식 (content knowledge), 내용

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이 여기에 해

당한다(Shulman,1986). 둘째, 수행전문성은 실제 초등학교 체육수업 상황

에 적용되어,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며 발휘되는 전문성을 의

미한다(조기희, 2015). 수행전문성은 특히 ‘효율성’을 강조한다. 학생에게

적합한 피드백, 명확한 질문, 지침·설명·시범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적인

교수 행동으로 꼽는다(Tsangaridou, 2006).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관

리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즉, ‘실제 학습 시

간’(academic learning time-physical educaion:ALT-PE)을 최대화하고자

한다(Siedentop &Tannehill, 2000). 셋째, 심성전문성은 초등체육수업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가르치는 일은 지식과

기능 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체육교사의 설명과 시범 속에 녹아있는 어

투, 어조, 표정, 몸짓, 사랑, 열정과 같은 간접교수행동을 통해 심성전문

성을 드러낼 수 있다(최의창, 2010). 넷째, 성찰전문성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 없이 이루어

지는 가르침은 교수가 아니다 (Sidentop&Tannehill, 2000). 교사 스스로

가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otioner; Schön, 1983)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계획안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적극적 반성

과 반성적실천을 통해서 의미 있는 체육 수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

이 바로 성찰 전문성이다. 또한 이 반성은 체육 수업이나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경험과 실천, 반성적 행위 등 다방

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Elliot, 1991). 이 네 가지 전문성들은 각각 따로

길러진다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총체적 관점에서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접근은 체육전문인교육의 접근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식 전

문성, 수행 전문성, 심성 전문성, 성찰전문성은 각각 학문적 접근의 체육

전문인교육, 기능적 접근의 체육전문인교육, 반성적 접근의 체육전문인교

육, 인문학적 접근의 체육전문인교육과 연결된다.

한편, 장경환, 이옥선 (2014)은 네 단계의 교직경력을 가진 초등교사

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초등교사의 체육 수업 전문성이 개발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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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경력과 관계없이 공통적으

로 교원 연수가 기존과 차별화되고 실제 수업과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비형식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 만남을 통한

체육 이야기 나눔, 동학년 학습공동체 속에서의 배움의 관계, 스포츠 활

동 실천을 통한 운동 함양 등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경력이 많아지면서

는 흥미 위주의 체육수업관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을 지향하며, 보수교육

의 성격을 갖는 전문성 개발보다는 교사 스스로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전문성 개발을 원하였다.

2. 교사학습공동체

가.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지난 20년동안 교사교육 분야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성과 효과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D. Hunuk, D. Tannehill & M. Levent

Ince, 2019) 이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정책들이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 이 선구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6년도부터 학교평가 지표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과 관

련된 항목을 추가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17).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내

모든 학교가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2017년

기준 전국의 약 20,000여명의 교사가 2,000여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

여하고 있다(교육부,2017). 교사학습공동체는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이상향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교사학습공동체인 것일까? 본 장에서는 교사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교사학습공동체가 등장한 배경과 주목받는 이

유에 대해 고찰하고 그 개념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논리적 흐

름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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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장배경

교사학습공동체 등장한 배경에는 다양화된 학습 이론이 있다. 전통적

으로 교사교육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인지주의적 관점은

개인 내부의 인지 구조나 인지 구조의 변화를 통한 학습에 관해 탐구한

다. 따라서 학습을 개인적 과정으로 보고 지식의 전달과 적용을 중요시

한다. 교사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학자나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전달 받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학습이론이 존

재한다.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이나(사회적 구성주의; Vygotsky, 1978),

관찰과 모델링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사회 학습이론; Bandura,

1977). 또는 학습자가 과제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념 구조를 형

성하고 (구성주의; Piaget,1954) 동료들과 공동체 속에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기도 한다(Cochran-Smith & Lytle,1999). 물

론 여전히 인지주의적 방법은 교사교육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지배적인

교육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학습이론에 대하여 점차 인정하고 수

용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는 저변이 마련되었다.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긴 교직에 대한 새로운 요구 또한 교사학

습공동체가 등장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미래 사회의 교사는 스스로

학습자이어야한다. 지식의 축적이 중요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공유, 확산, 심지어는 지식에 대한 가치판단까지도

인공지능에 기대게 되었다 (박상완, 2016). 이전까지는 교사의 주요 업무

가 지식전달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에 대한 더 깊

은 이해를 요구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세대마다 변화하는 학생에

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한만길 외,

2006).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교사 개인 뿐

아니라 교직 문화 전체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존의 교직문화

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개선의 요구가 두드러진 것 중 하나

는 ‘개인주의’ 이다. Lortie(1975)는 교직 문화의 특성으로 개인주의, 현재

주의, 보수주의를 꼽았다. 개인주의는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문화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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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주의는 당장 오늘 또는 내일 해야 하는 수업과 학급경영에 치

중하여 즉시적이고 소규모의 과업에만 매몰되는 문화를 가리킨다. 보수

주의는 교사 상호 간의 고립, 성취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의 학창시

절 속 교사상을 따르면서 변화에 저항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 것을 말한

다 (정바울&이승호, 2017). 이 세 가지의 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훌륭한 프로그램의 현직교

사교육이 있어도, 교사들 간의 공유가 제한되었다. 고립된 각자의 교실

속에서 “가라앉기 아니면 헤엄치기” 식으로 각자가 현재 직면한 교육 문

제를 해결 할 뿐이었다 (Lortie, 1975).

Lortie(1975)는 보다 ‘효과적인’ 동료관계를 형성하기위해 이러한 개인

주의 문화는 개선되고, 교사간의 협력이 강조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

로 1990년대에는 교사간의 협력이 교수-학습 및 학교 개선에 효과가 있

다는 연구가 이어졌고 (서경혜, 2015), Hargreaves(2000)는 이를 협동적

전문성(collegial professional)이라고 일컬었다. 지식기능사회 속에서 어

떤 교사도 모든 지식과 교수방법에 뛰어날 수 없기에 교사 간의 공유가

필요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교사 협력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지식정보 공

유를 뛰어넘어 각 교수 방법이 어떤 상황에 더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지

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전문적 협력 문

화를 구축하게 되었다(소경희, 2003). 협력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사

학습공동체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교직의 고질적인 고립 문제를 해소한

다.

교사교육 관점에서 볼 때 교사학습공동체에 눈을 돌리게 된 대한 가

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현직교사 연수의 비효율성에 있다. 연수 제도

측면에서는 하향식으로 연수가 기획·운영되어서 교사들의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기회가 한정적인 자격연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수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수 내용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연수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져서 적용이 어렵고 여전히 강의 전달식 연수

가 많아 학습의 효율이 떨어졌다(이영신, 2017).

일반적으로 현직교사 연수는 주로 학문적 접근에서 교육학적 지식이

나 교과교육론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생실습이나 장학수업이 확대되었지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교사들은 그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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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지만, 개인의 ‘노하우

(know-how)’ 수준에 그치고 후배 교사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임 교사는 각자 자신의 공간 안에서 선배교사가 그러하였던 시

행착오를 답습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 전문성 개발 대안

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 개념 및 특성

교사교육의 대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그 개

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과 특성을 다룬 연구

들은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전문적공동체

(professional coummunity), 교사 네트워크(teacher network), 배우는 학

교 (school that learn) 등 서로 다른 용어가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

으나(Toole&Loise, 2002), 그 정의에 있어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특히 전문가학습공동체의 경우 학교 내 관리자나 행정가, 교수 등도 포

함된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교사가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

다(서경혜,2009).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개념 설명에서는 각 연구에서

쓰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을 밝히는데 초점

을 두고자한다.

Louis, Marks 와 Kruse(1996)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가치와 비전의 고

유, 학생 학습에 초점, 협력, 교수 관행의 탈사유화, 반성적 대화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였다. Hord(1997)는 전문가학습공동체를 학교 교사

들과 관리자들이 공통된 가치와 비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추구하

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단체로 정의하였다. 또한 관리자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리더십을 특징으로 한다. Dufour & Eaker(1998)

는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교육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그들

의 실천을 탐구하고 향상시켜나가는 전문가집단으로 보았다.

Reichestetter(2006)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 속성으로 가치와 목표의

공유, 지속적 성장에 대한 헌신, 협력적 문화, 집단적 탐색, 공유된 리더

십, 지원적 조건, 결과 지향성을 꼽았다. Mclaughin과 Talbert(2006)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교사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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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을 개선하고자하는 협력적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Sergiovanni와 Starratt(2007)은 교사학습공동체

를 학생의 학습 개선을 중점으로하는 교사들의 협력적 실천 집단이라 정

의하고,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을 공유하고 반성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송경오와 최진영(2010)은 교사학습공동

체의 속성으로 리더십 공유, 비전 공유, 교사·학생 학습 강조, 교사 협력,

탐구문화, 지원 환경을 꼽았다. 오찬숙(2016)은 가치와 비전의 공유, 자발

적 참여, 협력적 학습 및 적용, 반성적 결과 공유, 정서적 소속감이 교사

학습공동체가 정착되기위한 주요 특성이라고 밝혔다.

서경혜(2009)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들을

가치와 비전의 공유, 학습중심성, 협력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교사들이 모여 교사학습공동체를 이루며, 교사

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목표를 두고, 협력을 통해 공동

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이때, 협력은 반성적 대화, 공동탐구, 집단창의

성, 실천 공유, 공동 실천, 리더십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양상을 띈다.

서경혜(2009)의 범주를 기반으로 위에서 제시된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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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연구자명

가

치

와 

비

전 

공

유

학

습

중

심

성

협력

반성적 

대화

/집단

반성

공동탐

구

/비판

적 

탐구

집단 

창의성

/ 공동 

문제 

해결

실천 

공유

공동 

실천

/협력

적 

실천

공유 

리더십

Louis, 

Marks 

&Kruse 

(1996)

v v v

Hord

(1997)
v v v v

Dufour 

& Eaker

(1998)

v v v

Reichestetter

(2006)
v v v

Mclaughin

&Talbert

(2006)

v v v v

Sergiovanni

&Starratt

(2007)

v v v v

송경오

&최진영

(2010)

v v v v

오찬숙

(2016)
v v v v

<표 3>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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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비전의 공유, 학습 중심성, 협력 중에서도 협력은 많은 연구자

들이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한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Little(1990)은

교사들의 협력이 ‘이야기하기와 살펴보기’(story-telling&scanning for

ideas), ‘도움주기’(aid and assistance), ‘공유하기’(sharing), ‘함께 작업하

기’(joint work)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 네 협력 양상은 ‘상호 의

존성’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3>과 같다.

‘이야기하기와 살펴보기’ 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사들의 전통적

협력 방식이다. 교사는 교직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에서 동료와 이야기하고 서로를 관찰한다. ‘도움주기’는 주로

교사 개인과 개인 간의 도움을 의미하며, 주로 경력교사가 초임교사에게

주는 도움을 일컫는다. ‘공유하기’는 학습자료나 교수 방법에 대한 아이

디어 교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작업하기’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함께 탐구하는 것을 말하며, 앞의 세 가지 협력 양상보다

강력한 형태의 협력으로 본다. 위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독립적이

었던 교사는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되며, 이 과정에서 협력적 자율성과

교사 내 자치 요구 또한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교사 간의 협력은

그 수준과 깊이가 다양하며, Little(1990)은 교사의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함께 작업하기’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림 3> Little(1990)의 교사간 협력관계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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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숙(2016)은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할 때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

한 특성이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상호 연관성 있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

‘가치와 비전의 공유’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초기에 집중적으

로 드러나야하며, ‘협력적 학습과 적용’, 반성적 대화와 같은 활동들은 교

사학습공동체 운영 전체 과정에서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사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반성적으로 공유’ 함으로

써 개인이나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된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할

것은 ‘협력적 학습’ 이나 ‘반성적 결과의 공유’ 등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는 점이다. Hargreaves(1994)는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에 처음 발을

들일 때뿐 아니라,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중에도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가 존중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래야만 공동체 형성의 가장 기초인 ‘정서

적 소속감’을 부여하여, 교사들이 진정성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오찬숙, 2016).

<그림 4> 오찬숙(2016)의 운영과정에 따른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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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학습공동체 선행연구

1) 교사학습공동체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고연주, 김영주, 이현주, 임규연(2017)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교사학습공동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는 국내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최근

201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그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질적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는 참여 교사의 경험, 전문성 발달 양

상,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사례 등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주제는 크게 교사학습공동체 개념 및 특성,

교사학습공동체 운영특징,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발달, 공동체

형성 및 발달 매커니즘 네 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교사

학습공동체의 개념이나 특성을 다루는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

에 들어서는 사례연구로 구성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례가 되는

공동체의 운영 및 발달 매커니즘을 탐색하는 등 주제가 다양화되고 심화

되고 있다.

체육 분야의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 형성 과정과 효과를 탐구하거나(이승배 외,

2010; 장경환, 2017),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의 교사

학습공동체가 연구되기도 하였다(최덕문, 고문수, 2011; 김지영, 2013).

단위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전문적 학습공

동체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실천 과정, 참여 효과, 효

과적인 운영 방안도 탐색되었다(오승현, 2014; 조기희 2015, 2016). 공동

체와 성장과 지속을 위해 공동체 리더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이어져

왔다. 공동체의 리더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야하며(오승현, 2014), 희

생하고 봉사하며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여겨진다(조기희,

2015). 특히 조기희(2019)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리더 역할을 하는 핵심교

사를 중심으로 초등 체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티처런’ 의 지속력을 연구

하여, 리더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도 하였다.

고연주 외(2017)은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교사학습공

동체 운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나 설계 요소에 관한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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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그 일례로 오랫동안 결속력 있게 운영되는 교사학

습공동체 속 리더의 역할과 유형, 구성원의 역할, 공동체 내부의 교사연

결망 등이 연구되면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총체적인 매커니즘이 수행되

고 교사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6년동안 연구되어온 티처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 유형을 밝히고 그들의 참여전략을 탐색함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속력을 다지는 기반을 만들고자한다.

2)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양상 선행연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특징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교사

학습공동체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지만(고연주 외, 2017),

구성원들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활발히 이

루어지진 않았다.

이정민(2015)은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본연의 의미를 살려

운영하는 ‘리더교사’, 행정적인 책임감을 수반하여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

장교사’, 교내 업무의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 ‘희생양이된 총대교

사’, ‘구성원으로 묻어가는 교사’로 나누었다. 또한 이의재(2015)는 교육

실천공동체를 통한 초임 체육교사의 성장 유형을 ‘잠재적 성장형’, ‘소극

적 성장형’, ‘적극적 성장형’ 으로 나타냈다. 전남익과 최은수(2010)은 온

라인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교사리더십 개발 유형을 ‘리

더 교사형’, ‘온라인 참여형’, ‘오프라인 소통형’의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양상이 주로 리더 또는 비리더, 적극적 또는 소

극적 태도와 같이 단편적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학습이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사의 참여 양상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교사의 배움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

하기 어렵다.

교사학습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효

정(2005)는 자생적 교사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밝혔다. 그 결과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주로 소수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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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구성원과 다수의 도움을 받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소수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인 구조 특성을 띠었으며, 연결의 특징으

로는 ‘모범 사례 연결망’, ‘직접 조언 연결망’,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 연

결망’ 그리고 ‘인적 자원에 관한 정보 연결망’을 제시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기 위하여 Bale(1950)의

‘상호작용분석틀’이 이용되기도하였다. 차가현, 장신호(2014)가 Bale(1950)

의 상호작용분석틀로 초등과학교사 학습공동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 의견, 정보를 요구하고 제시하며 그 동안 ‘긍정

적 반응’ 의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반면, 의견 개선 및 수정 요구를 할

때 비우호적이고 긴장이 노출되는 ‘부정적 반응’ 의 분위기를 형성하였

다. Deniz 외(2019)는 Bale(1950)의 상호작용분석틀을 이론적 틀로 활용

하여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Deniz 외 (2019)는

역할의 유형화보다는 각 역할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

에서도 구성원들의 참여유형을 다방면으로 파악하기위해 구성원들간의

관계도 고려하고자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윤기준, 전세명, 정현수(2017)이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구성원과 긍정적 유대를 경험하며, 공동체 내 중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

다. 최효근, 신기철(2019)은 초등학교 초임 체육전담교사의 교사 학습 공

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를 진행하였다. 체육 전담을 맡은

초임교사는 ‘성장통’, ‘배움’, ‘주인의식’을 겪으면서 체육수업에서 당면하

는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육수업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정현수(2019)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양되는 체육

교사의 인성을 1차적 효과와 2차적 효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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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 패러다임과 논리

본 연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의 전통

을 바탕으로 한다. Lather(2007)는 Habermas(1972)이 분류한 ‘인간의 관

심’ 에 따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인간/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패러

다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계화하였다. Later(2007)가 제시한 네 가지

연구 패러다임에는 실증주의 패러다임, 해석주의 패러다임, 비판이론, 포

스트모더니즘이 있다 이 중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이해’를 추구하는 패러

다임이다. 고정불변의 측정 가능할 실제 세계가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

한다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자들과는 달리, 해석주의 패러다임에서 실재와

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김영천, 2006. p.71). 해석

주의 패러다임이 ‘구성주의 패러다임’ 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이다. 이러한

구성은 경험을 기반으로하며, 국지적이고 특수하다(Lincoln, Y. S. 1988).

‘실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을 통해 공동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해석주의 패러다임에서 선택하는 연

구 방법은 자연주의적이고, 해석적이다. 대상에 어떤 실험이나 조작을 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주요

구성요소에 비추어 해석적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 배움유형’ 이라는 절대불변의 지식

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인 ‘티처런 커

뮤니티’ 라는 국지적인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된 ‘활동 유형’을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티처런 커뮤

니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이나 참여관찰을 통

해 티처런 커뮤니티 속에 있는 ‘활동 유형’을 함께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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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티처런 커뮤니티의 배움유형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나, 사례를 통한 일반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사례연구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기술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자한다(Creswell, 2006). 티처런 커뮤니티는 대학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초등교사 사이에서 활성화되면서도 ‘초등체육수업정체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는 모범적인 사례의 교사학습공동체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른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의 방향을 일반화로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사례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는 다른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는 표본(sample)이

아니라, 연구 사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에 이해하고 탐색하고자 하

는 것이다(Stake, 1995.p.4). 만약 무리하게 일반화를 할 경우 티처런 교

사들의 활동이 자칫 피상적이고 파편화된 양상으로 파악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사례일지라도 티처런 교사들의 활동 유형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패러다임의 

구성요소
해석주의

존재론 상대주의: 본질적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실재가 존재

인식론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구성

방법론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 (해석적/ 변증법적)

<표 3> 해석주의 패러다임의 개념적 이해(김영천, 2006, p.6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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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20년 6월까지 총 11개월간 수

행되었다. 연구단계는 크게 계획단계, 수집 및 분석 단계, 결과 단계로

나뉜다.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해오면서 느꼈던 ‘티처런 커뮤니

티’ 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문헌분석을 하고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문헌분석은 연구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이나, 특히 연구 계획단계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배움유형’을 교사의 다

양한 배움의 양상으로 해석하기위해 ‘교사 학습’에 중점을 두고 문헌 분

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험적으로만 알고있던 교사학습공동체를 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에 대한 문헌 분석도

이어나갔다. ‘교사 학습’과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지식

을 바탕으로 면담 가이드 및 연구 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였다. 이후

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심의하였다.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준거적 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 14인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에는 개인적 배경, 체육수업 전문성, 공

동체 참여 현황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티처런 핵심교사들과의 협

의를 통해 다양한 활동 유형이 드러날 수 있는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자

료수집은 주로 심층면담, 관찰, 현장일지, 현지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각 연구참여자별로 1~2회 이루어지며, 계획 단계에서 작성한

면담가이드를 기반으로 원형관계도와 타임라인을 활용하였다. 관찰은 현

장일지 작성과 병행되었으며, 현장 문서는 워크숍에 사용되는 자료집이

나 티처런 커뮤니티의 온라인 대화등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다. 자료 분

석은 Strauss(1987)가 제시한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결과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배움유형, 배움유형에 미치

는 요인, 유형별 전문성 개발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적 글쓰기로 정

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수행 절차 및 단계를 정리하

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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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구내용

2019년 7월 ~ 2020년 6월 (12개월)

2019 2020

7 8 9 10 11 12 1 2 3 4 5 6

계획

단계

연구 주제 

선정

문헌분석

연구문제 

및 계획 

수립

수집 

및 

분석 

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자료분석

결과

단계

해석 및 

결과 도출

글쓰기

<표 4> 연구 수행 절차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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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티처런 커뮤니티’(이하 티처런)라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

별한 사례를 선정하고 탐색하였다. 티처런은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

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이다. 전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체

육교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티처런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체육 교육학을 전공한 초등교사 조기희를 중심으로 체육

수업에 관심이 있는 초등교사 28명이 첫 모임을 했다. 대학을 기반으로

체육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에 ‘체육 수업의 질 향상

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 이라는

뚜렷한 철학과 목적이 있었다. 첫 모임 이후 한 달에 한 번 대학의 강의

실에서 월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주로

평일 6시에 시작하였다. 등록한 인원은 30명가량이었으나 학교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월례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은 15명 내외였다. 초반

20~30분가량은 긴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아 간단한 간식을 시켜 먹으며,

‘근황 토크’ 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교실 이야기나 개인 근황을 이야기하

였다. 이때, 자연스럽게 학급이나 체육수업 시간에 생긴 문제상황들이 공

유되었으며, 다양한 경력의 교사가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교육학 서적을 읽고 학교 문화나 현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도 이어졌다. 이후에는 각자가 알고있는 체육수업 실천

사례, 새로운 체육수업이나 체육교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한 사람이

소개하면 이에 대해 알고있는 지식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

들어내기도 하였다. 1-2기 (2014-15년) 때는 대학강의실 내에서 영상이

나 칠판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가, 3기 (2016년)부터는 대학

건물 주변 공터나 운동장을 활용하여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였다.

월례 워크숍 말미에는 항상 한 명씩 돌아가며 그 날의 소감을 이야기하

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자율적으로 근처 식

당에서 뒷풀이를 하였다. 월례 워크숍 외에도 온라인 카페와 메신저를

통한 체육수업 정보 공유가 이어졌다. 스포츠와 관련된 문학, 예술,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 체험이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온라인 카페에는 체육수업 정보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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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음악, 명화, 시, 영화, 소설, 문장 등도 소개

되었다.

4기에 들어서는 티처런에 다방면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1-2기 때는

리더 조기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이, 3기에는 4명의 서브리더와의 공

동 운영체제로 바뀌었고, 4기에는 리더와 서브리더를 합하여 ‘핵심교사’

라는 이름으로 5명의 교사들이 함께 운영하게되었다. 운영체계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활동 내용도 크게 변화하였다. 주 모임 장소를 대학 강의실

에서 핵심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과 체육관으로 변경하였다.

구성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육활동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함이었다.

직접 체험해보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이 점이 장

점이 되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교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티처런 홍

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영상이었다. 핵심교사 성기백이 매회 워크

숍 전반을 소개하는 3분 가량의 영상을 제작하여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

니티에 소개하였다. 이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국 초등교사들이

다 가입되었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커뮤니티이다. 입소문과 영상홍보

효과로 티처런 구성원 수는 계속 늘어나 2019년에는 77명까지 증가하였

다. 연도별 티처런 인원 및 구성의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 <표 5 > 와

같다.

운영체제, 장소, 인원수에 변화를 겪으면서 워크숍 내용도 변화가 생

겼다. 1-3기 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둘러앉아 ‘근황 토크’로 워크숍을

시작하였으나, 4기부터는 교실에 놓여있는 모둠 책상 대형대로 교사들이

4~5명씩 모여 앉아서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간단한 간식을 나누어 먹는

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2-30분 가량은 각 모둠에서 자유롭게 이

야기를 나눈 뒤 6시 30분부터는 핵심교사의 진행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 시작된다. 매 회마다 새로운 구성원이 있는만큼 서로 어색함을

연도 기수 구성원 수 (명) 리더 (명) 멤버 (명)

2014 1기 31 1 30

2015 2기 21 1 20

2016 3기 22 4 17

2017 4기 52 5 47

2018 5기 62 6 56

2019 6기 77 6 71

<표 5> 연도별 티처런 인원 및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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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15명 가량 참석하였던 티처런 초기와는 달리

30-40명 가량이 참석하면서 한 명씩 근황을 물으며 친교를 다지기 어려

운 상황도 반영되었다. 친교활동 이후에 이어지는 체육활동도 더욱 조직

화되었다.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핵심교사들이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하

여 게임이나 활동들을 소개하였으며, 구성원들은 학생 입장이 되어 이

게임들을 직접 체험해보았다. 인원이 대폭 늘어났지만 위크숍 말미에 갖

는 ‘성찰의 시간’ 과 뒷풀이는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

티처런은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만큼 가치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이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쳤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체

육진흥회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에 따

라 운영 체계를 바꾸는 등 민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초등체육 수업전문성의 4 가가지 요소 (지식 전문성, 성찰 전문성, 심성

전문성, 수행전문성)을 기반으로한 견고한 교육철학을 지녔다. 또한 교사

연수시간, 성과금과 같은 보상이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성장

했다는 면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

3.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의 주관성: 티처런 구성원으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은 그 자체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자료가

된다(Lee, 2005). 본 연구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다. 초임 시절 체육

수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티처런 커뮤니티에 문을 두드렸고, 티처

런 커뮤니티에서 몸과 머리로 배운 지식들이 체육교육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져 대학원 진학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는 티처런 커뮤니티 핵심교

사로 활동 중이다. 티처런 핵심교사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은 본 연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나’ 라는 렌즈를 통해 티처런을 바라

보고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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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측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 사용될 면담질문을 기

반으로 연구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자기 면담’을 실행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정보

티처런 구성원으로서 연구자의 정보를 밝히면 다음 <표 6> 과 같다.

○ 체육수업 관련 사전 경험

질문1: 티처런에 어떻게 오셨나요?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나: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친한 언니의 소개로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담임을 맡을 때여서 뭐든지 일단 배워놔야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언니가 이런 제게 도움이 될만한 모임이 있다고 소개해줬

어요. 그 언니에 대한 신뢰도 컸고 호기심도 생겨서 참여하게 됐

어요. 

질문2. 체육수업과 관련된 인상적인 경험이 있나요? 

나: 티처런 참여한지 첫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6학년을 맡았는데 여

자아이들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체육 시간에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나봐요. 그 때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름 좋았다

고 생각하는데, 체육시간마다 골머리를 앓았어요. 나는 얘네만 할 

때 체육을 엄청 좋아했는데 얘네는 왜 이럴까 하는 고민도 했구요.

개인적 

배경
체육수업 전문성 배경 공동체 참여 현황

성별 교직

경력
대학원 진학 여부

공동체 

참여경력

공동체 내 

역할
출석율 

여자 6년 체육교육학 석사과정 4년 핵심교사 80%

<표 6> 티처런 구성원으로서 연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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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이 때의 경험이 현재 티처런에 참여하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

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나: 티처런에서 배운 활동들을 선택해서 수업에 적용할 때 ‘재미’를 최

우선으로 두게 되었어요. 또 티처런 초기에는 체육수업고민을 나

누는 시간도 많았는데 그 때 여자아이들과 관련한 제 고민도 많이 

나눴고, 그 때를 돌이켜보면 워크숍 초기 시간이 제게는 ‘힐링’ 이

었던 것 같아요.

○ 티처런 관련 경험 및 인식

질문1. 티처런에 왔을 때는 주로 누구와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나: 핵심교사가 된 후에는 핵심교사들과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운영

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데려온 학교 후

배선생님이나 동기들과 제일 얘기를 많이하죠.

질문2. 지금까지의 티처런과 관련된 일 중에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

으시나요? 워크샵 중 활동도 좋고 쉬는시간에 있었던 일이나 

뒤플이 등의 과외활동과 관련된 장면들도 좋습니다.

나: 정말 많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지만 최근에는 워크숍 끝날 때랑 뒷

풀이 후 헤어질 때, 티처런 구호를 외치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작년 여름체육학교 (7-8월 특별 워크숍) 때 우리가 직접 만든 건

데, 구호를 외칠 때마다 티처런에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3. 티처런에 참여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나: 전에는 마냥 와서 즐기기만 했는데, 핵심교사 되고나서 고민이 많

아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체육활동들은 온통 티처런에서 배운 것

들 뿐일 정도로 체육에 대하여 모르는 게 아직 배우고있는 과정인

데,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소개하려니 부

담스럽고 어려워요.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이 되기도 하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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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처런 배움유형에 대한 인식

질문 1. ‘나는 00형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참여유형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아등바등형. 핵심교사가 되고나서 워크숍때마다 아등바등하고 있

거든요. 새로운 체육수업을 찾느라 아등바등, 강당이나 운동장 사

용이 쉽지 않은 열악한 우리학교 체육환경 속에서 우리반 아이들 

데리고 사전 수업 해보느라 아등바등, 선생님들 앞에서 부족한 말

주변으로 소개하느라 아등바등. 계속 자기검열을 하게되요. 공개수

업 때보다 훨씬 더 떨려요.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닌데, 체육 교과서

도 자꾸 보게되고, 다른 체육 선생님 수업 영상도 구독해놨어요.

질문2. 다른 티처런의 구성원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으

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나: 항상 정신없는 핵심교사로 보실 것 같아요. 도시락, 간식, 회비를 

챙기는게 제 담당인데 맨날 ‘아등바등’ 대다가 실수하고 까먹거든

요.

○ 티처런을 통한 전문성 개발 유형 및 전략

질문1. 티처런이 선생님의 어떤 면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

나요? 

나: 당연히 교사로서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기 오지 않

았다면 제가 이렇게 체육교육 논문을 쓰고 있지도 못했을 거에요. 

대학원에 가서 전문성을 더 쌓아야지 라고 막연히 생각만하다가, 

여기 와서 체육교육이 적성에 맞다고 처음 느꼈어요. 핵심교사들

을 보면서 체육교육에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

구요. 여전히 핵심교사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

는게 왠지 뿌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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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티처런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나: 활동 중간중간에 스마트폰 메모 어플로 기록을 해요. 활동을 잠깐

잠깐 멈추더라도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해놓는게 나중에 봤을 때 

가장 생생하더라구요. 제가 기억력이 안좋은 것도 있구. 기록해 

놓은걸 워크숍 후 티처런 모바일 메신저 단체 방에 공유하는데, 

반응도 꽤 좋아요.

나. 연구 참여 교사

연구참여자는 준거적 표집(criterion-based sampling)에 따라 티처런

1기~6기 참여자 중에서 ①개인적 배경의 다양성, ②체육수업 전문성 배

경의 다양성, ③ 공동체 참여 현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체

육수업 전문성 배경’에는 체육교육학 전공 여부, 체육 관련 행정 업무 여

부, 다른 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여부 뿐 아니라, 전문성의 일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교직경력, 대학원 진학여부, 일반 교사학습공동체 참

여 여부까지 고려하였다. ‘공동체 활동 현황’ 에는 공동체 참여 경력, 공

동체 내 역할, 출석률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티처런 활동 유형을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교사 연구참

여자 11명 중 5명은 현재 활동 중이지 않은 교사로 선정하였다. 활동 유

형에 대한 기준을 미리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핵심교사간의 협의를 통해

출석율 이외에도 참여 적극성, 구성원과의 관계의 다양성 등도 연구참여

자 선정 시에 고려하였다. 체육수업 전문성 배경과 활동 현황이 다양하

게 구성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티처런 교사들

의 참여 유형이 다양하게 밝혀질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들을 반영한 연

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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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

여부

순 성명

개인적

배경
체육수업 전문성 배경

공동체 활동

현황

성

별

스
포
츠
동
아
리
경
험

교

직

경

력

체육

전공

여부

체육관련

행정 업무

다른

교사학습공동

체 활동

공
동
체
참
여
경
력

출석

율 *

현 재

참 여

자

1 조민호 남 o 18
체육

박사
- - 6년 100%

2 성세현 남 o 10 - 체육부장
-플립러닝연구회

-교육기기연구회
6년 100%

3 이단애 여 x 7

체육

석사

과정

- - 6년 90%

4 홍소리 여 o 8
체육

석사
6년 90%

5 신재영 남 o 4 - - 3년 70%

6 심주형 남 x 3 - 체육부장
생활지도 관련

교육 연구회
3년 100%

7 강효재 여 o 6
체육

박사

운동부

감독,

체육부장

- 1년 80%

8 박예현 여 x 4 - - - 3년 70%

9 이지율 여 x 8 - -

-프로젝트학습

연구회

-그림책 연구회

-경제 교육

연구회

3년 80%

현 재

비 참

여자

10 노연수 여 x 20 - 수석교사 인성교육연구회 3년 80%

11 최준우 여 o 4
체육

석사
- - 1년 50%

12 손승범 남 x 10

체육

박사

과정

-
1년
미
만

20%

13 이하경 여 o 7
체육

석사
체육부장 교사문학공동체 4년 70%

14 박백희 여 o 6 - - - 1년 10%

15 장우진 남 o 10 - 체육부장

온라인 초등

체육교사학습

공동체

1년
미
만

40%

16 박제이 남 o 3 - - -
1년
미
만

40%

<표 7>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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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가. 심층면담

면담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

교환”(김영천, 2006, p.293)이다. 또한 단순히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합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심층 면담은 피면담자의 상황과 경험 더 나아가 삶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과 행위를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항상 ‘따뜻한 가슴과 냉

철한 머리’를 가져야 한다.(김영천, 2006).

김영천(2006)은 한국 상황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면담 기법을 제시

하였다. 그 중 한 가지로 연구 참여자와 라포르(rapor)가 충분히 형성되

었다고 생각할 때 면담을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라포르는 심리학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김영

천(2006)은 효과적인 면담 기법으로 연구자의 적는 태도를 꼽았다. 상대

방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행동은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으며 신중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김영천(2006)은 연구참

여자가 관심있어하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라포르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다양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하는 뒷풀이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라포르를 형성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필기하는 태도를 통해 신뢰감 있는 면담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1) 면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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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의 여러 종류 중 반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ed)(Patton, 2002)을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

가 만든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한다. 미리 준비한 구조화

된 질문을 한 다음 개방형 질문을 통해 더 풍부한 정보를 얻는다. 반구

조화된 면담은 면담자의 역량에 따라 면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가이드는 다음 <표8, 9, 10>과 같다. 면담질

문의 유형은 ‘체육 수업 관련 사전경험’, ‘티처런 배움 유형’, ‘전문성 개발

유형 및 전략’ 세 가지로 나뉘며, ‘티처런 참여 유형’ 은 다시 ‘티처런 관

련 경험 및 인식’ 과 ‘자신의 참여유형에 대한 인식’ 으로 나뉜다. 연구참

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일반교사들을 고려한 ‘공통형’ 면담

가이드를 기본으로 ‘핵심교사용, ’비참여 교사용‘을 추가하였다. 면담가이

드는 <표 7>에 제시된 연구 참여자 중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 면

담(pilot interveiw)을 실시하여 수정하였다. 1차 면담을 통해 주목할 만

한 정보를 발견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자 검토(member check)를 거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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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면담 질문 

체육 수업 

관련 사전 

경험

l 티처런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참여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

엇인가요?

l (티처런 참여 전 후와 관계 없이) 체육수업과 관련된 인상적인 

경험이 있나요? (어려웠던 점, 성공적인 체육수업 등)

l 이 때의 경험이 현재 티처런에 참여하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티

처

런 

참

여 

유

형

티처런 

관련 

경험 및 

참여양상 

l 티처런 정기모임 날의 일과는 어떻나요? 퇴근쯤부터 뒤풀이 (또

는 다음 체육시간)까지의 일과를 말씀해주세요.

l 원형관계도에 선생님과 가깝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

는 순으로 티처런 구성원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 분들과는 어떤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일상대

화, 체육 관련 정보공유 등)

-이 분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시나요? (체육 관련 정보, 교

사로서의 삶의 방식 등)

l 선생님의 티처런에서의 경험을 타임라인을 만들어주세요.

- 티처런에서의 경험 중에서 변곡점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 지금까지의 티처런과 관련된 일 중에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워크샵 중 활동도 좋고 쉬는시간에 있었던 

일이나 뒤플이 등의 과외활동과 관련된 장면들도 좋습니

다.

- 티처런에 참여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점 때

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나요?

l 티처런에 들어와서 보니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l 다른 동료 선생님을 티처런에 소개해서 데려온다면, 어떤 점을 

강조해서 소개하고싶은가요? 그 선생님이 어떤 점을 티처런에서 

얻어가시길 원하나요? 

l 선생님들의 학습을 위해서 티처런은 어떻게 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활동내용, 활동시 모둠 구성, 정기 모임방법, 회비, 뒷풀이 등 

티처런 

배움유형

에 대한 

인식

l 본인의 배움유형을 00형이라고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l Wenger(1999)의 학습이론을 참고할 때 자신은 어떠한 방식으

로배워왔다고 생각하시나요?

l 다른 티처런의 구성원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l △△△ 선생님을  티처런 안에서 00형이라고 정의한다면 무엇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 8> 면담가이드-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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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 

유형 및 전략 

l 티처런이 선생님의 어떤 면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

요? 

- 체육수업, 학급경영, 교사로서의 삶 등

- 위의 장면들에 티처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l 티처런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 영상, 개인정리자료, 다른 구성원에게 질문, 티처런 자료 검색 등

l 티처런의 어떤 점이 선생님께 가장 도움이 되나요?

- 워크샵 때 배운 내용, 영상 자료, 카톡방, 다른 구성원로부

터의 영향, 티처런의 ~한 분위기 등.

l 티처런에서 배운것들을 다른 동료 교사들과 공유해본 경험이 있

나요?

l 티처런이 선생님의 체육수업 이외에 도움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범주 면담 질문 

l 핵심교사이기에 티처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l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표 9>면담가이드- 핵심교사용

범주 면담 질문

l 현재 체육수업 전문성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l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이 바뀐다면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까

요? 개인의 상황도 좋고, 티처런 내부의 상황도 좋습니다.

<표 10>. 면담가이드- 비참여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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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관계도

심층면담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관계가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원형관계도를 활용하였다. 원형관계도는 <그림 5> 와 같은

모습을 한 면담도구로, 연구참여자는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차트 중심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주변에 심리적 거리에 따라 구성원들의 이름을

적어나가게 된다. 구성원의 이름 주변에 선을 그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원형관계도는 ‘소시오메트리’(sociometry)의 한 방법이다. 소시오메트

리는 심리 치료기법으로, Moreno(1953)에 의해 개발되었다. 소시오메트

리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적측정’(social measurement)

을 의미한다.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사용되다가 교도소, 기업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었다. 소시오메트리는 일정한 집단 내의 개인적인 친화

(attraction)와 배척(repulsion)을 측정하여 그 집단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는 집단 내 각 개인에게 특정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

람과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다. Moreno(1953)은 다양

한 상황에 소시오메트리를 적용해본 결과 스타 (또는 권력자), 지도자,

배척자, 상호짝, 고립자 등의 인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시오메트

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법이 사용된다. 집단의 형성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재조사의 결과가 일관성이 크며, 중요성이 낮거나 뚜

렷하지 못한 선택행위는 재조사 시에 일관성이 적다(홍기원, 김주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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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임라인

심층면담 과정에서 참여유형에 미치는 중요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

여 연구참여자가 ‘타임라인’(time line)을 그려보도록 하였다. ‘타임라인’

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epiphany)을 중심으로 그 시기에 있었던 일련

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담는 시간적 흐름도이다(전영국,

배성아, 이현주, 2013: 13-18). 생애사 연구(life history)에서 글쓰기 전략

의 하나로 활용되며(이동성, 김영천, 2014), 연구자와 독자에게 연구참여

자의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여정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Adriansen,

2012:p.43-52). 본 연구에서 타임라인은 <그림 6>과 같이 구성될 수 있

다.

<그림 5> 원형관계도를 활용한 심층면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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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

1)참여관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티처런 커뮤니티에서 ‘핵심교사’로 함께 활

동하고 참여관찰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배움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참여

관찰은 ‘관찰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활동’을 의미한다(Fetterman, 1991, p. 94). 김영천(2006)은

Patton(2002)가 제시한 관찰의 다섯 가지 스펙트럼을 재구성하여 ‘관찰자

의 다섯 가지 스펙트럼’으로 ①평가-관찰자의 역할, ②연구 참여자에게

평가자의 역할 묘사, ③연구 참여자에게 평가 목적 설명, ④평가 관찰의

기간, ⑤관찰의 초점을 제안하였다.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본 연구

에서는 다음 <표11>과 같이 참여 관찰을 진행하였다.

<그림 6> 타임라인을 이용한 심층면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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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일지

현장일지는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겪는 모든 일련의 경험

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공식화된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날의

이야기, 메모, 에피소드, 대화내용부터 연구자가 느낀 생각, 느낌까지 현

장에서의 다양한 기록이 그대로 현장 일지가 된다(김영천, 2006). 따라서

연구자는 티처런 커뮤니티의 워코숍과 핵심교사 회의에 첨여하면서 사실

적으로 보고 들은 것과 감정을 글로 기록하는 연구자 일기를 누적하여

작성하였다.

관찰자의 다섯 가지 

스펙트럼
관찰 계획 본 연구에서의 관찰

평가-관찰자의 역할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티처런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지만, 관찰 

기간동안에는 ‘구성원’ 

보다는 ‘연구자’의 역할

에 더 집중함.

연구 참여자에게 

평가자의 역할 묘사
공식적 관찰

연구자로서 신분을 구성

원과 연구 참여자에게 

밝힘.

연구 참여자에게 평가 

목적 설명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 

목적을 설명함

모든 구성원에게 연구의 

목적을 모두 설명함.

평가 관찰의 기간 장기적 복수 관찰
핵심교사 회의와 온라인 

워크숍에 5~6회 참여함. 

관찰의 초점 협소한 초점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유

형과 전문성 개발 전략

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

<표 11> 김영천(2006) 의 ‘관찰자의 다섯 가지 스펙트럼’ 에 따른 관찰 계획



- 60 -

다. 현지 문서

현장에서 수집된 다양한 문서들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박정준,2011).

Gailet(2010)은 일지, 메모, 계획서, 자료집과 같이 활자로 완성된 문서를

비롯하여, 영상, 사진, 이미지자료 등 까지도 모두 (document)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처런 커뮤니티 활동 과정에서 공유되는 모든 형

태의 자료를 현지 문서로 적극 수집하였다. 워크숍 때 사용되는 자료집

뿐 아니라 매월 워크숍 후 제작되는 활동 영상, 사진 자료, 온라인 대화

도 활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참여자의

SNS나 블로그, 개인 드라이브에 티처런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는 모든 자료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5. 자료 분석

질적자료분석은 방법론이나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trauss&Corbin, 1998; Glaser, 1987; Spradley, 1979; Wertz, 2011), 수

집된 자료를 통하여 현상을 드러내고 그 내면에 담긴 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김영천(2006)은 다양한 자료분석

절차를 실용적 절충주의 입장에서 종합하여 ‘포괄적 분석 절차’를 6단계

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본 연구

는 이 ‘포괄적 분석 절차 6단계’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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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 읽기/ 정리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

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내재되어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단계이다. 본 단계

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사 작업(transcribing)이

이루어져야한다. 심층면담과 관찰에서 얻은 자료는 녹취나 기록을 했더

라도 휘발성이 있는 자료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다른 장면과 혼재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

일 내에 전사 작업(transcribing)을 통하여 텍스트화하였다. ②분석적 메

모쓰기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자료를 읽으며 가진 반성과 성찰 등을 메모

의 메모의 형식으로 기록하게 된다.③1차 코딩에서는 코드를 통한 코드

와 초기 범주를 생성한다. ④2차 코딩에서는 추가적 코등을 통해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를 파악한다. ⑤3차 코딩에서는 최종적 코딩을 통해

범주들을 통합하고 패턴을 발견한다. ⑥연구 결과 재현 단계에서는 최종

적인 연구 결과를 시각적 모형, 표,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글쓰기를 의미

한다 (김영천, 2006).

‘포괄적 분석 절차 6단계’ 는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읽음과

동시에 코딩이 이루어지거나, 글쓰기를 하면서 다시 원자료를 다시 읽는

‘순환적’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림 7> 김영천(2006)의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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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질적 연구는 학문적 엄정성(rigor of qualitative research)를 위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작업과 결론이 과연 연구하려고 했던 주제를 잘

연구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영천, 2006, p.588). 본 연구에

서는 Guba(1981)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를 기반으로 다각적 자료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와의 검토, 동료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한다.

가. 다각도 자료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의 타당도(validity)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

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였다.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근거하였을 때 더 정확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연구 결과 도출 시에는 다음 <표 12>과 같이 자료 출처를 밝혀

결과를 검증하였다.

자료

연구결과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

활동

유형
000형 o o x

영향

요인

요인a o o o

요인b o o x

전문성

개발

전략과

결과

전략a o o x

전략b x o o

전략c o o x

결과a x o o

결과b o o x

결과c o o x

<표 12>  다각도 자료 수집 검증을 위한 연구 결과별 자료 출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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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참여자의 검토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는 질적연구의 타당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 중 하나이다(김영천, 2006).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하

더라도 연구자가 해석한 바와 연구참여자가 해석한 바의 간극은 필연적

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내린 분석과 결론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되묻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동료연구자와의 협의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는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김영천, 2006, p.599). 연구 배경에 대해 잘

알거나 연구 주제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조예가 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의 방법, 해석, 절차가 옳은지 평가를 부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스포츠 교육학 전공자 및 과정생들과의 공식적·비공식적 협

의를 지속하였다.

7. 연구 윤리

미국 인류학회의 윤리규정(1971)에 따르면 연구는 자발적 동의, 기밀

유지, 호혜성의 세 가지를 지키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 또한 위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고, 수집한 자

료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며, 연구 참여의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지급

한다.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심의를 받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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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결과 및 논의

1. 티처런 커뮤니티의 배움유형 및 특징

본 장에서는 티처런 교사들의 배움유형을 밝히고 각각의 특징을 탐색

하고자한다. 티처런 교사들은 ‘참여도’ 와 ‘추구하는 교사상’ 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네 가지로 배움유형이 구분되었다.

<그림 9> 배움유형 사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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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추구하는 교사상’ 은 체육교사교육

의 네 가지 접근방식 중 ‘기능적 접근’ 과 ‘반성적 접근’ 을 기반으로 한

다. 본 연구에서 ‘실천지형 교사’ 는 이 중 기능적 접근에 바탕을 둔다.

기능적 접근의 체육교사 교육에서는 체육 수업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수업 능력을 갖춘 ‘효과적 교사’(effective teacher)를 추구한다

(Siedentop & Tannehill, 2000). 다만, ‘기능적’, ‘효과적’ 이라는 용어가

자칫하면 전인 형성을 추구하는 초등 체육에서 ‘퍼포먼스 향상’ 만을 추

구한다는 의미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 교사’ 가 아닌 ‘실천적

교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티처런을 통해 수업활동 콘텐츠를 준비하고

실천하고자하는 교사상을 보여주고자한다.

‘실천지향 교사’ 에 상응하는 ‘성찰지향 교사’ 는 체육교사교육 접근

중 반성적 접근에 바탕을 둔다. 반성적 접근은 교사를 반성을 통해 실천

적 지식을 구성하는 교사연구자(teacher as a researcher, Stenhouse,

1975)로 보았다. ‘성찰지향 교사’ 란 규정된 체육교육을 수동적으로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육교육관을 갖추고 그에 따라 실천해 나갈

줄 아는 교사를 의미한다.

<그림 8>에서 세로축에 해당하는 ‘참여도’는 자기질문법 및 티처런 6

기 출석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티처런에서는 지난 6기부터 연말

워크숍에서 우수교사를 시상하고, 핵심교사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기위하

여 구성원들의 워크숍 출석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에 더해 연구참여자에

게 ‘자신의 출석율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6기 이전

기수의 참여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성찰지향 교사를 추구하면서 참여도가 높고, 운영진을 맡

고있는 집단의 배움을 ‘이끄는 배움’라고 보았다. 수행지향 교사 추구하

면서 참여도가 높고,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집단의 배움유형을 ‘따르는 배움’으 로 명명하였다. 수행지

향 교사를 추구하면서 참여도가 낮으며, 참여 시에는 구성원들과 적극적

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체육 수업 자료를 취하는데 집중하는 집단의 배

움을을 ‘선긋는 배움’ 이라고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찰 지향 교사를 추

구하면서 참여도가 낮고, 참여 시에는 자신의 체육교육관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집단의 배움을 ‘뒷짐진 배움’ 라고 이름 붙였다.

본 장에서는 각 배움유형들의 가입 및 참여동기, 공동체를 통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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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교사상, 공동체 내 역할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밝힐 것이다. 특

히, 가입 및 참여동기는 가입하게 된 원인뿐 아니라 참여도가 높아지거

나 낮아진 동기들 또한 함께 밝혀 보다 구체적인 참여 양상을 드러낼 것

이다.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을 통해서는 각 유형이 생각하는

체육교육 가치관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각 유형의 교사들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힌다.

가. 이끄는 배움

티처런 커뮤니티 내에서 성찰 지향 교사이면서 참여도가 높은 교사

들의 배움을 ‘이끄는 배움’ 으로 보았다. 이들은 ‘체육에 대한 애정’을 바

탕으로 티처런에 모였다. 주로 핵심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티처런을 정서

적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 이라고도 인식하고 지속적

으로 나오고자했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을 통해 교육에 ‘더 좋

은 체육을 뿌리내리고’, 구성원 교사들을 ‘더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어주

고’ 싶어했다. 티처런 내에서는 ‘책임감 있는 운전수’ 로서 티처런 운영을

맡고 있다. 그들이 축적한 자료는 티처런의 ‘아카이브’가 됐으며, 존재만

으로도 티처런 프로그램의 신뢰감을 높이는 ‘신뢰의 척도’ 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었다.

1) 가입 및 참여동기

가) 체육에 대한 애정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체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티처런에 모여들었

다. 체육에 대한 마음의 장벽은 초등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두려워하는

데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Griggs.G., 2012) 모르니까 못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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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체육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

으로 긍정적이었다. 체육을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더 잘 가르치고자했다.

풍부한 스포츠 경험도 이러한 애정에 영향을 끼쳤다.

대학 때 별명이 스포츠맨이었어요. 누가 소개팅 해준다고하면, 운동 

스케줄 보고 거절할 정도였으니까요 (웃음)

(조 교사 -면담)

원래 내가 체육을 좋아하는것도 있었죠. 대학 때는 내내 농구부였고. 

게다가 현장에 나왔더니 애들이 체육을 제일 좋아해. 수업을 하면서 

왠지 어렵지 않더라구요. 

(성 교사 -면담)

   

체육에 대한 기능적 자신감이 이끄는 배움의 필수조건인 것은 아니

다. 체육에 대한 결핍이 애정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전 과목을 가르쳐

야하는 초등교사의 상황에서 일주일에 2-3시간 하는 체육은 ‘포기하는

과목’ 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강지민, 2020). 그러나 이끄는 배움 구성원

은 체육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과목’ 이 아닌 ‘못하니까 더 잘 가르쳐야

하는 과목’ 으로 삼고, 연수 및 자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육 수업 전

문성을 쌓고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티처런을 만나게 되었다.

체육을 잘 가르치고싶었어. 그런데 체육을 못했어. 아는 것도 없고. 

내용지식이든, 내용 교수지식이든 하나도 없었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

해도 없었고. 그래서 더 체육 연수를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아. 방법

들을 조금씩 얻다가 티처런까지 알게되고. 여기 오니까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가, 체육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싶어지게까

지 되었지.

(이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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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장하고 있는 나

체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티처런에 모여든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그 속에서 체육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하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자

신의 성장을 느끼고 더 깊숙이 티처런에 참여하게되었다. 특히 ‘핵심 교

사’ 역할을 맡으면서 보다 정선된 자료들을 공유하기위해, 더 많은 에너

지를 쏟고 준비하였다. 전보다도 더 자주 체육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펼

쳐본 것이다.

물론 핵심교사기는 한데...... 활동 준비하고 이럴 때 되게 고민이고 

여전히 ‘이게 맞나’ 싶잖아. 그럼 더 긴장하고 자꾸 더 찾아보게 되

지. 체육 자료들이나 영상들이나. 

(이 교사 -면담) 

온라인 영상 사이트에 구독 채널 절반 이상이 체육이에요. 우리나라 

체육 유명하신 분거는 다 구독 해놓고. 외국 것도 있고. 이렇게 해놔

야 평소에 봐두었다가, 워크숍 때 쓸 수 있더라구요.

(홍 교사 -면담)

더 나아가 아이스브레이크 타임이나 뒷풀이에서 나누었던 체육에 대

한 고민들은 학문적 호기심까지 이어졌다. 한 연구참여자는 티처런에서

얻은 학문적 자극을 기반으로 체육교육 대학원에 진학하기도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 이런거구나. 하는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하다가. 거기서 체육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나 좀 더 심층적

인 부분도 얘기하면서 더 궁금해졌지. 체육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

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거랄까. 

(이 교사 -면담)

다) 마음의 고향

이끄는 배움 구성원에게 티처런은 지식 공유의 장을 넘어서 마음 공

유의 장이 되었다. 7년을 유지한 티처런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끄는

배움 구성원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특히 한 연구참여자는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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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간을 조정하고 KTX를 타고 와야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워크숍에 빠지지 않았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구

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정서적 위안을 얻는지는 연구문제 2번에서 밝히

도록한다.

Q. 티처런 구성원은 선생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 사람들하고 정이 쌓였다고 해야하나, 보고싶기도 하고, 궁금하기

도 하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오랜만에 오신 대로 반갑고.

(홍 교사- 면담)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여기 오면 선생님들의 열정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배울게 많으니까 설레죠. (중략) (자율 근무제인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서) 월요일은 전직원 출근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티처런 워크숍이 있

는 마지막 주 월요일은 3시반에 미리 퇴근을 해서 000초로 와요. 

(조 교사 – 이끄는 배움 구성원 회의)

2)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

가) 더 좋은 체육을 뿌리내리고싶은 교사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을 통해 초등체육에 더 좋은 체육을

심어주고자했다. 평생체육의 근간이자 전인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면에

서 초등체육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Graham, G., Hale, S.A.,

&Parker,M., 2013). 그러나 높아지는 초등체육의 위상과는 달리 학교현

장에서 체육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싶은 과

목으로 인식된다 (Griggs. G., 2012).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에 모

인 교사 개개인의 저력을 통해 현장의 이러한 체육 기피현상을 바꾸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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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은 체육을 하기 싫다는게 1번인거잖아. 그 하기 싫은 이유

를 따져보면 뭘 해야할지 몰라서도 있고, 되게 다양한게 있겠지만, 

애들 때문에도 있고. 하기 싫고 어떻게든 피하고싶은 사람들이 여기

서 기술을 배워서든, 지식을 배워서든 해볼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게 

제일 1차적인거같아. 해 볼 마음이 생겨서 하다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하는건가? 저렇게하는거가? 궁금해하고 잘하고싶은 마음들이 생길테

니까. 그러면 티처런서 나눠주는 것들으 더 잘 흡수 할 수 있겠지.

(이 교사-면담) 

체육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아이가 어떤 담임선

생님한테 가서라도 체육 수업을 잘 받고,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성 교사- 이끄는 배움 구성원 회의)

위 면담 결과와 같이 체육을 ‘해 볼 마음이 생기게’ 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해 볼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교사의 일

반적인 특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목표인

것이다.

나) 더 좋은 선생님으로 늘어나길 바라는 교사

초등 체육이 다른 학교급의 체육과 다르게 두드러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통합성’ 이다(장경환, 2015).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초등 체육

의 통합성을 이해하고, 체육 활동과 더불어 학급 경영을 모두 고려한 워

크숍을 구성하고자 했다.

중등과 달리 초등에선 학급 내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체육수업의 성패

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조 교사- 면담)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만한거 그러면서도 

참신한거. 이름을 알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학급에서 협력 프로

그램으로 쓸만한 것들 또 그 중에서도 오늘 할 거랑 연결된거를 찾아

서 하려고 하고 있고.

(성 교사- 면담)



- 71 -

더 좋은 교사를 만들어주고자하는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교사상은 ‘매

개인’ (정현수, 2019) 교사로서 신입 교사를 데려오고 그들이 티처런 내

에서 체육수업 이상의 소득을 얻어갈 때, 보람이 되어 돌아오기도한다.

내가 티처런으로 데려온 지원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왠지 보람이 

있었지. 새로운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준거니까. 성장할 수 있는 루

트. 여기 와서 체육수업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

에도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지원이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

했을) 가능성이 티처런을 통해 생긴거니까.

(이 교사- 면담)

위 면담 자료에서 언급된 ‘지원’ 교사는 체육수업이 궁금해서 이 교사

를 따라 티처런으로 왔다. 이 후 보다 적극적으로 티처런 교사들과 관계

를 맺고,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업무를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티처런을 통해 체육수업활동 자료를 축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교사는 이렇게 후배 교사에게 ‘또 다른 루트’를 마련해주면서 티처런

내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교사상을 현실화하고 있었다.

<그림 9> 학급경영에 도움이 되는 워크숍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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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내 역할

가) 성찰하는 운전수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운영’ 이다. 핵심교사 회

의를 통해 티처런의 일 년 워크숍 프로그램을 정하고, 월례 워크숍 직전

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했다. 또한 다른 교사학습공동체 경험을

통해 ‘공동체 운영 리터러시’를 쌓아,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

운 방식의 운영을 꾀하였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운전대를 잡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티처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를 정한다.

한 달에 워크숍을 두 번으로 늘리는 것?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죠.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투트랙으로 가는거에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기

존대로 나오고, 열심히 나왔던 사람으로 트랙을 하나 더 두는 거지. 

스텝이라 표현해야하나. 좀 더 높은 레벨의.... 심화반 개념...   

(성 교사- 운영 회의 중).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단체를 많이 하고있잖아요. 미래

교실네트워크에서 거꾸로교실 주번모임을 하고, AED 카페도 하는데 

그 모임도 항상 그런식의 플로우에요. 프로세스. 누군가가 오프장이라

고 표현을 하는데 오프장이 회의를 해요. 일주일 전쯤에. 우리는 그

런 시스템이 없지만 제가 그런걸 하고 있는거죠. 거기서는 매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리고 워크숍 당일날이 되

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애들 시켜서 교구를 갖다놓고 준비하죠. 

(성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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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운영 회의

<그림 11>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온라인 운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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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카이브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마련된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의 자료들은 티처

런의 아카이브가 되어 축적되었다. 아카이브는 장기 보존의 가치를 가진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 집필자, 체육 수업

콘텐츠 유투버 등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있는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역량은 그 자체가 아카이브가 되기도 한다.

기록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견고하

게하는 매개체이다. (천권주, 김효민, 2010) 이끄는 배움 구성원을 기반으

로 축적된 티처런의 아카이브는 티처런이 초등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

갖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림 12>

아카이브 축적 과정

<그림 13> 티처런 커뮤니티의

온라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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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의 척도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티처런에서 운영되는 프로

그램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 물질적인 보상이 없이도 공동체와 구성

원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넣는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의 모

습은 그 결과로 생산된 프로그램들을 당연히 믿고 몰입하게 만들었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모습이 티처런에 대한 신뢰의 척도가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들을 전달해주니까 뭐랄까. 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활동) 이여도, 전달자가 별로고 불편하

면 집중안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나는 하브루타 (질문 및 토론 교

육의 일종) 공동체 같은 데도 가봤는데, 사실 거기 리더 분들이 알려

주는게 그렇게 설득력있지 않았거든. 내가 그 분 학급 분위기나 개인

적인 성향을 알거든... 그 분은 그렇게 민주적인 분이 아니고, 그 학

급도 딱히... 그런데 티처런 리더 교사들이 말하는 거는 신뢰가 갔어. 

본인들이 재밌고 즐거워하신다는 느낌이 강해. 

(신 교사- 면담) 

나. 따르는 배움

티처런 내에서 수행지향 교사이면서 참여도가 높은 교사들의 배움

유형을 ‘따르는 배움’ 으로 보았다. 이들은 ‘상처로 남은 체육수업’을 경

험하고 티처런에 찾아오게 되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행정적인 상황로

체육수업을 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고,

이속에서 느낀 ‘체육수업에 대한 결핍이 참여를 통한 성장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공동체 내에서는 꾸준한 출석율을 자랑하는 ‘항상 오는 분’ 이

자, 워크숍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일등으로 손을 들어 참여하는

‘먼저 움직이는 분’ 이었다. 또한 이들은 교구들을 함께 챙기거나 워크숍

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등 ‘작지만 도움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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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및 참여동기

가) 상처로 남은 체육수업

따르는 배움 구성원이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다양했지만, 모

두가 체육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안고 티처런을 찾았다. 대학에

서 전문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lizatin)를 마친 교사들은 현장에 투입

되면서 현실 충격(reality shock)을 겪는다(Veenman,1984). 대학 수업이

나 임용 시험 서적에서 배운 체육과 현장은 간극이 컸다.

(교사 발령 전) 시간강사 할 때 담임으로 1주일 시간강사 갔는데, 다

른 수업은 어떻게든 교과서 보고 되겠는데, 체육수업은 망했어. 애들

이 막 둘만 들어오고. 거기서 남자애들이 무섭고 (교사를) 압박하고 

막, 그러다보니까 아 다른 수업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시간

이 흘러가면 뭐라도 되는데, 체육시간엔 운동장 데리고 나갔는데 완

전 엉망이 되니까..... 아... 이게 뭔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아

는 평범한 체육수업하기도 진짜 쉽지가 않구나. 하고 관심이 있던 차

에 이렇게 제안 하니까 ‘어 그래’ 하고 갔지. 

(심 교사- 면담)

일종대왕이나 유명하신 분들 영상 보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영상에 

나오는 놀이 활동들은 고학년 뿐 아니라 저학년 것들도 많잖아요. 그

런 걸 하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애들이 재밌게 잘 하지 않더라구

요. 되려 시시해하고. 그럼 제가 ‘아 난 체육전담도 아닌데 굳이 힘들

여서 이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고....‘ 그래서 더 안하게 되었

던 것 같아요. 

(강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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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장을 자극한 결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처를 입어가며 체육수업을 할 기회조차 사라

져갔다. 교육부는 체육 수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과나 스포츠 강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2014) 그러자 담임교사

는 체육 수업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non-teaching’ (Sidentop&Tannehill,

2000) 현상이 발생하였다.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졌다.

저희는 거의 3-6학년 체육전담 배정에, 스포츠강사까지 배정되어

서,.... 우리학교는 담임이 체육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학교

는 새로 구성된 학년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를 먼저 선정해요. 그럼 

거의다 영어랑 체육 교과를 희망하시거든요. 또 남자 선생님들이 많

아서 체육교과를 할 분들이 항상 계셨고... 그러다 보니 체육 교과가 

어느 학년에나 항상 있었죠. 

(박 교사-면담)  

계속 학교에서 5학년만 어떻게 맡았는데, 체육을 직접 할 기회가 없

었고, 체육을 담임 재량으로 할 수는 있기는 했지만... 거의 보상 형

식으로.. 학기말이라던가.... 학급온도계 채워서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 제가 자신이 없더라구요. 체육을 좋아해서 학부, 석사까지 체육이

었는데도...... 막상 애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체육전담 선생님이 이미 

시수에 맞게 체육 수업을 다 해주는데 제가 더 수업을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겁도 났어요. 

(강 교사-면담)  

이렇게 체육수업 트라우마에 ‘non teaching’ 까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초등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티처런에

발을 들이게 된다. 결핍이 동기가 된 것이다.

어찌어찌 하다보니 운동부 업무를 맡았아요. 운동부 하려면 담임하기 

힘들다고 교과 이왕이면 연관성이 있는게 좋다고 체육교과를 주시더

라구요. 여자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저만 보시면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걸(운동부 감독, 체육교과) 했냐, 나라면 절대 안할텐데, 자기 정

말 대단해’ 하면서 맨날 인사하시면서 지나가셨거든요. 그러면 막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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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는 겁이 나긴 했죠. 밖에서 늘 서있어야 했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에요. 전혀 할 줄 아는 게 없으까. 교사는 당연히 수업을 잘해야하

잖아요. 그래서 체육수업에 내가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 교사- 면담)

2)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

(가) 체육이 자신있는 교사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을 통해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만족하고있었다. 티처런이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의 체

육수업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신규 교사인 경우가 많기에 여전

히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티처런에서 얻은 교수학습지식(PCK)들은 체

육수업 때 마주하는 충격을 완충해주는 효과를 냈다.

Q. 티처런이 너의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A. 가장 영향을 준건...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거겠죠? 그건 자신감. 

저는 수업을 할 때 자신감이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

아요. 그래서 체육 수업 스트레스 받았던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게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수업을 해도 애들이 항상 저보다 더 잘한다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걸 하면서 ‘이건 너희

보다 내가 더 알지’가 되니까 좀 더 여유롭게 수업이 가능한거 같아.

(박 교사-면담)

Q. 기억에 남는 체육수업은?

A. 그 때도 신규였으니까 당연히 잘된건 아닌데, 그 때 애들이 좀 인

상적이라고 말해준게 있어. 그게 티처런에서 조민호 선생님이 교실에

서랑 똑같이 앉게 하고, 똑같은 대열로 서서, 처음에 줄 세우는거. 교

실 위치랑 똑같이 ‘선생님이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앞에 서라’ 

했더니 딱딱 서고. 신규들이 애들 데리고 운동장에 처음 나가면 줄서

는거부터 헤맨다고하는데 난 그런게 좀 덜했지. 그리고 체육에서도 

교실에서처럼. 모둠을 만드는거. 그런거 했던거. 그게 애들한테는 특

이했나봐. 



- 79 -

(신 교사-면담)

이렇게 쌓은 자신감은 자신의 체육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동료교사

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쳤다. 교내에서도 ‘체육수업자료 소비자’였던‘ 따르

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에서 배운 체육수업자료에 대한 확신을 가져,

이를 주변에도 알리고 함께 하기를 권유한다. 이러한 ’공유와 협력’ 은

교사학습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치이다 (Hargreaves, A., & Fullan, M.

(2012)

스쿠터를 배우고 너무 재밌어서 우리학교 체육부장님이랑 막 얘기했

었어. 그 때 스쿠터가 우리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재밌는 

교구가 있다는데 우리도 사보는게 어떠냐 하면서. 또 다른 학교에 있

는 동기가 스쿠터가 있다길래 그거 이렇게 쓰는거다. 하고 티처런에

서 배운거 알려줬지. 그리고 파라슈트도 좋았어. 그거는 체육부장님이 

사주셨어. 활동은 내가 직접 설명해주기보다는 세현쌤 영상을 많이 

공유했지. 

(신 교사-면담)

3) 공동체 내 역할

가) 항상 오는 분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표 14>와 같이 평균 80% 이상의 높은 출석

율을 자랑한다. 출석을 의무화하지않고 출입이 자유로운 특징을 갖는 티

처런이기에, 이렇게 높은 출석율을 보이는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구성

원들에게 ‘항상 오는 분’ 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스스로도 이런 성실함을

자랑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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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다는 듯) 저 출석율 100%에요. 아니 거기 잘 못 써져있길래 

(웃음).

(심 교사-면담)

이들은 티처런 워크숍을 놓치지않기위해 미리 업무를 처리하고 마음

의 준비를 하는 등 ‘예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업 외 업무는 교사가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하는 데에 큰 방해요소이다(박희진 외, 2018). 따

르는 배움 구성원은 이를 인지하고, 업무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는 것 까

지도 티처런 참여 루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티처런을 통한 전문

성 개발을 우선 순위로 두고있는 것이다.

Q. 티처런이 있는 날의 일과를 한번 쭉 돌이켜보시겠어요?

A. 일단 전날에 (티처런에 같이다니는) 남편과 일정체크를 하죠. ‘내

일 티처런이 있다, 체육복을 입고 나가야한다’ 남편은 저보다 하는일

이 더 많으니까 같이 놓치지 않으려고하죠. 저는 지금 강사비 지급 

업무를 하는데 그게 월말마다 체크를 해서 줘야하니까, 만약 31일 월

요일이면 티처런이랑 겹치는거에요. 그런데 저는 그날 품의를 다 올

리고 가야하거든요. 겹칠거 같으면 금요일부터 내용 체크를 다 해놓

고 마지막 확인만해서 품의 올리고, 나오는거죠. 야근을 해도 되지만, 

야근을 하면 티처런에 오는 타이밍이 안맞으니까. 

(이 교사-면담)

마지막주 월요일은 약속을 비워놓고, 티처런이 있는 주는 .... 보통은 

전 주 금요일에 월요일 수업을 준비하고 월요일에 한 주 수업을 준비

해요, 그런데 티처런이 있는 주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그 다음주 수

업을 준비해요, 월, 화, 수요일까지. 월요일에는 티처런 가느라 수업

준비를 못 할테니까.

이름 출석율

신재영 70%

심주형 100%

강효재 80%

박예현 70%

이지율 80%

<표 14> 따르는 배움 구성원의 출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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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사-면담)

나) 먼저 움직이는 분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워크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나섰다. 티처런이 자발적인 모임이기는 하지만, 매번 신규유입이 많았

기에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모둠 구성이나 시범자 등을 요청했을 때 선

뜻 움직이지못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이 때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먼저 나서서 움직였다.

먼저 할 사람 찾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하고 그러죠. 다들 너무 열심

히 하시는거같아서. 그냥 뭐 저희끼리 그룹지어서 뭐 하실래요 하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할거니까 내가 먼저해도 상

관없겠다 라고 마음편하게 생각했고. 핵심교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걸 아니까.

(강 교사-면담) 

Q. 다른 분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A. 밝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 키가 큰 선생님? 잘 하진 못해도 우선 

해보는 선생님..... 체육을 잘 하는건 아니니까요. 

Q. 그럼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A. 나는 성실한 선생님이다. 우선 해달라는건 다 해주고. 해보라는것

도 다 해본다. ‘그래도 뭔가 다 해봐야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

나라도 더 해봐야지’ 라는 마음도 있죠.

(박 교사-면담)

다) 작지만 도움이 되고싶어

티처런에서 체육수업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이를 보답하고싶은 마음도 강했다. 리더의 책임감을 공유하고

티처런에 기여하고자하였다. 리더의 헌신적인 모습의 일반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끼쳐 ‘공동체 의식’ 으로 발현된 것이다 (정현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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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처런에 더 기대하는바가 있다면?

A.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잘 하고 있는데, 책임을 좀 더 나눴음 좋겠

어요. 일반 선생님들이랑.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일거같아요. 

너무 핵심교사들만 다 하고 있는것같아요. 핵심교사 ‘계원’ 같은 느낌

으로. 핵심교사가 준비하실 때 같이 돕는다. 아니면 최소 저녁 주문

이라도...... 그런건 뭐 우리가 충분히 대신 할 수 있으니까.

(신 교사-면담) 

따르는 배움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은 보다 구체화되어 행동으로 드러

났다. 역할을 배분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교실에서 체육관으로 이동을 한다. 이 때 심 교사와 신 교사를 비롯

한 교사들이 교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같이 분리수거 하고, 성 교

사의 교구들을 함께 체육관으로 옮긴다.

(워크숍 관찰 일지 중)

저는 티처런 활동중에 배운걸 틈틈이 정리해서 제 개인 SNS 에 올려

요. 물론 비공개로요. 제 일기장같은거죠. 뭐 꼭 티처런 활동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회 자료도 이렇게 정리해요. 저를 위해 기록한걸 티

처런 톡방에 공유하는거죠.

(이 교사- 면담)

전 어디 드러나는걸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묻어서 조용

히 열심히 하는 형. 인것같아요. 다만 티처런에서 정리한걸 올리는거

는 여기 모임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그걸 다른 분들이 정리해주실 때

도 많잖아요. 그럼 놓쳤던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구. 저도 어차피 항상 집에가서 정리를 하니까, 정리

한 김에 올리는 것도 있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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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워크숍 내용을 매번 기록하여 끝난 직후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자료는 구성원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따

르는 배움 구성원들이 남긴 문자 기록들은 정례화되서 다른 구성원들이

배운 바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제공하는

영상 기록 이외에도 안정적인 자료로 축적이 되어갔다. .

(워크숍 후에 활동 내용을) 다 정리한 적은 없고, 사실 이제 누군가가 

다 정리해주신다는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 하지는 않고

(강 교사-면담)

감사한 분들이 기록해서 올려주시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시 워크숍 때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요.

(신 교사-면담) 

그 날 밤중이나 다음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후배님들이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이래서 그것도 이렇게 시간이 될 때 한번 들여

다보면 이거 너무 좋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적용해보죠.

(노 교사-면담)

다. 선긋는 배움

티처런 커뮤니티 내에서 수행지향적 교사이면서 참여도가 낮은 교사들의

배움 유형을 ‘선긋는 배움’ 으로 보았다. 이들은 ‘에너지바와 같이’ 당장 써먹

을 수 있는 체육수업 활동들을 기대하며 티처런에 들어오게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체육 수업 래퍼토리가 어느정도 ‘채워졌다’ 는 만족과 함께 체육수업

자료는 ‘온라인에 더 정리가 잘되있다’ 는 생각이 강해지자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을 통해 ‘내일의 체육수업을 할 줄 아

는 교사’를 기대했던 것이다. 티처런 내에서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조용히 간을 보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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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및 참여동기

가) 에너지바같은 활동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을 통해 체육수업에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같은 활동’을 얻어가길 바라며 티처런에 가입하게되었다. 특히

교과서(메뉴얼)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체육수업의 관행 속에서 혼란을 느끼

고, 매주 2-3회씩 마주하는 체육수업의 순간들에 대처하기위해 티처런을 찾

았다. 동시에 ‘에너지바처럼’ 맛있는 활동을 원했다. 재미있는 체육활동들이

체육수업 뿐 아니라 학급 분위기를 사로잡는데도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기대

했었다.

Q. 티처런에 오기전에 체육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어?

A. 내가 제일 처음에 놀랐던건, 임용공부 할 때는 커리큘럼이 딱 정

해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딱 가르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 다른 교

과들은 그런 교육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선행학습하는것

도 하면 안되고 교육과정에 딱 맞는 수업을 하고 성취기준을 달성하

는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그런데 체육은 그런게 되게 러프

(rough)한거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수업시

간 다음주에 킥런볼할까? 뭐 이런식으로 교육과정을 전혀 따르지 않

은 수업을 한다는게 조금 그랬고,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하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 교육과정대로 하면 되

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걸 보고 그럼 뭘가르쳐야하지? 하는 

‘허기’needs’ 가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티처런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갔지.

(박 교사- 면담)

기대했던건 아이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재밌는 활동을 원했어요. 그

런거를 좀 가르쳐줄거다. 그런게 있다고 듣고, 학기 첫 모임일 때는 

그런걸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흥미가 돋아

서..... 학교 또는 교실에 남는 시간에 써먹을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

킹으로 써먹을 수 있는.. 담임으로서의 첫 지도, 처음 애들을 재미있

게 하는 법, 학급경영을 위해.

(이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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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맛있고 간편한 활동을 기대하며 온 티처런을 교

사학습공동체라기보다는 ‘연수’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인식

은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다.

나는 인상적이었던게 그거 연수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수 

진행하는 사람이 뭔가 평소에 다녔던 연수랑 다른 것 같은.... 정말 

구성원이 뭔가 주도하는 그런 느낌.... 킨볼이랑, 스텝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  연수 주최하는 사람이 공동체 구성원 중 한명이 나와서 하

니까,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집중도나 분위기

가 다른 연수랑 달랐어. 그리고 나서는 연수 끝나고 나서는 식사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바로 해산....

(박 교사- 면담)

나) 온라인이 더 잘 채워줘요.

티처런을 연수로 인식한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이내 티처런을 떠나게 된

다.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의 갈증이 어느정도 ‘채워졌기’ 때문이다. 티처런에

서 기대했던 ‘체육수업 활동 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기시작하면서 참

여의 필요성이 점점 낮아진 것이다.

한 학기정도 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성이 아주 높아지진 않은거

야. 어느정도 채워졌어. 체육교과에서 담임을 하게 되기도 했고. 일 

년 수업 할 거리들이 어느정도 생긴거지. 그래서 좀 한가해지거나 할 

게 좀 떨어지면 다시 가자. 라고 생각했지. 

(장 교사- 면담)

특히, 티처런에서 초등 체육 수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하는 영상 자료들은

역설적으로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의 공동체 참여 동기를 저하시켰다. 티처런

에서 뿐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얻는 영상자료들로도 만족감을 느꼈다.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은 영상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자료를 얻고 체육 수업

을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체육 수업 자료 제공의 역할은 영상매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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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티처런이 블로그, 유o브 이런거 올리기 시작했잖아. 그러

면서 가지 않아도 좀 더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생겼지. 

그러면서 꼭 거기 안가더라도 체육 수업이 예전보다 좀 더 높아졌으

니까 이 정도면 되었겠다. 

(장-교사-면담)

Q. 티처런에서 배운 것 중 내가 써먹은 활동은?

A.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세현쌤 유o브를 보고 적용한게 훨씬 많

아요. 

(이 교사-면담)

내가 이걸 안가는 이유도 약간 이런거같아. 인00쿨(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컨텐츠가 워낙 잘되어있고. 아이스oo이나 유o브 같은 컨

텐츠가 많으니까. 난 거기 안가도 사실은 그런 니즈를 100% 채워주

는 게 있으니까.

(박 교사-면담)

2)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

가) 내일의 체육수업을 할 줄 아는 교사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을 통해 ‘내일의 체육수업을 할 줄 아는

교사’ 가 되고자했다. 티처런을 통해 활동 중심으로 자료를 취하면서 내일의

수업에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스포츠 중심이 아닌 초등체

육에 적합한 다양한 수준별 교수내용지식과 교수학습 지식을 익히고 체육수

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규교사가 아니라 체육 수

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력 교사들도 자신의 체육수업 래퍼토리가 풍부해졌

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체육수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

면 거기서 배운 것들이 기초적이고 간단하고 놀이적인걸 배우게 되잖

아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마치 수학을 하듯이 각을 잡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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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가 완벽한 공식 같은 걸 제시해야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배드

민턴이라면 완전 배트민턴 선수가 되야하는 것처럼 내가 제대로 설명

하고 시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흥미적인걸 찾으

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들. 활동 그 자체를 떠

나서 아이들이 체육 전반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활동 하나하나가 기억 난다기보단... 교사로서의 부

담감도 줄어든 것 같고, 체육 수업에 대한 제 편견도 깬거 같고. 

(박 교사- 면담)

콩주머니 옮기기나...... 그냥 왕복달리기가 아니라...... 하는 체력운동

같은 것, 발로 실내화 옮기기 같은 거......그런거를...... 아예 접하지 

못한 활동들도 있고, 조금 알지만 체육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

고... 그런 거를 접하면서 내 래퍼토리가 늘었지. 특히 우리학교 특성

상 체육공간이 부족해서 교실에서 할 상황이 많은데, 교실에서 할 거

리들이 늘어났지.

(장 교사-면담)

특히 티처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자료들은 선긋는 배움 구성원이 ‘내

일의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다만 체육수업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이 ‘앞으로도 체육을 더 배우고싶다’, ‘이 사람들과 함

께 더 배우고 싶다.’ 와 같은 지속적 전문성 개발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워크숍에 가지 않는 날들도 끝나면 영상이나 설명자료가 채팅방에 올

라왔잖아. 아니면 세현쌤이 만드신 영상 유0브에 올리기전에 채팅방

에 올려주시기도하고. 그런거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거지

(장 교사-면담)

보통 교실놀이는 이제 인00쿨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여기 핵심교사분들이. 그런거를 보면 아 이런 교실놀이

를 있구나 하고 제가 규칙이나 이미 유o브 올라와있는거 보면 어느정

도 이해가 되고. 제 스스로가 어느정도는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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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내 역할

가) 조용히 간보기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 워크숍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

다는, 비교적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

하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며 선을 지키고자했다. 선

긋는 배움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모습은 전통적 집합 연수와 유사한 양상

을 보였다(고연주 외, 2017)

Q.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기억할 거 같아?

A. 좀 묻어가는 스타일, ‘열심’ 은 아닌거 같고, 제가 나서서 뭘 하거

나 의지가 있다는걸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간본다’ 라고 

해야하나. 여기는 어떤가... 하고 체험 해보러 온. 조용체험형? 조용

간보기형? 무난하게, 티 안나게. 아예 기억 못 할 수도 있지 (웃음)

(박 교사-면담)

자리를 차지해주는 사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하는대로 조용히, 무난하게. 굳이 막 나서지는 않았

어요. 

(이 교사-면담)

나) 정보수집가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하는 데에 집

중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거나, 티처런에서 제공된 다양한 형태

의 자료 (온라인, 영상, 문서 등)를 잘 정리해두었다가 자신의 필요에 맞

게 사용하였다. 내일의 체육수업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들을

모은 것이다.

끝나고 채팅방에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것들은 일단 다 메모장에 저장

해놨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더 잘나니까. 그리고 처음 몇 번

은 영상도 짧게 짧게 찍어놨었죠. 나중엔 올려주시는걸 알게되긴 했

지만.

(박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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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얻어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했지. 새로운 교구나.... 실제로 

리액티브 볼이랑 사다리 같은 건 해보니까 괜찮아서 우리학교에도 사

놨잖아. 또 나는 (체육부장이라) 학교에서 와서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그 때 티처런 워크숍에서 받은 자료들

을 그대로 (교내 체육) 연수자료로 썼었어. 필드형 게임들. 그 때 받

은 자료들 지금도 모아놓고있어. 난 좀 활자 중독이라(웃음)

(장 교사-면담)

라. 뒷짐진 배움

티처런 커뮤니티 내에서 성찰지향 교사이면서 참여도가 낮은 교사들

의 배움 유형을 ‘뒷짐진 배움’ 로 보았다. 이들은 ‘체육에 대한 자부심’

일 바탕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티처런에

찾아왔다. 그러나 체육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

들’을 배운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참여도가 점점 낮아졌다.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공동체를 통해 ‘반성적 교사’를 추구하며, 교사는 ‘자신만의 체

육교육관’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티처런 내에서는 체육에 대하여

‘알지만 내뱉지 않으면서’도 활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티처런 구성원들에게 ‘귀감’ 이 되며 자극을 불어넣어주었다.

1) 가입 및 참여동기

가) 체육에 대한 자부심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체육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티처런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 티처런을 접하기 전에도 초등교사로서 체육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있었다. 특히 한 연구참여자는 체육을 자신의 ‘전문분야’ 라고 표현

하였다. 전 교과를 다루는 초등교사가 한 과목을 자신의 주력 분야로 삼

는다는 것은 해당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기

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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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한테 체육 수업은 어떤 의미였어요?

체육 교과는 제가 나이가 들든 어쨌든 그거는 딱 제가 기능이 뛰어나

든 안뛰어나든 체육 교과 수업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못하든 어쨌든 

꼭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손에는 가지고 가야하는 거다 라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노 교사- 면담)

체육은 담임이 놓지 않아야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놓아버리면 담

임이 아이들과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아버리는

거죠. 

(손 교사-면담)

체육수업같은 경우 저에게는 제가 계속 그래도 가장 많이 배웠었고, 

가장 많이 해나갈 영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학부가 체육과니까. 내 

전문분야다. 이걸 전문분야로 해야한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요.  그런 마음을 가진게 티처런 참여에 영향을 좀 끼쳤죠. 

(최 교사- 면담)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체육에서 보다 전문가

가 되기 위해 티처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체육수업에 대한 다양한 형

태의 배움을 접하고, ‘우물 안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 티처런을 찾게 되

었다.

Q: 오게 된 계기는?

A: 내가 체육수업을 오래 해왔지만, 내가 알고있는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우물 안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 교사- 면담)

실제로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은 근무 학교에서 이미 체육 수업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공신력있는 ‘체육자료 루트’ 이거나, 교내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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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티처런 밖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

은 이미 교내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었던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콘텐츠 위주로 동학년쌤께 알려드려요. 제가 활

동하는 것들을 저희반 애들이 워낙 체육을 좋아하니까. 저희 같은 경

우는 전교생이 2000명인데 운동장 하나니까 5-6반씩 나오거든요. 그

러면 다른 반 썜들이 제 수업 보시고 물어보세요. ‘아까 그거 재밌어 

보이던데 그거 어떻게 하냐구’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면서, 

티처런 톡방에 올라온 것도 소개해드리기도 하구. 동학년 회의때도 

‘나 거기 나온 그거 했어’ 하시고.

(최 교사-면담)

작년 일 년 동안은 제가 저희학교 체육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했어

요. 거기서의 핵심교사였던거죠. 예산이 나와서 한 것도 있지만 좋더

라구요. 학교에 이런 체육교구가 있다. 우리가 뭐 그냥 플라잉디스크

를 한다고 하면, 팔을 뻗었을 때 팔이 뻗어나가는 최종적 각도가 어

떤지 되게 중요하고. 시선처리 이런것들을 선생님이 잡아줘야한다. 이

런것들 얘기하고. 또는 교내에 있는 뉴스포츠 기구들. 이런이런 좋은 

것들일 있으니까, 수업에 쓰셔라. 라고 해서 직접 주고받으면서 넣는 

활동도 했고.

(손 교사-면담)

나) 성장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은 경력교사들이 주로 모여있는만큼 티처런을

접하기 전부터 새로운 유형의 교사학습인 ‘교사학습공동체’를 익히 알고

있었다. 교사가 모여서 무언가를 ‘공유’ 한다는 것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에 더하여 점차 성정해나가는 티처런의 모습

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되었다.

워낙 잘 운영되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니

까 관심이 갔어요. 궁금한게 컸죠. 학교 내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가 

스멀스멀 생기려고 할 때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사학습공동체를 보

고싶다는 기대도 컸구요 .

(손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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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식 타임도 있고, 간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었

다는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랑 나누어 먹을수있다는거.... 모

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교사로서 함께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던거 같아요. 

(노 교사- 면담)

더불어 체육수업에 대한 티처런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여 자석처럼 티

처런에 이끌려오기도하였다. 티처런은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

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의 가치를 경쟁보다 협력에 두고,

학생이 다 함께 성장하는 티처런의 체육 활동들에 매력을 느껴 티처런에

가입하게되었다.

저희 학교에 조민호 선생님이 컨설팅을 오셨는데, 체육교육과정에 대

한 내용으로 하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체육교육과정에 대

하여 이렇게 체계있게 이론을 정리하시고 그거를 학교 현장에 하나하

나 녹여내시고... 또 하나 인상깊었던 것은 체육 수업 하면 기능이 뛰

어난 아이들 위주로 체육이 보통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거 없

이 모든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어떤 기능차라던가 체격이라던가 체력이라던가 하는 부분도 아우를수 

있는 그런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하셔서 너무나 인상깊었

죠. 그 분이 티처런이라는데를 하신다니까, 아 저거구나 싶었어요. 저

희 학교 후배님들하고 ‘저분이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우리가 꼭 가

자, 가서 들어보자’ 라고 제가 신청하게 되었어요.

(노 교사-면담)

다) 이미 알고있는 것들

티처런에 대한 애정과 공감으로 참여하였지만,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

은 참여 빈도는 이내 점점 낮아지게 된다.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근

무학교에서의 업무 등 다양한 비참여 원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는 이미 알고있는 것들을 배워야했기 때문이다. 체육 수업 전문성이 어

느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티처런에 왔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겹치는 활동들이 많았고, 새로운걸 배우는는 기쁨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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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5가지 활동을 한다고하면, 내가 새롭게 배워가는게 1~2개, 

3~4개는 이미 알고있는 활동, 전혀 모를거같으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

들이 스펀지처럼 흡수가될텐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 안가게 되었

는데... 안가면서도 아쉬움은 있었어요. 가면 분명히 배우는데... 가면 

무조건 배우지만....  체육 수업에 새롭게 써먹을 수 있을만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노 교사-면담)

어떤거는 배우면 ‘우와~’ 싶지만 또 어떨 때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배구형 게임 

수업할 때, 그때 설명하시는 분이 막 열심히 하시는데... 아 저건 틀

린 방법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말은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어설프게 

끼는게 될까봐. 이런게 좀 몇 번 반복되니까. 선뜻 안가게 되는 부분

도 있는 것 같아요.

(손 교사-면담)

2)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

가) 자신만의 체육교육관을 가진 반성적 교사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은 이미 ‘내일의 수업’ 에 대해서는 나름의 실천

적 지식을 쌓아놓고 있었다. 따르는 배움과 선긋는 배움 구성원이 추구

하는 추구하는 ‘수행 지향 교사’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이다. 각자의 ‘노

하우’ 와 ‘자료수집루트’를 확보하고 있었다.

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활동은 이제는 아는 것도 많아요. 저도 체육 

전담 계속 하고 체육 업무 맡고있다보니까

(최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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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일단 유o브 영상을 계속 찾아봐요. 티처런 안가더라도 

00쌤 체육, 아니면 카톡방에 초대되어있는 00쌤 체육, 밴드에 있는 0

쌤 체육, 아니면 밴드에 또 인의예지신 체육 ... 여러 루트가 있어서 

활동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노 교사- 면담)

정금현, 장홍재(2005)는 성장단계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원한다고 밝혔

다. 티처런이 제공하는 체육 수업 활동에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뒷짐

진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에서 체육 수업 활동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한다

고 생각하였다. 체육 수업 활동들을 흩어져있는 낱개의 지식으로 보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안목을 티처런에서 길러 줄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신규선생님을 (제가 티처런으로) 초대하면서 약간 걱정

은 됐어요.. 지금 이 신규 선생님은 체육수업지식이...일반적인 교대 

졸업생 수준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냥 티처런에 갔다오면 본인이 가

지고있는 어떤 체육수업의 철학이나 목적없이 활동들만 한차시 한차

시 써먹으면서 하루살이 살아남듯이 야금야금 먹기만하고 끝나겠구

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체육수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없이, 고

민 없이, 일관성 없이....체육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하

는데 여기서 주는 것들을 하나씩 써먹고 나면 더 먹을게 없는거죠. 

(손 교사- 면담)

자칫하면 뭔가 그냥 체육이라는 자체의 틀에 의해서 가는게 아니라 

학교에 선생님들이 갔었을 때 약간 인스턴트 식으로 내일은 저거, 내

일 모레는 저거 써먹어야지 그렇게만 흘러갈 위험이 학교 현장에 있

을 거 같아요.

(최 교사- 면담)

나) 자신만의 체육교육관을 가진 교사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각자 자신만의 체육교육관을 가진 교사가 되어

야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실제로도 각자의 경험이 담긴 체육교육관을

갖추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가치관 중 첫 번째는 전인 체육에 대한

강조였다. 예비교사 시절부터 이러한 전인 체육에 관한 고민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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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의미있는 예비교사교육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양정모, 이동호, 2015)

체육 교과 자체가 마음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그런거 다 포함인거 

같아요. 체육 도구도 있고. 체육이라는게 몸 하나도 있지만, 마음이 

동해야 움직여지고...음악이 있어도 움직여지고, 나 아닌 둘이 아닌 

그룹에서도 전부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단절시킬 

수 없어요. 내가 체육과 동떨어진건 아닌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아

이들 발달단계로 보면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이게 움직임이 기본적으

로 깔려있어야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아이들 뇌를 자극한

다고하잖아요. 

(노 교사-면담)

인의예지신 밴드를 운영하는 박종만쌤은 제 실습 교사셨어요. 제가 

원래 교사 뜻이 없었는데, 박종만쌤께 배우고 나서는 제가 교사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거든요. 그 분이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밴드에 올라오는 활동들을 보면 체육에 어떤 가치를 담아내고자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밴드 이름도 인의예지신이고. 그런것들을 체육 수

업의 가치, 인성적 교육적 그런 가치들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되는 것 같아요. 

(최 교사-면담)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이 갖는 두 번째 체육교육관은 초등체육과 생활

지도의 통합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체육을 학생과 교사의 소통을 원활

하게 해주는 매체로 보았다. 몸을 통한 소통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

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저는 사실 초임 때부터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제일 좋은 도구가 

체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표현을 선생님한테 

몸으로 표현하고 또는 음악을 곁들이는 표현활동도 있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구요. 그걸 제가 직접 제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 이 아이

가 다른 교과 수업이나 생활을 할 때 아 저 아이는 몸을 저렇게 움직

였어, 경쟁활동을 할 때 저런 감정표현을 했어, 도구를 사용해서 무

용 표현활동을 할 때 저렇게 아이들과 어울렸어/ 어울리지 못했어 같 

것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체육교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체

육 전담 교사가 저희 학년에 배치되는걸 제일 싫어했어요. 체육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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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강사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제 개인

적으로 안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담임교사가 해야한다 라는 개똥철

학이 있어서.  

(노 선임- 면담)

체육은 체육 전담교사가 많이 있고 스포츠 강사도 여전히 있지만...... 

재미 없는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수업은 다른 

선생님. 물론 체육이 어떤 보상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육을 담임선생님과 할 수 있다는건 초등에서 학급을 운영한

데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아이들과 좀 서먹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관계 형성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체육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손 교사- 면담)

반성과 성찰을 거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뒷짐진 배움 구성원

들은 티처런 이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가고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한 생각한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

는 사람들이었다. 교사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라는 교사관을 지녔으며, 공

동체에서 배우는 것이 지속성이 있다는 학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어. 00지구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 좋더라고. 한혜현 선생님도 거기 하실걸. 

지역별로 다 있고. PDC는 방법론이라면 회복적생활교육은 큰 틀의 

철학이랄까. 회복적 생활 교육을 모토로 PDC도 있고 긴급갈등중재라

던가, 써클이라고 해서 자기 감정 나누고 방법론적인것도 배우고, 자

기 있던 일도 얘기하고, 심리검사기법이나 이런것도 하고

(이 교사-면담)

저도 수석교사 되면서 스터디를 1년 째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밤 11

시 10시까지. 거거엔 경기도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은 자

원봉사에요. 완전 봉사에요. 저희를 가르치기위해서. 그분은 가르친다

는 의미보다는 옆에서 앉아계신다고 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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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수 있는 버팀목. 그런거 같아요. 공동체는 중요하다. 내가 재

밌는거, 내가 하고 싶은거.그래서 저 집에 책장을 침대 옆에 3단 책

장까지 들어왔어요. 1년동안. 왜냐면 같이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

구나, 그리고 같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같은 선생님들이 이론이든 

뭐든 같이 공부하는거.

(노 교사-면담) 

3) 공동체 내 역할

가) 알지만 내뱉지 않아요.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은 자신의 확고한 체육 교육관이 있으나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조언이 자칫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까 조심스

러워했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의 체육교육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한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지식의 흐름은 일방향인 경향이

강했던 티처런 워크숍의 분위기도 이 철학자들을 숨게 만드는데 한몫했

다.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갈 하나 더 얹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게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하

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참여자로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했어

요. 핵심교사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고, 내가 알고있는 자잘한 지

식들이 거기서 튈까봐...... 어설프게 끼기가 좀 조심스러운거지.

(노 교사-면담)

물론 그런 분위기를 권장하시지만,  성세현 선생님도 ‘좀 더 좋은 아

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하고 하시잖아요. 처음에 한 두 개 이야기하

긴 했죠. 그런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죠. 왜냐하면 수평적인 분

위기이기더라도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좀 입을 다물고있으면서, 운영

하시는 분들의 팁을 흡수한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손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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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감이 되시죠

티처런 구성원은 초임 교사보다 경력교사의 비율이 낮다. 그 중에서

도 여자 경력교사의 비율은 남자 경력교사의 비율보다도 낮았다. 이는

육아와 주부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는 여자 교사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김혜연, 2020).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력이 풍부한 여자 교사인

한 연구참여자가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은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배교사로서 노령에도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

람들에게도 귀감이 된 것이다.

노연수쌤은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인상이 깊어요. 존경스럽고. 

나도 이 나이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 교사-면담)

조민호선생님과 다른 존경의 의미에요. 보통의 나이가 드신 선생님에 

비해서 ...아, 그분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좀 더 배우겠다는 느낌이 

뿜뿜....보통 그정도로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신규교사급에 배우겠다는 

느낌이 느껴지는게 그런 포인트가 존경의 포인트가 다른거 같아요. 

신기해요

(강 교사-면담) 

열심히 열정적으로 저 나이가 돼서도 배우러 올 수 있다는 모습이 놀

라웠지.

(이 교사-면담) 

이러한 다른 구성원들의 존경에 대하여 해당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답했

다.

저는 그냥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못하지만, 기능이 부족하지

만, 체육 기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 

(노 교사-면담)



- 99 -

2. 티처런 커뮤니티의 배움유형 영향요인

본 장에서는 티처런 교사들이 1장과 같은 배움유형을 갖게 된 영향요

인을 밝히고자한다. Wenger (2000)는 <그림 14> 과 같이 실천공동체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은 공동체가 어떠한 관심사를 가

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관계는 구성원 간의 상호연결 정도를 뜻한다.

마지막 비전은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함께 추구하는 궁긍적인 목적을 포

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

도’, ‘구성원과의 관계’,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를 배움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각 유형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분석

하고자한다.

여기서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란 티처런 워크숍

의 모든 일과를 포함한다. 티처런의 일과는 <표 14> 와 같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티처런의 일과에 대한 각 유형의 만족 정도를 분석

하였다.

<그림 14> Wenger(2000) 의

실천공동체 3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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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마당

<표 14> 티처런 워크숍의 일과

18:00~18:30 근황토크(간식타임)

1) 자기소개, 2) 참여동기, 3) 체육수업

18:30~18:50 아이스브레이킹

▣ 나눔 마당
  

18:50~19:10 이론

19:10~19:20
체육관으로 이동

19:20~20:40 실기

1) 준비운동

2) 활동 체험

3) 활동 개선

20:40~21:00 성찰의 시간

교구 정리

▣ 닫는 마당

21:00~21:10 인사 및 뒷풀이 선택 시간

21:10~22:30 뒤풀이

※ 22:30에 종료

‘구성원과의 관계’는 티처런 내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를 보고자 하

였다. 리더들 간의 관계, 구성원 간의 관계,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층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립교사

심층 면담, 핵심교사 인터뷰, 워크숍 자료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5>과 같은 6가지 공동체의 비전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유

형에서는 이 비전들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공

유정도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01 -

비전을 공유하는 

배움유형

티처런의 비전

이끄는 

배움

따르는 

배움

선긋는 

배움

뒷짐진 

배움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o o o

체육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o o o

나눔과 배움에 대한 

교사 내 갈증 해소
o o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느끼는 

공감과 위안

o o

예비교사교육의 보완 o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성화 o o

<표 15> 배움유형별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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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끄는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이끄는 배움에 끼치는 세 가지 영향요인을 도식화 하면 <그림 15>

와 같다.

1)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가) 우리 손때를 탔으니까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가장 큰 역할은 ‘운영’ 이다. 월례워크숍의 세

부적인 활동들부터 티처런 일 년 운영의 큰 줄기까지 이끄는 배움 구성

원의 토론과 회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협동

작업으로 만들어낸 티처런이라는 작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교사: 그럼 우리의 콘텐츠는 계속 수업 활동 위주인건가요? 이론

은 아닌? 

조 교사: 이론도 괜찮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주제로 티처런이 

일년을 갈지는 나도 계속 고민이야. 그런데 내가 혼자 고

민해서는 잘 안바뀌는거 같아. 교사 중심으로 봤을 때, ‘한

해살이’ 에 필요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해봐야지. 어떻게 해도 잘 할 수 있지. 

<그림 15> 이끄는 배움에 끼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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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회의 중) 

손때묻은 작품이었기에 설사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개선점

을 찾고자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게 된 시점은 이끄는 배움 구

성원의 참여 만족도가 올라간 시점과도 일치했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중

성세현 교사의 참여 만족도는 <그림 16> 와 같았다.

작년 초 계획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수업사례 공유하기였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전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운영회의에서) 해야죠. 한 

시간으로 줄이고 한 시간을 성찰을 하던가. 그런데 그러면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니면 모임 시간을 늘리던가. 그런데 그러면 힘

들겠죠. 

(성 교사 – 면담)

뭔가를 이 모임에서 제안하는 건 나니까. 새로운 걸 하자고 했을 때

도 나였고. (중략) 1-2기 땐 저도 주로 배우러오는 입장이었다가 3기 

처음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제가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

도 다른 분들 앞에서 보여주고......4기부터는 리더하면서 ‘실기 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목소리도 내고. 이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죠

(성 교사- 면담)

<그림 16> 이끄는 배움의 기수별 참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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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과의 관계

가) 리더들 서로가 의지가 돼요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했다. 티처런 설립 교

사인 조민호 교사의 인성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본이 되었

다. 또한 이끄는 배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 샀으며, 티처런을 함

께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결속력을 느끼기도 했다.

1-3기까지는 조민호 박사님이 다했어요. 1-2기까지는 완전 민호쌤만 

보고 쭐래쭐래 다녔고. (중략) 티처런이 잘 된 이유는 조민호박사님이

라는 꾸준한 사람. 저는 민호형을 되게 꾸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

는데, 제 용어로 따지면 민호형은 ‘토’ 형이에요. 명리학 관점에서 봤

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꾸준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데, 서번트

적 리더십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할게’ 이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 교사-면담)

Q. 리더 교사들에 대한 평소 이미지는 어때?

A. 장민준 선생님은 처방전같은 느낌이야. 평소에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쳐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그 약을 타오면 완전 쑥 낫는것처럼 그럴 때 존재감을 확확 발휘

하시는. 정확한 해결방법을 알고계시는. 현명한 판단을을 내려주시는. 

그리고 민호쌤이야 뭐... 신이지! (웃음) 

(이 교사-면담)

리더들이랑은 되게 끈끈한 관계로 가고싶고, 더 친해지고싶은 마음. 

그런것들. 리더들이 열심히 하는데에 내가 보탬이 되야겠다. 

(조 교사-면담)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보다도 서로 친밀해질 기회가

더 많았다. 월례워크숍 이후의 뒷풀이에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의 참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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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일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끄는 배움 구성원

들끼리 모이는 운영회의가 있었으며, 초등 체육과 관련된 외부 기관 프

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면서 더 잦은 교류를 갖기도 했다.

끝난 다음에는 교문 앞에 모여서 뒷풀이 갈 사람들 기다렸다가 엠디

포차로 가죠. 보통 리더들은 거의 남는 편이고.

(이 교사-면담)

(운영회의 후 하는 뒷풀이에 대한 설명 중) 게임이죠! 술을 먹는 사람

이든 안먹는 사람이든 게임을 엄청 열심히해요. 티처런 교사인걸 숨

기지를 못하죠(웃음).

(홍 교사-면담)

홍소리 선생님이랑 더 가까워진건 티처런하면서뿐만 아니라 작년에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저학년 프로젝트. 그러면서 더 

자주 보고, 또 올해도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거 있고. 민준이형이랑 

민호형도 그렇고.

(성 교사- 면담)

나)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요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을 함께 이루고있는 일반 구성원들에

대한 애착도 보였다. 물론 교류가 잦고 비전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은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끼리만큼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구성

원들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학생들을 생각하며 퇴근 후 시간까지 할애

하는 모습만으로 훌륭한 교사라는 인식이 깔린 애정이었다.

사람들하고 정이 쌓였다고 해야하나, 보고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

고, 반갑고, 선생님들도 보고싶고. 대단하시죠 다들. 퇴근하고 힘든거 

다 아는데.

(조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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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처런 선생님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는 스스로 모였잖아

요. 평가원 연구원들은 이런 자발적인 집단이 있다는거 자체에 엄청 

놀라워해요. 다양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런 놀라움을 만든거죠. 

(조 교사- 운영 회의 중)

3)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자신들이 세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도 가장 높았다. 티처런이 가

진 모든 비전들은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구성된 것이

다. 그 중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공동체로서의 역할’, ‘체육

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나눔과 배움에 대한 교사 내 갈증 해

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느끼는 공감과 위안’은 티처

런 설립 초기부터 공유되었던 비전이었다. 이러한 네 가지 비전에 공감

하는 교사들이 티처런에 찾아오고 적극적인 참여 끝에 함께 이끄는 리더

가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예비교사교육의 보완’,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성화’ 는 설립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은 비전이었다. 이끄는 배움 구

성원들이 티처런과 다양한 초등 교사들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비전 협

의 과정에서 점점 더 구체화 된 비전이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모든 비전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연

구 과정에서 각각의 비전이 중점적으로 드러난 장면들을 요약해서 밝히

고자 한다.

가)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기존의 교사학습공동체의 폐해를 느끼고 새

로운 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있었다. 학생을 위하면서 자발

적인 모임을 위한 갈망이 티처런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기존의 교사 동아리는 어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스포츠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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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었는데 교사학습공동체는 수업의 질 향상과 아이들의 전

인적 성장... 전인적 성장이라고 한 이유는 체력도 길러주고 여러 가

지 인성도 길러주고 하니까, 체육이 그래서 그런 걸 꾀할 수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조 교사- 운영교사 회의)

공부하면서 이런 공동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죠. 우선 첫 

번째는 교사 스포츠 동아리. 교사 배드민턴 동아리 같은 거에는 ‘학

생’ 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000’ 같은 것들은 

교사들의 뜻이 모였다기보다는 누군가 시켜서 만든 모임이고, 연수나 

교육청 행사를 위해 쓰이기도 하고. 자발성이 없는 모임. 

(조 교사-면담)

나) 체육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직접 몸으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실천적 지

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들이

쉽사리 퍼지지 않고 자신의 교실 속에서 사멸해버리는 교직 문화를 안타

까워하고, 이를 공유하고자했다.

우선 알아야 뭘 하니까. 지식적으로. 그런데 아는 거 같지만 가서 해

보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형, 아이들과의 

소통, 시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교사 운영교사 회의)

내가 가진걸 많이 나누고싶다. 그 때 당시 내 상태가 되게 충만했어. 

체육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낮아진 

상태인데, 이게 너무 아까운거야. 나만 알고 보통 교실이 계란판이라

고 갇혀서 현장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퇴임과 함께 사라지는 구조 속

에 이걸 좀 나누고싶다 많이, 이걸 잘 가르쳐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지.

(조 교사- 운영교사 회의)



- 108 -

다) 나눔과 위안에 대한 교사 내 갈증 해소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을 통해 그 동안 교사들이 나눔과 배

움에 대하여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체육 수

업 활동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특히 체육에 대한 부담이 큰 초등 교사의 문화 속에서, 티처런은 체육

수업을 마음 껏 물어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처음 티처런을 만들 때) 문제는 사람을 제대로 모을 수 있을까 과연 

4-5명밖에 안모이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메일도 보내고 연수 

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교사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어.

(조 교사- 운영교사 회의)

Q. 티처런이 너한테 수업 말고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A. (당연하다는 목소리로)응 매우. 사람들을 만난 거.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서, 훌륭한 선배교사들을 대거로 볼 수 있다는 거 자체로도. 

물론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특히 

체육수업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나가거나 모범적인 선생님

들을 보기가 더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무더기로 만날 수 있었지. 

(이 교사- 면담)

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느끼는 공감과 위안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이 공감과 위안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

했다. 구성원들이 ‘또 가고싶은 곳’ 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음

속 고민들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이끄는 배움 구성원

들의 생각이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 또한 실제로 티처런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받고 있었다.

Q. 기억에 남는 뒷풀이가 있다면?

A. 제일 첫 뒷풀이요. 1기 때. 그때는 되게 인원이 적었고, 인원이 적

다 보니까 더 하고싶은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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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때는 뒷풀이에 한 테이블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4명..... 그 때 내가 더 초임 시절이었고, 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들을 교육적 고민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나누고, 조언도 듣고 그

런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니까. 학교에서 쉽게 털어놓지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 해결이 되고. 그런 힘이 생겼던 것 같아. 

그 때 매번 뒷풀이가 그랬어요. 

(이 교사- 면담)

마) 예비교사교육의 보완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이 현직 교사들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

가 예비교사교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초등교사들이 예비

교사교육에서 충분히 익히지 못한 실천적 지식들을 현직에 나와서 티처

런을 통해 익히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않았지만,

실제로 연구기간 중 티처런에 대한 소문을 들은 교대생들이 티처런 워크

숍에 참여하며 초등체육과 교사공동체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티처런을 처

음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와 비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이론적인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목적이었는데, 해보니까 신규선생님이 교대에서 잘 못배웠는

데 여기 와서 잘 배우고 나가서 너무나 체육수업이 바뀌고 애들이 학

교에서 너무 즐거워하고, 

(조 교사, 운영교사 회의)

저는 현재 교대에 초등교사 출신 교육자가 없는게 제대로 된 초등 체

육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티처런이 교대의 문제를 대신해

서 해결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봐요. 교대에서는 제대로 못 배운 신

규 선생님들이 티처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초등체육교사가 되는거죠.

(성 교사-운영교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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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성화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은 보다 더 원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동료들과 지식을 나누고 위안을 얻기 위해 시작한 이 곳에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그러하였듯 티처런에

온 선생님들도 체육을 사랑하도록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한 티처런이 체육 수업 활동 영상을 제작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고있는 노력들이 더 널리 전파되어 대한민국 교사들을

바꾸고 , 체육교육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분명히 나는 저 끝에서 흔들리는 교사였다가 조금씩 중심을 잡는 교

사가 되고있지. 그 과정에서 내 다음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내가 체육수업에 대한 중심을 (티처런에서) 잡아나간것처럼, 그 사람

들도 충분히 나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거고, 그게 쌓이면, 내가 겪은

건 7 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더 길어질 수 있는거고, 그게 우리나라 

교사들이고, 체육교육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거니까. 

(이 교사, 면담) 

나는 세현쌤이 했던 말이 되게 맘이 와닿았는데, 그 분이 영상을 계

속 만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아이가 어떤 담임선생님한테 가서라

도 체육 수업을 잘 받고,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 그런 

것들을 보면 티처런이 분명히 우리나라 체육교육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을 활짝 열어놓거나, 영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나

누고있잖아. 매우매우 동감하지. 

(홍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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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따르는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따르는 배움 구성원에 끼치는 세 가지 영향요인을 도식화 하면 <그림

17> 와 같다.

1)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가) 체육은 역시 몸으로 배워야해요.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몸을 통해서만 익혀진다’라는 체육의 독특한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체육은 몸을 통해 익혀지는 독

특한 성격을 갖는다(Jakubowska, H., 2017).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글

이나 영상만으로는 체육 수업 활동을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고,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티처런 워크숍 프로그램을 효율

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림 17> 따르는 배움에 끼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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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는게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도움

이 될지는 몰랐어. 딱 보기만해도 뭐 음~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구

나 하는 게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구. 체육이

라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신 교사-면담)

인00쿨(자료 공유가 가장 활발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도 잘 

써요. 다른 과목은 다 쓰는데, 체육 탭은 거의 열어본적이 없어요. 봐

도 안해본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체육을 너무 못하니까, 해본 

게 아니면 써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체육은 제가 직접 어디서든 배워

본것만 해요. 수학이나 국어는 웬만하면 대충 제가 준비할 수 있어

요. 그런데 체육은 안되더라구요. 영상을 보는거나, 책에 나온 방법으

로는 어떻게 하는지가 감이 안와요. 

(이 교사- 면담)

특히 체육 수업을 위한 활동을 배우면서 스스로도 운동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큰 매력을 느꼈다. 초등 교사 스스로가 운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은 배가 된다. 비록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활동들을 다루지만, 성인인 교사들도 워크숍 내내 헉헉거릴만

큼 운동량은 상당했다. 티처런은 스포츠 문외한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능소양’ (최의창, 2009)을 심어준 것이다.

피구나 술래잡기는 할 줄 아는데, 축구나 농구나 이런걸 제가 하나도 

할 줄 모르는거에요. 제가 지금껏 인생에서 해봤던 운동은 농구랑 배

드민턴이 전부에요. 축구도... 공도 한번도 차본적 없고, 발야구 규칙

도 잘 모르고, 거의 안해봤고, 관심 없고, 흥미도 없고, 잘 모르고, 

수업 하니까 더 두렵고, 사실 수업할 때 애들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

서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다행이었죠.

(이 교사- 면담) 

일단 저는 체육을 정말 못하는데 그 못하는 체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게 정말 좋구요. 정말 인생에서 단 한번도 체육수업이 즐거웠

던 적이 없는데, 티처런와서 체육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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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같이 오는) 남편이랑 집에 가면서 ‘우리 한 달만에 드디어 

운동했어!’ 하기도 해요 (웃음)

(이 교사- 면담)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워터파크를 갔는데 수구를 했어요. 생각보다 재

밌더라구요. 티처런 덕분에 뭐하자고하면 우선 해보게됐어요. 몸개그

를 하더라도. 전에는 무서워서 일단 뺐는데. (티처런을 기회로) 수영

도 배워야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박 교사- 면담)

나) 수동적인 역할에 대한 만족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별다른 사전준비 없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

다는 것도 만족스러운 요소로 꼽았다. 티처런에서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

을 제외한 구성원들은 별다른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 과제나 발표도 없

다. 오로지 와서 즐겁게 참여하기만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

티처런의 분위기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역할은 ‘실천적 교사’를 추구하는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었다.

모임 올 때 부담이 없는 것도 좋아요. (어떤 공동체는) 부담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참여하

는 것도 있어요. 수용만하고 배우기만하면 되니까. 와서 아이디어는 

내도되지만, 제가 미리 준비할거는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편해요. 

저는 다른 공동체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꽤 빡세게 뭘 시키거든요. 

우리가 자꾸 어떤 결과물을 내야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

까 마음이 가볍죠.

(이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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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과의 관계

가) 확장되는 관계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선긋는 배움 구성원에 비해서 구성원과의 관계

가 확장적이었다. 원형 관계도에서도 선긋는 배움 구성원에 비해 관계를

맺는 교사 또한 비교적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림 19> 따르는 배움 구성원의 원형관계도(좌)와

선긋는 배움 구성원의 원형관계도(우)의 비교

<그림 18> 의 원형관계도는 자신과 가깝다고 느끼는 티처런의 구성

원들의 이름을 원의 중심에 있는 자신과 가깝게 배치하며 적어나가는 방

식의 면담기록지이다. 좌측에 있는 심주형 교사는 매개인 교사와 기존 티

처런 이 전의 친분으로 알고있었던 이연이, 윤여진, 박예현을 가장 친근

하다고 느꼈으며 이끄는 배움 구성원인 장민준, 이단애, 홍소리 등을 그

다음 가까운 구성원으로 꼽았다. ‘매개인 교사’ 란 구성원이 처음 교사학

습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역할을 한 교사를 의미한다(정현

수, 2019). 티처런 전에 이미 형성된 친분이 티처런 내에서도 강하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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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다.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매개인 교사’ 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

여주었다.

별 생각 없이 왔지. 난 정식 발령 받기 전에 왔는데. ‘재밌어!’ 라는 

박종규 선생님 말만 믿고 왔지. 내가 박종규 말을 엄청 믿는 편이긴 

한데. 또 여기있던 이연이 선생님을 따라온 것도 있죠. 이연이 선생

님(이끄는 배움 구성원) 따라간 데는 보통 다 재밌었어.

(심 교사- 면담)

박진안 선생님은 대학 동기로 원래 알던 사람이고. 제가 과학과 학생

회장일 때 진안이가 부회장이었죠. 같이 집행부로 고생했어요. 영은이

랑 같이 잘 하려고 왔는데, 진안이까지 있으니까. 진안이는 예전부터 

했던거 같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의지가 되는 느낌. 

(강 교사- 면담)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매개인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조금

씩 그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그 첫 번째 확장 대상은 이끄

는 배움 구성원였다.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주는

친근하고 온화한 분위기 젖어들면서, 매개인 교사로에 대한 의존을 조금

씩 벗어났다.

진짜 에너지 넘치는 활력소. 분위기 메이커고, 사람들이 소리쌤(이끄

는 배움 구성원)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 교사-면담) 

(이끄는 배움 구성원에 대한 설명 중) 연이쌤이랑은 일정 얘기도 했

던 것 같고, 소리쌤은 항상 활발하고 잘 챙겨주셨고... 세현쌤이나 민

호쌤이 항상 잘 챙겨주시잖아요. 밝게. 그러면 소극적인 저도 말을 

하게 되죠. 

(강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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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처런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A. 일단 리더분들이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처음 왔을 때도 얼어붙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말도 잘 걸어주시고,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다들 내가 볼 때는 되게 위트 

있으셔. 사람 자체가. 에너지 넘치시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게 좋다

는 기분이 들었지.

(신 교사- 면담) 

<그림 17>에서 이경현, 정지환 교사는 매개인 교사도, 이끄는 배움

구성원도 아닌 티처런 내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한 사례이다. 매개인 교

사나 이끄는 배움 구성원과만 제한적 관계를 형성한 선긋는 배움 구성원

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Q. (매개인 교사인) 문대한쌤이 없어지고 더 원동력이 떨어지지 않았

어?

A.그렇긴 한데 막상 가서 좀 더 친해진 분들도 있지. 가서 막 이것저

것 배우고 하는 게 재미도 있고. 내 스스로의 재미도 있고.

(신 교사- 면담)

나) 억지로 친해지지 않게 해서 좋아요.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친목에 대한 부담이 없는 티처런의 분위기를

만족스러워했다. 티처런에는 간식시간, 아이스브레이킹, 뒷풀이 등 다양한

친목 요소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아이스브레이

킹은 친목의 목적보다는 학급경영을 위한 활동 안내의 목적을 더 강조키

도 한다. 뒷풀이는 ‘완전 자율’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이스브레이킹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사람들마다 성격

이 다르잖아요. 먼저 가서 말을 거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내가 그 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헷갈리고.

(강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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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뒷풀이는 부담이 없어요. 힘들면 안가도 되고. 간다고해서 누가 

억지로 잡는 분위기도 아니고. 

(심 교사 - 면담)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구성원간의 느슨한 관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

으나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다. 되려 친목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강요된 인간관계의 역효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속성과도 맞닿아있다 (이종영, 2002). 티처런 구성원 간의 낮은

밀도를 아쉬워하는 선긋는 배움 구성원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구성원은 저에게 중요한 참여요인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모임에서는 

구성원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티처런은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인원이 너무 많고 제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밖이에요. 그리고 자주 

안모이니까.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워낙 주목 

받는 걸 싫어하고 낯가리는 스타일이라.

(이 교사 -면담)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왔더니 선생님

들이 너무 잘 챙겨주신다....아, 챙겨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해주

니까, 자연스럽게 말 걸어주고, 부담스럽지않게 챙겨주시니까 스르륵 

들어갈 수 있었던거 같아요. 괜히 입바른 소리 하는 거 없이. (중략) 

전 소속감, 공동체 의식 너무 강조하고 이런거 좀 ... 거부감이 있는

것같아요.

(박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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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여섯 가지 비전 중 세 가지 비전에 대하여 공

유하였다.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체육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느끼는 공감과 위안’ 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 동력

으로 삼고 있었다. 다만 예비교사교육 보완이나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

성화와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

다’ 정도의 생각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있지는 않았다.

가)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이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사학습공동체

라는데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실제로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학습

공동체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교육부, 2019). 그러나 학생의 학습을 위

한 교사학습공동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많지 않다.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

은 티처런을 통해 모범적인 교사학습공동체를 경험하고, 이를 자랑스럽

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희학교에도 교사학습공동체야 있죠. 연구부장님이 짜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 다 나누고. 모이면 당연히 애들얘기, 교실얘기 하는

데...... 스트레스 해소는 되긴 하지만, 사실 남는건 없죠. 동학년 단위

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예산쓰기용같아요. 책 몇 권 사고......

(박 교사-면담)

여긴 분명히 애들한테 도움 되는 데니까 왠지 뿌듯해요. 나는 너네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다. 이런거. 일부러 애들한테 영상에 나오는 티처

런 로고 보여주고 그래요. 선생님 이런 데서 공부한다고 자랑도 하

고. 

(강 교사-면담)



- 119 -

나) 체육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에서 배우는 체육수업의 실천적 지식

의 가치들을 몸소 이해하고있었다. 각자의 교실로 이루어진 계란판 구조

속에서 갇혀있을 뻔한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들이 한 데 모여, 혼자서 탐

색하고 혼자서 좌절하던 시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티처런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체육수업을 만족스러워했다.

초임 때 저는 진짜 다른분들이 어떻게 체육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

어요. 다들 체육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옆 반 선생님들 보면 어떻

게든 애들 운동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시잖아요. 애들은 뭔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오고. 그 40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가 너무 궁금

한데, (근무학교의) 그 어떤 분도 자신 있게 가르쳐주시지를 않는거에

요. 공개수업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체육 전문가분들이 체육 수업할 

때 안전이나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애들 안 싸우게 하는 꿀팁까지 

알려주시는게 좋아요.

(강 교사- 면담)

여기 와서 그거 제일 많이 써먹었어요. 손가락 수신호. 저는 군대같

은 느낌, 일괄적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쓰고있었는데, 체육할 

땐 꼭 필요하더라구요.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니까. 

(박 교사-면담)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느끼는 공감과 위안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여러 ‘대단한 사람들’ 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위안을 느꼈다. 서로 협력하지 않는 학교문화를 경험한 교

사들은 학교 속에서 고립되어간다(Lortie, D. C., 1975). 학교에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한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의 결핍이 새로운 결합에 대

한 그들의 욕구를 자극한 것이다. 강요하지 않는 친목 속에서 구성원 간

의 밀도는 낮을지언정, 다수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속에서 더

밀도있는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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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있는 사람들한테서 얻는 게 되게 큰 거 같아요. (근무 학교에

서는) ‘아, 나만 일 다해, 나만 학교 일 다해.’ 이런 느낌인데 티처런

에는 그 학교 일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 내

가 하는 건 일도 아닌거구나. 위로가 되는거죠. 올바른 교사상...... 티

처런 초반에 그런 걸 진짜 더 크게 느꼈어요. 학교에 가면 승진에 목

메거나 아무것도 안하거에요.이런 선생님도 별로고, 저런 선생님도 별

로고. 저 처음 발령났을 때 고립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대단한 사람들 천지인거에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꼈어요. 

(심 교사-면담) 

Q. 다른 사람에게 티처런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뭘 얻어

갔으면 좋겠어요?

A: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 되게 멋있는 사람들 속에 속

해있는 느낌.

(신 교사- 면담)

다. 선긋는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선긋는 배움 구성원에 끼치는 세 가지 영향요인을 도식화 하면 <그림

19> 과 같다.

<그림 19> 선긋는 배움에 끼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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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가) 거기까지 안가도 온라인 자료가 많아요.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의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온라인 자료

로도 충분히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티처런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온라인 자료를 통한 배움을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티처런 내에서 같은 학습환경에 있었지만 ‘체육은 몸으로 배워야 한다’

고 인식한 따르는 배움 구성원와는 대조적인 지점이다.

물론 가면 분명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정리 잘 

된 것들이 인터넷에 진짜 많잖아요. 인00쿨도 그렇고, 세현쌤 블로그

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본 자료들로도 어느정 도 체육수업이 굴러가

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잘 뛰어놀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거기 갈 시

간에 내가 검색을 좀 더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박 교사 – 면담) 

스파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단계가 있고 음악을 통해서 어떤 식으

로 해야 이끌어들이고 어떤 과정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놀이에 익

숙해지게 되는지. 그런데 퇴근하고 한시간 반씩 걸려서 갔다가 다시 

그만큼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야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새로운 체육 

소스들이 그걸 다 뛰어넘을만큼 절실하지는 않았던거같아요.

(이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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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과의 관계

가) 원래 알던 선생님이랑만 얘기했죠.

선긋는 배움 구성원 또한 기존의 친분이 티처런에서의 친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0> 은 선긋는 배움 구성원의

원형관계도이다. 관계를 맺은 구성원의 수도 적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기존에 알고있던 교사들이 주를 이룬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끄는 배움 구성원과 같은 수준의 관계에 있

는 ‘김익안’ 교사를 ‘이름을 알고있던 교사’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끄

는 배움 구성원과도 ‘친밀하다’ 고 느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티

처런에서 선긋는 배움 구성원이 기존의 친분을 뛰어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0> 선긋는 배움 구성원의 원형관계도

김익안 선생님은 이름을 알고있던 선생님인데 여기 와서 뵌, 학부때 

오다가다가 많이 마주쳤었던 선생님. (원래의) 이연이, 박예현 선생님

은 뭐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같이 왔으니까. 

(박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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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친해지고는 싶었는데......

선긋는 배움 구성원들은 알찬 티처런 프로그램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을 아쉬워했

다. 다양한 체육 수업 활동들을 밀도있게 다루는 과정 속에서 새로 쭈뼛

쭈뼛 들어오는 교사들이 친분관계를 맺을 시간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기

존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티처런의 구성원과도 관계를 더 깊이 있

게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티처런의 밀도있는 프로그

램 진행 속에서 사적인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선배 중에 아예 친했던 분은 장민준 선생님. 그런데 민준형은  팀장

급이니까 항상 강의를 하거나. 약간 둘이 수다 떨기에는 조금 바빠보

이는. 말을 못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바빠보여서.뭔가 그 민준형이 다

른 팀장급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회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옆에서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물어보기에는 미안한 

그런 점이 있었지. 

(장 교사-면담)

워크숍 후 친목을 위한 뒷풀이가 이어졌지만, 근무와 워크숍 신체활동

까지 마친 후 모이는 술자리는 선긋는 배움 구성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

다. 워크숍이 월요일에 이루어졌기에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의 출근을 준

비해야한다는 마음에 선뜻 참여하지 못했다.

옆에 사람이랑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얘기 정도 ’오 

저거 되게 어렵네요‘ 정도의 얘기고 사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그걸 하려면 회식을 가야해. 못 간게 50%, 안 간게 50%정도 되는 

것 같아. 가고 싶으면서도 피곤한 마음이 더 컸으니까. 

(장 교사- 면담)

회식을 하시거나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회식을 안했던게  

좀 머니까 부담이 되고, 아직 그쪽 사람들이랑 친한것도 아니다보니

까 아는 사람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고, 멀기도 하고 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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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쯤에는 집으로 오죠. 집 도착하면 10시 반 정도 11시 되니까. 사

람들과의 유대감이. 그 먼 거리를 끌어당길 만큼의 유대가 생기지 않

았죠.

(박 교사- 면담)

관계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친목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이

는 다시 선긋는 배움 구성원의 관계를 더욱 제한하였다.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점점 더 멀어져갔다.

체육모임이니까 좀 더 단합이나 술 같은 걸 좀 더 중요시하는 성격이

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되려 없더라구. 마음이 편하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웠지. 

(이 교사- 면담)

나는 여기서 인간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예전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

지된 정도야. 나는 여기에 적응을 못한거지. 나는 티처런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 마인드, 여기에 아직 몸을 온전히 던지지 않았다, 살짝 

발을 걸쳐놨다는 느낌으로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처음의 인간

관계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거야. 

(장 교사- 면담)

3)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여섯 가지의 비전 중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과 ‘체육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

유’ 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비전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선긋는 배움 구성원의 체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끄는 배움 구

성원들과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비전 공유 정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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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이 모범적인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라는

데에 동의했다. 기존의 자신이 경험했던 연수나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달리

완전히 ‘자율적’ 이며, 그만큼 적극적인 구성원들의 태도를 인상적인 기억

으로 꼽았다.

티처런은 체육수업의 교원학습공동체 선행모델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

다고 봐. 운영형식이나 서로의 열정의 차이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도 있지만, 체육 외의 다른 과목에도 충분한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임

이라고 생각해.

(장 교사- 면담)

아 여긴 진짜 공부하러 모인 데구나 싶었어.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놀 생각도 안하고. 연수 가면 사람들이 출석만 하고 몰래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여기는 쉬엄쉬엄이 없었지.

(이 교사- 면담)

나) 체육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당장의 필요를 채워졌다는 면에서 티처런의 효

용성을 인정했다. 신규교사로서 체육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지식이 없

거나, 새로운 수업 활동들을 찾아 헤매던 교사들에게는 즉각적인 처방전

이 되었다.

순서는 어떻게, 준비운동은 어떻게 하나하나 머릿속에 성립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런 기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남들은 어떻게 수

업을 하고, 팁이라고 해야하나. 애들이 체육수업에 확 들어올 수 있

게 하는거. 이런게 궁금했는데 티처런은 이런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

줬던 것 같아요.

(박 교사-면담)

맨날 하던거만 했었는데, 티처런 덕분에 어느정도 제 래퍼토리가 생

겼죠. 한 세네 번 갔는데도 제가 체육수업 때 할 거리가 확 늘어났어

요. 

(장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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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구성원은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과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체육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으로 본 반면,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신체활동 욕구 해소’ 의 도구로 보

았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비전의 공유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티처런이

내실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이자 실천적 지식이 공유되는 장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그 이상의 비전은 공유하고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체육수업 하면서 갈등을 겪고 좌절을 하고. 그걸 다시 선생

님 도움을 해결하고, 스스로도 해결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지. 이런게 전인적 성장이지.

(이끄는 배움 구성원, 조 교사- 면담)

체육은 다른 수업이 잘될 수 있는 윤활유같은 역할? 애들이 학교올 

때도 친구들이랑 놀고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놀기에 체육이 제일 좋

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애들이랑 체육을 열심히 해도 신체적 정신

적으로 더 성장한다던가 그런건 아직 못느껴봤어. 그냥 애들이 스트

레스 풀 수 있게 하는 과목. 

(선긋는 배움 구성원, 신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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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뒷짐진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뒷짐진 배움 구성원에 끼치는 세 가지 영향요인을 도식화 하면 <그림

21> 과 같다.

1)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가) 수업활동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해요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티처런의 체육수업활

동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티처런에서 올리는) 동영상들 보면서 생각이 안날 때는 활용을 하는

데, 이것도 약간 저는 조금 이제는 이것도 진부하지 않나 느낌이 드

는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과연 내게 꼭 필수적인 것인가.

(노 교사- 면담)

<그림 21> 뒷짐진 배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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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수업 활동 이상의 것’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수업 활

동 이상의 것’ 이 무엇인지는 각 연구참여자마다 구체적인 생각이 달랐

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한다고 보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각 교사가 처한 체육 수업 환경을 읽어낼 줄 아는 수업 환경

문해력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

다. 또는 더 나아가서 체육 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함께 쌓아갈 필

요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기본이 되는 컨텐츠라는건 체육교과의 성취기준을 예로 들 수 있어

요. 성취 기준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재구성하는건 선생님들

의 몫이니까. 그럼 기본 컨텐츠들과 활동 컨텐츠들을 연결하면서 재

구성 하는걸 선생님이 하는거죠. 

(노 교사- 면담)

내가 가진 체육 환경이.. 요즘은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실내 공간, 

체육관 크기도 다르고, 그 학교의 유휴교실이라던가 복도 같은 공간

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하는 콘텐츠들도 이제 나와야죠. 놀이활

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에서는 이런 놀이가 좋더라. 새로운 하나

의 시도. 

(최 교사 면담)

티처런에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거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

까지 해보자 하는게 필요해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한다면 젊

은 후배교사들에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되자 않을까 말하고 싶었

어요. 그렇게 해야만 성숙기의 티처런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처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건 쉬워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

려면 이런 기본이 되는 이론을 향한 갈구 이루어져야 해요.

(노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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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티처런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지만, ‘당장 내일 써먹을 수업’을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떠먹

여주는 방식’은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했다.

5학년 내에서 도전, 표현, 경쟁 이것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찾아보고

하면 얘깃거리를 찾을 수도 있을거 같긴한데, 그런것도 짧게나마 얘

기할 수 있진 않았을까. 선생님들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

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지 주워먹는데에서 그치게 되는 

거 같아요. 학생으로서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수업자?

(최 교사-면담)

2) 구성원과의 관계

가) 배우는 것 만에도 바쁜 시간이라 아쉽죠

뒷짐진 배움 구성원 또한 티처런 내에서 기존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교사의 면담에서와 같이 다른 집단에서 알고 있던 교

사들 위주의 친분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는 <그림 22>에서 나타난 노연

수 교사는 티처런에 대한 호기심으로 본인 스스로가 매개인 교사가 되어

주변 후배교사들과 함께 티처런에 참여하였고, 그들 위주의 관계를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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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뒷짐진 배움 구성원의 원형관계도

평소의 관계가 여기 티처런에도 영향을 줬던거 같아요. 다 같이 공부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시죠. 조주현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배

구부할 때 봤고, 성세현 선생님은 티처런을 통해 처음 뵈었었는데 아

무래도 저랑 터울도 꽤 나니까 친밀한 느낌은 아니었죠,

(최 교사-면담)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이러한 제한적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다.

아이스브레이킹, 뒷풀이 등 티처런의 친목 요소들을 파악하면서도, 그 요

소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저도 사실 조금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가, 개인의 의지와 참여하는 

성향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강하게 인볼브

(involve)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뒷풀이에) 가고싶지만 좀 

쭈뼛쭈뼛하는 부분들은 있을거같아요. 내가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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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있었지만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있으면 거리낌없이 제가 조그마

한 의지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 만나러 가야지 했을거같은데. 관계 영

역이 확장이 안되니까. 앉아있는 와중에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손 교사-면담)

지인들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까 지인들이랑만 얘

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황토크나 그런거 있긴 하지만 정해

진 활동 끝나고나면 다시 자기 친구에게 돌아가는. 예를들어 바름초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소문 듣고. 옆 학교라서 모르는 분이지만 활동 

중간중간 그 선생님을 보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항상 혼자 계셨어요. 

지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니까. 세 시간 통한 배운 건 진짜 많겠지만 

그 분은 그 날 집에 돌아가실 때 진짜 외로우셨을거에요.

(노 교사- 면담)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다양한 여타 교사학습공동체의 경험과 학문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관계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공동체 내 소모임을 구성하고 소모임 위주의 과제를 제시하거나, 회비와

뒷풀이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는 근황토크와 같은

친목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예비활동이 아닌 본 활동에 배치하여 체육 수

업 활동 중간중간에도 친목이 도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티처런이 정말 배우는게 많은데, 친목을 쌓기에는 어려워요. 다

른 모임과는 좀 다른 특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있는 다른 교사

모임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카펠라 연구회같은 경우에는 소모임으로 

나눠지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벤트도 많고 훨씬 더 자주모이거든요. 

프로젝트 연구회에선 충성도를 엄청 요구해요. 일단 할 일을 많이 주

고 비록 자발적인 모임일지라도,)팀 단위로 활동이 계속 돌아가요. 

(이 교사- 면담)

프로젝트 연구회는 회비가 좀 세요. 그걸 일 년치를 한번에 낸 다음

에, 일 년 활동 중간 중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참여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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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좀 손해를 본다...... 개념도 있죠. 물론 여행을 갈 때는 개별적

으로 좀 더 내기는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해서 끈끈해지는것같아요. 

(이 교사- 면담)

배우기만에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친해질 시간이 없었죠. 물론 리더 

분들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스브레

이킹도 그렇고, 뒷풀이도 그렇고. 그런데 본 활동에는 정작 그런 관

계 증진 요소들이 잘 안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제안할 

수는 없지만 본활동 앞과 뒤를 담당하는 아이스브레이킹과 뒷풀이 말

고, 본 활동에서도 선생님들이 친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어

요. 

(손 교사- 면담)

3)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이 ‘내실있는 교사공동체’라는 점에는 적

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동시에 티처런이 우리나라 체육교육을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뜻에도 함께했다.

가)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이 변질 되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추구

하는 ‘순수함’을 높이 평가했다. 교육청 정책의 수단이나 상업적 홍보용으

로 쓰이지 않고 리더들의 철학을 꾸준히 고집하는 모습을 바람직한 교사

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습이 교사가 전인적 체육을 구

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생각하였다.

리더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에 따라서 내가 다음

에 가야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가 정해져요. 리더가 거기서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아는것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용으로 쓰인

다면 내가 하나의 소품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광고낀다거나, 그냥 

친목모임이 된다는건, 그런건 좀 아니다 라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모임’ 이여야 해요.

(노 교사- 면담)



- 133 -

그랬을 때 티처런은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 교육’ 이라

는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려면 초심이 끝까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수업에서 교

사들의 적용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거죠. 그분들의 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수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지쳐버리잖아

요. 핵은 변하지 않아야 하죠. 

(손 교사-면담)

나)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성화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체육 수업을 변

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있었다. 그 어느 곳보다 순수하고 꾸준한 티처런이

등대가 된다면 교사들이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어떻게 티처런이 우

리나라 체육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

지만, 함께하는 지속적 성장에 대한 믿음은 강하였다.

티처런이 일차적으로는 교사들이 체육수업의 힘을 기름으로써 교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그 성장이 학생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런 단

계들을 하나씩 밟아가다보면 우리나라 체육도 성장하리라 믿어요.

(최 교사-면담)

제가 요즘은 많이 못가지만, 티처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힘이 나

요. 내가 교직에 있는 동안 흔히 보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스스로 아

웅다웅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예쁘달까. 티처런을 보면 우리가 

학교 폭력이다 교권추락이다 뭐다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

리의 미래가 아주 어둡지는 않구나 하는 희망을 갖죠.

(노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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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처런 커뮤니티의 배움유형별 전문성 개발 전략과 배움의 결과

본 장에서는 티처런 교사들이 어떤 전문성 개발 전략을 활용하였고,

그 전략들을 기반으로 어떤 배움의 결과가 나타났는지 탐색하고자한다.

티처런의 전문성 개발전략을 밝힌 뒤 각각의 유형에서 어떤 전략이 두드

러지게 드러났는지를 밝힌다. 이 전 장의 연구결과에서는 각 유형들의

이질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집중했다면, 본 장에서는 각각의 유형들이 갖

는 동질적인 특성에도 주목한다. 더불어 특정 유형에서 더욱 강조되는

전략이 무엇이며, 그 유형의 특성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전략들을 기반으로 각 유형에서는 어떤 배움의 결

과가 나타났는지를 밝힌다. ‘배움의 결과’ 는 배움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

였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문성도 포함되지만, ‘성찰적 사고’ 와 같

이 전문성보다 일반적인 개념들도 포함되기에 ‘배움의 결과’ 라는 상위의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티처런 커뮤니티의 전문성 개발 전략 중 상위전략은 ‘학생

의 마음 이해하기(Student-focused)’, ‘정서적으로 지지얻기(Adoring)’,

‘입맛에 맞추기(as they Like)’, ‘성장욕구 채우기(Advance)’, ‘지속적 참

여환경 갖추기(Durable)’ 로 드러났다. 티처런의 전략은 샐러드

(SALAD) 로 표현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재료가 모여 자신의 특성을 잃

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처럼 티처런의 다양한 유형이 각각의

개성을 살리며 어우러짐을 의미한다. 각 전략에는 3~4가지 하위 전략이

있으며 각 하위 전략이 어떤 유형에서 특징적으로 개발되었는지는 <표

16> 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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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티처런 커뮤니티의 배움유형별 전문성 개발 전략과 배움의 결과

*전략을 활용했으나 배움의 결과가 두드러지지 않음

전문성 

개발

전략

전략이 

적용된 

유형

Student
-focused

Adoring
as they 

Like Advance Durable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정서적으로 
지지얻기

입맛에 
맞추기

성장욕구 
채우기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학

생

처

럼

바

쁘

게

뛰

어

다

니

기

학

생

처

럼

좌

절

하

기

학

생

처

럼

용

기

얻

기

학

생

처

럼

발

표

하

기

내

동

료

데

려

오

기

뒷

풀

이:

느

슨

한

참

여,

확

실

한

위

로

책

임

감

쥐

어

주

기

제

발

로

찾

아

가

기

간

절

한

것

받

아

먹

기

원

하

는

모

습

으

로

만

들

기

대

단

한

사

람

들

투

성

이

인

곳

으

로

가

기

나

도

대

단

한

사

람

되

어

보

기

자

부

심

느

끼

기

더

높

이

날

기

한

번

으

로

끝

나

지

않

는

공

동

체

루

틴

이

있

는

공

동

체

랜

선

공

동

체

이끄는 

배움
o o o o o o o o o

배움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교사교육 전문성

공동체 

운영 능력

따르는 

배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배움 

결과

체육수업전문성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선긋는 

배움
o o o o

배움 

결과

* *
체육수업 

자원

뒷짐진 

배움
o o o o o

배움 

결과

* * *
체육수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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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16>의 각 유형 하단에는 배움의 결과가 기술되어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 <표 17>이다. 이끄는 배움 유형에선

전략 활용의 결과로 교사교육전문성,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공동체

운영능력을 얻었다. 따르는 배움 유형에선 전략 활용의 결과로 체육수업

전문성,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가 나타났다.

선긋는 배움 유형에선 전략 활용의 결과로 체육 수업 자원을 얻었다. 뒷

짐진 배움 유형에선 체육수업자원과 공동체 운영 방법을 얻었다.

선긋는 배움과 뒷짐진 배움에선 전략을 활용했으나 배움 결과가 두드

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표 16>에서 ‘*’ 표시 하였다. 선긋

는 배움과 뒷짐진 배움의 ‘배움의 결과’가 이끄는 배움과 따르는 배움과

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물론 선긋는 배움과 뒷짐진 배움에서도 배

움의 결과가 드러났으나 앞에 두 유형과는 달리 직접 경

험하여 체득하였다기보다는 이해 수준에 그쳤다. 이 대표적인 배움의 결

과가 ‘체육 수업 자원’ 이다. 체육수업에 대한 지식은 취하였으나, 따르는

배움처럼 ‘체육수업 전문성’ 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표 17> 전문성 개발 전략을 활용한 배움의 결과

배움의 결과

이끄는 배움
교사교육 전문성, 공동체 운영 능력,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따르는 배움
체육수업 전문성,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선긋는 배움 체육수업 자원

뒷짐진 배움 체육수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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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티처런 커뮤니티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전략 개요

1)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학생의 학습을 위한다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다

(서경혜,2005). 티처런은 이런 면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학생 체험장’을 제공하고 있다. 티처런에 온 구성원들은 체육관에

서 실기활동이 이루어지는 7시부터 두 시간 가량을 체육관에서 쉴 새 없

이 뛰어다닌다. 체육수업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뿐 아니라 줄서기,

준비체조, 모둠 나누기, 팀조끼 입기 등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역할을 고

스란히 담당한다. 교사로만 지내던 구성원들이 학생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티처런 안에서 ‘학생처럼 바쁘게 뛰어다니고’, ‘학생처럼 좌

절하고’, ‘학생처럼 용기얻고’, ‘학생처럼 발표하며’ 성장한다. ‘학생의 마

음 이해하기’는 실천적 교사를 지향하면서 참여도가 높은 따르는 배움에

게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략이다.

‘선긋는 배움’의 경우 따르는 배움처럼 실천적 교사를 지향하지만, 이

러한 역지사지 경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체험

없이도, 온라인 문서나 영상을 통한 체육수업활동만으로도 자신의 체육

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추후에 제시되는 ‘랜선공동

체’ 전략과도 연관이 깊다.

2) 정서적으로 지지얻기

티처런은 구성원의 머리 뿐 아니라 가슴에도 울림을 주었다.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통해 티처런의 비전 중 한가지 인 ‘나눔과 위안’ 의 공간

으로 거듭났다. 우선 구성원들이 자신의 동료를 데려오면서 보다 안정적

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느슨하면서도 내실있는 뒷풀이’ 를

통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위안이 되는 대나무 숲을 만들어주었다. 구

성원들이 자신의 동료를 데려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책임감 쥐어주기’를 통해 나눔의 정신은 더

욱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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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번쨰 전략인 느슨하고 확실한 뒷풀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

면 독특하리만큼 자율적이다. 작년 6기 때는 3-40명이 워크숍에 참여하

더라도 뒷풀이에 남는 인원은 10명 안팎이다. 정말 희망하는 사람만 남

기 때문이다. 워크숍 후 9시가 조금 넘는 늦은 시간에 뒷풀이를 시작하

지만, 짧은 뒷풀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서라도 다음 날 출근하는 교사들

을 배려해서 10시 반에 끝내기 위해 알람까지 맞춰놓는다. 적당히 느슨

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선호했던 따르는 배움들은 이러한 티처런의 뒷풀

이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했다. 의무감은 없는 뒷풀이였지만 그 내실은

단단했다. 체력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아서,

뒷풀이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정예 멤버’ 대우를 받았다. 술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나, 진담은 취중에만 오가는 것이 아니었다.

3) 내 입맛에 맞추기

모든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티처런에 모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었다. 자발성은 학습의 중요한 요소이다(신민희, 1998). 이는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성원들은 연수 이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나 상급

자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제 발로 찾아서’ 티처런에 왔다. 운영방식이

나 프로그램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면서’ 더욱 공부한다고 느꼈으며,

체육수업활동이라는 ‘간절한 것을 받아먹으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나

갔다.

4) 성장욕구 채우기

티처런은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성장욕구를 자극했다. ‘대단한 사람 투

성이’ 인 곳에서 구성원들은 롤모델을 얻고 스스로를 되돌아 봄과 동시

에, 자신 또한 그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나도 대

단한 사람’ 희망을 얻었다.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나가

는 티처런의 모습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기’ 도했다. 티처런 속에서 자신

의 체육 수업 전문성을 쌓은 구성원들은 교과서 집필, 외부 강의 등 보

다 확장된 경험을 향해 ‘더 높이 날아가기도’ 했다.

특히 세 번째 전략인 ‘자부심 느끼기’를 조금 더 파헤쳐보면, 3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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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한 티처런은 6년의 시간동안 꾸준히 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현재

77명의 구성원이 가입되어있다.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

원청, 학교체육진흥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그 외연도 확장해가

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성원들은 뿌듯함을 느끼며 티처런 속으

로 더 끌려 들어올 수 있었다.

5)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교사학습공동체가 현직교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당하기위해서는 지

속성이 보장되어야한다. 티처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루틴이 있으

며’, ‘랜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속력을 보이고 있었다. 각각의 전략들

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루틴

이 있는’ 점은 티처런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상이 된 서번트 리

더와 따르는 배움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에 비해 ‘랜선 공동체’로 결석

교사에게도 자료를 공유하는 점은 참여도가 낮은 선긋는 배움과 뒷짐진

배움에게 유인책이 되었다.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의 두 번째 전략인 루틴이 있는 공동체 전

략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를 살펴보자.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티처런 워크숍은 <표 18> 과 같은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매 워크숍

마다 구체적인 체육수업활동은 바뀌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만의 루틴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티처런

에게도 루틴이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워크숍

하루 동안 뿐 아니라 워크숍 전에도 어느 정도의 루틴이 형성되었다.

<그림 22> 과같이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로 일 년 간의 워크숍 날짜가

연초에 미리 공지된다. 또한 해당 날짜가 가까워지면 <그림 23> 과같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다시 한 번 공지하고 참가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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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마당

<표 18> 티처런 워크숍의 일과

18:00~18:30 근황토크(간식타임)

1) 자기소개, 2) 참여동기, 3) 체육수업

18:30~18:50 아이스브레이킹

▣ 나눔 마당
  

18:50~19:10 이론

19:10~19:20
체육관으로 이동

19:20~20:40 실기

1) 준비운동

2) 활동 체험

3) 활동 개선

20:40~21:00
성찰의 시간

구호외치기

교구 정리

▣ 닫는 마당

21:00~21:10 뒤풀이(선택)

※ 참석하실 분은 학교 정문에서 기다려 주세요~

※ 비용은 참석자들끼리 1/n

21:10~22:30 뒤풀이

※ 22:30에 종료

<그림 22> 연간 계획이 미리 공지되는 티처런 워크숍

(출처. 2019 티처런 커뮤니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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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루틴은 처음부터 고정적이었다기보다는 티처런의 역사와 함께

조금씩 변화하며 굳혀졌다. 이론에 초점을 두었던 1~2기 때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근황토크와 성찰의 시간의 기반을 형성했다.

티처런 3기 때 실기를 시작하면서 아이스브레이킹이 추가되었다. 4기 때

체육관이 있는 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기고 실기에 집중하면서 준비운동,

체험, 개선 등 실기와 관련된 루틴들이 정해져나갔다. 5기 때부터 ‘여름

체육학교’ 란 이름으로 방학 중 특별 워크숍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 모둠

협력활동을 만든 티처런의 구호를 월례 워크숍에도 사용하였다. 앞으로

티처런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루틴 또한 점차 바뀌어나가겠지만, 지금까

지 그래온 것처럼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루틴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이다(Jocelyn, 2013). 티처런과 같은 교사학습

공동체가 루틴을 가지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모임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교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의 세 번째 전략인 랜선 공동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티처런은 리더를 통해

견고한 아카이브를 형성하고 있다. 티처런의 온라인 채팅방에는 <그림

24> 와 같이 서번트 리더들을 통해 정보 제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그림 23>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월례 워크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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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그림 25> 과 같이 카페, SNS, 영상 공유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보다 정선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된다. 이와 같이 티

처런은 오프라인 공간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랜선공동체’를 형성

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70여 명의 많은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

큼 친목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한 달의 한 번이라는 오프라인 공동체

의 한계 속에서 다 나누지 못한 정보들이 이곳 랜선 공동체를 통해 공유

된다.

<그림 24> 자료가 공유되는 티처런 온라인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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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티처런의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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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끄는 배움 유형의 전문성 개발 전략과 배움의 결과

1) ‘정서적으로 지지 얻기’ 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가) 내 동료 데려오기

티처런의 구성원들은 함께 정서적 지지를 받을 동료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티처런을 소개하고 자신이 워크숍에 가는

날 함께 찾아왔다. 이끄는 배움 유형 구성원들은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티처런을 소개하고 자신이 워크숍에 가는 날 함께 찾아왔다.

워크숍 일주일 전 쯤에 주변에 갈만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지역에도 교사학습공동체가 있는데 요즘 거기 선생님들이랑 좀 친해

졌거든요. 

(성 교사, 면담)

(나) 뒷풀이: 느슨한 참여, 확실한 위로

   외유내강의 뒷풀이는 구성원들이 못했던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이 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전문적 상호 교류 못지않게 인간

관계적 친밀함, 신뢰, 협력, 화합 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학

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서 보다 두드러진다(Lorte, 

1975, 진동섭 역). 이렇게 화합이 중요시되는 동학년 문화이지만, 되려 

불화가 있거나 동료들이 자신과 비전이 달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근무환경이라면 좌절감은 배가 된다.   이끄는 배움 유형은 근무 학교에

서 얻지 못한 위안을 티처런 뒷풀이를 통해 얻었다.

학교에도 물론 얘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나랑 업

무로도 얽혀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아무래도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나에 대한 평가로 돌아올거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적죠. 

(이 교사- 면담)

   또한 다른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뒷풀이에 참여하는 와중에도, 이끄는 

배움 유형 교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어색할 수 있는 구성원들

을 독려하고자했다. 과거 뒷풀이에서 자신이 얻었던 위안을 기억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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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따뜻함을 다른 구성원에게도 나누어줘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긴 것이

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받은걸 나도 이렇게.... 

그 때 내가 받은 위안들을 이 사람들도 느끼면 좋겠다. 몸집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인원 수가 많아지

니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도 여기 남아있다

는 건 더 티처런 안으로 더 들어오고싶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뒷

풀이에 용기내서 왔는데 그냥 어색어색 하고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이 교사- 면담)

(다) 책임감 쥐어주기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일반 교사일 때는 신경쓰지않아도 되는 부분들

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누가 규정하지않아도 스스로 리더로서의 역

할을 찾아 책임을 짊어졌다. 특히 1 장에서 밝혀졌다시피, 리더들 간의 

관계는 다른 구성원들 간의 관계보다 더욱 끈끈하다. 이는 자신의 느슨

함이 다른 리더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연대감으로 이어졌다. <표 19> 

에서와 같이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책임감은 그들의 높은 출석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기 때는 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학교 우리 교실에서 하

니까. 티처런에 더 애정을 갖게 된거지.

(성 교사- 면담) 

왠만하면 안빠져야죠. 진짜 아프지 않는 이상. 빠지면 되게 죄송하고 

그래요. 리더들이 같이 있어줘야 힘이 되고 그런걸 다 아니까.

(홍 교사- 면담)

<표 19>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출석율 (2019년 기준)

이름 출석율

조민호 100 %

장진환 90 %

성세현 100 %

홍소리 90 %

이단애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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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움의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이러한 ‘정서적 지지얻기’ 전략이 있었기에 티

처런에 계속 참여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에게 티처런은 과외업무임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한다. 가

시적인 보상이 없는 상횡에서 이들이 티처런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정서적인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나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거에요. 이게 정말 계속될수 있을까... 할 

때 쯤에 내가 티처런을 소개해준 선생님들이 ‘혼자서는 못한다’,‘ 도

와줄테니 같이하자’ 하고 손내밀어서 여기까지 온거죠.

(조 교사- 리더 회의)

언젠가부터 뒷풀이는 꼭 가요. 전에는 별일 있어야 (그 날 유난히 뒷

풀이에 가고싶어야) 참여했는데, 이제는 별일 없으면 가요. 여기 오

면 든든해지고, 워크숍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여기와서 풀기

도 하고,... 이런게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사- 면담)

2) ‘입맛에 맞추기’ 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가) 제발로 찾아가기

이끄는 배움은 ‘제 발로 찾아갔다’ 기보다는 스스로 터를 만든 축에

속한다. 그러나 그 어떤 유형보다 ‘자발성’을 기반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서 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교육에서 교사학습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게 해외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초등교사학습공동체가 

없고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보자 했죠.  

(조 교사, 운영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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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직접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정

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났다. 우선 구성원들이 보다 필요를 충족하는

공동체를 만들기위해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그림 26>과 같이 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심층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림 26> 연말에 이루어지는 티처런 설문조사 (상) 및 설문조사 결과 (하)



- 148 -

더불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비전에 대하여 탐구하고 고찰하

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이 맡은 체육수업활동을 구성원들에게 안내

하기 위해, 자신의 자료를 정선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자신이 결정한 바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자한다는 면에서,

추후에 제시되는 ‘책임감 쥐어주기’ 와도 연결된다.

특히 요즘 리더들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할까’ 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하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의 역할이 의도치않게 너무 중요해져

버린 교육상황 속에서 티처런은 이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갈것인지. 

내가 던진 아이디어 하나가 고스란히 반영되요.  

(이 교사, 면담)

원래 사람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우는거에요. 내가 이걸 가르치

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정리가 되고 배운다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성 교사, 면담)

<그림 27> 이끄는 배움 구성원의

프로그램 준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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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움의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입맛에 맞추기’ 전략을 통해서도 지속적 전문

성 개발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티처런을 만들고 그 세부적

인 모습까지 자신의 손길이 닿았기에, 보다 애정을 가지고 티처런을 오

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교장님이 이거 만들라고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못했을거에요. 이렇

게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어려웠을거고...... 아마 학교에서 했

으면 곧 없어졌을거에요.

(홍 교사, 면담)

3) ‘성장욕구 채우기’ 와 ‘교사교육 전문성’

(가) 자부심 느끼기

티처런 초기부터 ‘자랑스러운 티처러너’ 전략은 꾸준히 참여하며 티처런

의 성장을 지켜본 서번트 리더와 따르는 배움들의 숨겨진 인정욕구를 자

극하였다.

티처런이 점점 더 잘나가잖아요. 대학 기반으로 시작해서 학계에서 

인정받은거 말고도, 여기저기 티처런 찾는 데가 많아졌어요. 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티처런이랑 협업할 때의 장점이 명확하니까. 

(중략) 좋죠. 제가 열심히 몸 담은 데가 유명해지니까.

(성 교사, 면담) 

(나) 더 높이 날기

티처런은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의 체육 전문성을 쌓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자료들이 워크숍에서 공유된 후 휘발되는 것이 아

니라, 서번트 리더의 콘텐츠로 쌓여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체육 관련 교

사 연수를 하는 등 보다 확장된 경험으로 이끌었다.

티처런의 ‘지식 퍼주기’ 속에서 자칫 소모 될 수 있는 이끄는 배움 구

성원들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전략을 통해 자기 스스로도 채워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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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형(티처런 설립교사)도 인정을 해줬고, 이 때 교과서도 나한테 

같이 쓰자고 제안했고. 이 때 겨울부터 학교체육중앙지원단 활동을 

민호형이 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인성이 형이랑. 그러면서 체

육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상당히 많은 것들

을 폭발해낸 시기라고할까요. 교수학습자료도 쓰고. 박인문 교수님이

랑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성 교사, 면담)  

확장된 경험은 이끄는 배움 구성원에 새로운 배움을 향한 자극이 되

고, 새로운 학습자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학습자료는 티

처런에 다시 공유된다. 성장욕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인 성세현 교사는 교사학습자료와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얻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영상자료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티처런에 공유되었다.

교수학습자료 쓰면서 성세현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늘었죠. 교육과

정 엄청 공부했고, 체육책 집필하면서도. 

(성 교사, 면담)   

<그림 28> 성세현 교사의 교육과정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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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움의 결과- 교사교육 전문성

성장하는 티처런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른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교

사교육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다. 티처런 안에서 교사들에게 활동을 알

려준 경험, 티처런에서 쌓은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외부 연수를 한 경험

여기에 더하여,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새로운 교사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끄

는 경험 모두가 교사교육 전문성을 쌓은 한 모습이었다.

티처런이 제 실험장이 되기도 해요. 제가 새로 만든 게임이나 아니

면 (체육 관련) 연수 나가서 해보고싶은 것들. 물론 우리반 애들을 

데리고도 많이 하지만, 선생님들의 관점은 또 다르잖아요. 애들은 재

밌으면 장땡이고 그 이상 (협력의 정도, 체육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의 것들은 제가 고민해야하는데, 여기 오면 그 게임들을 선생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성 교사, 면담)  

4)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와 ‘공동체 운영 능력’

(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공동채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지속성’을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하고있었다. 또 7 년동안 항상 그 자리에서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

을 안고 있는 초등 교사들을 맞이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더불어 이런 지속성의 원천은 부푼 마음을 안

고 매번 티처런을 찾아오는 교사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지금은 이 티처런 커뮤니티라는 이게 하나의 생명체가 돼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굴러갈거 같은거야, 요즘

관성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굴러가기 시

작한거 같고, 내가 죽을 때 까지. 티처런이 지금 7년차인데, 언제까

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조 교사-운영교사 회의)

애정이 생긴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냥 학교 오듯이 한 달에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힘들고 그래도 왔다 가면서 와서 많이 힘을 얻는

거죠. 다음에 왔을 때 또 있고.

(홍 교사- 운영교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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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루틴이 있는 공동체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워크숍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티처런 운영의

노하우를 발휘하기 용이했다. <그림 29> 의 온라인 회의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실기’를 위한 체육수업활동만 기획하면 워크숍 준비가 되

는 것이다.

<그림 29> 체육수업활동 구성 위주로 진행되는 티처런 리더 워크숍 준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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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움의 결과-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능력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전략을 통해 교사학

습공동체 운영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운영 루틴을 활용하여 지속성을

갖추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겪은 운영 노하우들이 쌓

였다.

제가 조그만 여유가 됐으면 학교에서도 티처런 같은거 만들면

너무 좋죠.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는 여기서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감도 있고

(홍 교사, 면담)

다. 따르는 배움 유형의 전문성 개발 전략과 배움의 결과

1)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와 ‘체육수업전문성’

(가) 학생처럼 바쁘게 뛰어다니기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빡빡한 워크숍 일정 속에서 학생이 되어 바쁘

게 뛰어다니고, 숨을 헉헉대는 경험을 하면서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꼈

다.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아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진실한 안내자가 된다(최의창, 2009).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각각의 활동에 대한 재미요소를 몸소 느끼고, 이는 자신의 체육수업에서

도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즐거워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오면 왠만하면 다해보려고해요. 제가 체력이 진짜 달려서 힘든데도,

그래도 다 해봐야겠다는 고집..? 의지..? 같은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럼 진짜 쉴 틈 없고.. 중간에 잠깐 물마시는 5분? 10분? 그 때 선

생님들이랑 잠깐 얘기하는거죠.

(박 교사, 면담)

(나) 학생처럼 좌절하기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체육수업활동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

생들의 좌절감 또한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하면서 뜻대로 되

지 않는 승패나, 자신의 신체적 한계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열정의 대상이 아닌 것을 열정적으로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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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대표적인 난제이다 (엄태동, 2003). 초등학생

수준의 신체활동은 성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열정이 대상이 되지 못하

기에, 초등학생들의 좌절감도 공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

는 배움들은 티처런에서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체육수업활동들을 통해 학

생들이 좌절감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지면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

게 뭐 라고 저러나 싶으면서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달래줬는데,

여기 와서 게임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이기고싶은거에요. 이게 그냥

수업의 일부란걸 알면서도.... (이기고 싶더라구요). 지면 묘하게 찝

찝한 게 있어요 (웃음). (중략) 어른인 제가 애들용 게임을 하면서

도 이런 데, 애들은 오죽했겠나 싶더라구요.

(박교사, 면담)

숨이 차 헉헉 거리는 내 모습을 보자니 갑자기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중략) 나도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아이들이 40분

내내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강 교사- 체육수업일지)

(다) 학생처럼 용기얻기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학생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나가기도했다. 티처런에서는 체육수업활동을 경

험하면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더라도,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분위기가 강

했다. 체육에서 학생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말과 행동은 학생의 체

육 수업 자신감에 영향을 끼친다(조기희, 2015).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위기를 느끼면, 참

여 의지를 다 질 수 있음을 경험한 것이다.

콘텐츠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못해도 괜찮다’ 이런 게 되고 하니

까. 만약에 정말 내가 체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하시고

또 해보라 하시고 하니까.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못하면 빡세

게 굴리는거나 눈치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여기는 다 배운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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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니까. (체육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있

으면 그거 자체를 좋게 보는 분위기잖아요.

(박 교사, 면담)

여기 분들은 다 인화적이세요. 다들 교사라 그럴 수도 있지만, 뭐랄

까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

이 적잖아요. 저는 체육을 못하니까 공 하나를 던질 때도 긴장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교사, 면담)

(라) 학생처럼 발표하기

월례 워크숍 맨 마지막 ‘정리 및 성찰’ 시간에는 전 구성원이 원형

으로 둘러 앉아 하루 동안의 소감을 한 마디씩 발표한다. 짧은 시간이지

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의 주목을 받는 시간이다. 수업 시간의 학

생이 되어 발표를 하는 것이다. 따르는 배움 구성원에게 ‘원형으로 소감

말하기’ 는 발표할 때의 긴장감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소중한 학

급경영 팁이 되었다.

제가 직접 발표자로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어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심 교사-면담)

티처런에서 선생님들께서 끝날 때 원으로 앉아서 소감 발표를 하잖

아요. 그거를 지금도 하고, 다른 교과에도 적용했어요. 그걸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생활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구요.

(신 교사- 면담)

(마) 배움의 결과- 체육수업전문성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전략을 통해 ‘체육수업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다. 학생처럼 바쁘게 뛰어다니고, 좌절하고 용기

얻고, 발표하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체육수업의 시작과 끝을 경험해보았

다. 이러한 경험은 몸을 사용하는 교과인 체육 수업을 할 때 더욱 요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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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입장에서 하니까 확실히 다르죠. 물론 게임같은걸 얻어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티처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애들 입장에

서 모든걸 경험해보는 거에요. 재밌는 마음부터 힘들고 지친 마음

까지. 그걸 해본거랑 안해본거랑은 엄청 다르더라구요.

(박 교사- 면담)

2) ‘정서적으로 지지얻기’ 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가) 내 동료 데려오기

티처런의 구성원들은 함께 정서적 지지를 받을 동료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티처런을 소개하고 자신이 워크숍에 가는

날 함께 찾아왔다. 혼자 있을 때보다 자신의 지인과 함께 있을 때 보다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공동체에 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

었다. 또한 자신이 소개한 구성원에게 부끄럽지 않게라도 더 열심히 참

여해야겠다는 ‘책임감 쥐어주기’ 전략과도 연결된다.

수현이랑 같이오니까 더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멀지만) 오는

길도 심심하지 않고, 와서도 뻘쭘하지 않고.

(강 교사-면담)

(나) 뒷풀이: 느슨한 참여, 확실한 위로

티처런은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 자율적인 뒷풀이 문화를 가졌다. 공동체

내에서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한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이 부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뒷풀이에 부담 없이 참여했다.

일부러 뒷풀이도 따라갔던거 같아요. 동호회를 해봤기 때문에 뒷풀

이를 가지 않으면 여기를 알 수 없거든. 뒷풀이가 엄청 깔끔했어

요. ‘친해지려면 술을 마셔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박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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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에) 가서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어서 더 가는거 같

아. 인간관계에서 더 부담스러움을 느끼면 더 잘 못가는 성격이거

든. 뒷풀이를 꼭 가게 한다거나, 억지로 친해지게 만드는 거 있잖

아. 그런데 티처런에서는 (회식같은 행사에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

고하니까.

(신 교사-면담)    

동시에 티처런은 학교 내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나무 숲’ 이 되어 구성원들을 위로하였다. 본 전략은 특히 ‘나눔과 위

안’ 에 대한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서번트 리더와 따르는 배움에게

영향력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찾을 수 있는 대나무 숲일지라도, 그 대

나무 잎 하나하나가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 무

엇보다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어쨌든 이런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수업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게 있는것만으로도 좋아. (교사들이 모이거나 회

식하면) 아냐 일얘기 하지 말자. 아예 일얘기를 배제하고, 재테크얘

기, 정치얘기 밖에 없단말야. 그런데 난 일얘기 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 욕할 곳이 없어서 대나무숲으로 왔어요.

(심 교사- 면담)

(다) 책임감 쥐어주기

책임감은 비단 리더에게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인 따르는 배움에

게서도 자라난다. 체육 수업을 성장시켜주는 티처런에 대한 고마움을 책

임감 있는 출석률로 보답하고자했다. 특히, 자신의 동료도 데려온 경우,

이러한 책임감은 강해졌다. 함께 온 동료에 대한 무언의 약속으로 더 열

심히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맨 마지막주 월요일은 항상 비워놓죠. 물론 막 참여를 의무화하고

출셕여부 빡세게 체크하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만 대충 걸

쳐놓는 느낌은 좀 아닌거같아요,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사

람이 늘어나는건 좀 힘빠질 것 같구.

(강 교사- 면담)



- 158 -

윤진화랑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는 좀 의식이 되긴 했죠 (웃음) 제

가 데려다놓고 저는 안나오는건 좀 웃기잖아요.

(심 교사-면담)

우리 임고 공부할 때 도덕 교수모형 중에 ‘공언하기’ 단계 있었잖아

요. 그거랑 비슷한거같아요. 같이 가겠다고 입 밖으로 얘기해놓으니

까 자꾸 가야할 것 같고, 실제로 가게 되고.

(박 교사-면담)

(라) 배움의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따르는 배움 구성원은 정서적으로지지 얻기 전략을 통해 지속적 전문

성 개발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데려온 동료와 함꼐하고, 느슨하지

만 위로가 확실한 뒷풀이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계속 이 곳 티

처런에서 배워나가야겠다는 심리적 동조가 일어난 것이다.

마음이 편하니까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낯을 가리는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새로운 곳에 올 땐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오

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오면 부담스러운게 없다는걸 이젠 아니까,

계속 오게 되는 거지

(신 교사- 면담)

3) ‘입맛에 맞추기’ 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가) 제발로 찾아가기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자발적 의지로 티처런에 찾아왔다. ‘스스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라는 마음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 제 발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통과의례 역

할을 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연이쌤을 바닥놀이 프로젝트 (이벤트성 어린이 놀이

모임) 에서 만났잖아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많이하니까 촉 같은게

있어요 (웃음). 아 저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다. 저 분한테 캐내면

뭔가 나온다. 해서 연이쌤한테 여기 어떻게 오게되셨나고 물어봤고,

티처런을 통해서 오셨다는걸 알게됐고, 티처런에도 가고싶다는 욕

심이 났죠.

(이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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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절한 것 받아먹기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간절한 것들을 받

아먹고있었다. 이끄는 배움 구성원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재밌는 것’,

‘새로운 것’ ‘안전’, ‘학급운영’ 등 효율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로

드러났다.

갈 때는 대학원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학원 가

는 것도 머니까. 퇴근 후에 대학원 의자에 딱 앉으면 피곤 확 몰려

오는 그 느낌 아시죠? 티처런 가서도 교실 의자에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이 와요. (웃음) 그래도 티처런은 너무 좋아요. 대학원에 비

하면. 대학원은 교수님이 자기 할 말만 하잖아요. 자기 내고 싶은

숙제만 내주고. 일방적인데. 티처런도 물론 앞에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내가 듣고 싶어서 들으러 온 얘기들. 내일 당장 학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얘기들, 교사 생각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고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강 교사, 면담)

활동 자체가 제게 너무 요긴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가서 체육수업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때는 지금보다도 더더욱 신규였던 때라 가서 많은

걸 배워서 거리가 멀어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갔다 오

면 애들이 재밌어 할 거리가 늘어나니까.

(박 교사, 면담)

사실 수업할 때 애들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저희학교는 민원 엄

청 많은 학교거든요. 다치면 다 교사탓을 하시는데, 그래서 체육 부

담이 어 엄청 많은데, 티처런에서는 좀 쉬우면서 단계별로 할 수

있으면서 애들 덜 다치게 하는 팁들을 많이 주시는게 그런게 너무

좋았어요.

(이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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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대부분의 월례워크숍에서 주어지는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면서도, 일 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여름체육학교’를 독특

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었었다. 이 때는 기존의 워크숍과 달리 구성원들

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성원들이 직접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발표한

다. 따르는 배움은 자신이 직접 체육수업활동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서 놀라워했다. 이렇게 직접 만든 게임을 들고 체육수업에 임했을 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음을 밝혔다.

여름체육학교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교사가 체육수업을 말그대로 ‘만든다’ 는 거잖아요. 그 때 만든 게

임들을 다 써먹은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만든건 애들이랑 해봤

어요. 하면서 ‘이거 선생님이 만든거야~’ 하면 애들이 ‘오~’ 하고.

(박 교사, 면담)

(라) 배움의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입맛에 맞추기 전략을 통해 지속적 전문성 개

발 의지를 다졌다. 자신이 선택해서 온 곳인데다가, 자신이 필요한 체육

수업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원하는 모습으로 워크숍을

구성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자발성을 자극하는 전략들을

기반으로 참여한 이끄는 배움 구성원은 보다 오랫동안 티처런에서 배우

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때 윤하 데려오면서 체육수업에서 필요한거 진짜 다 얻을 수 있

는 곳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꼬시려고 한말이 아니라, 진짜였으니까.

전 냉정하게 제가 얻을 수 있는게 없는 곳이라면 안가요.

(박 교사, 면담)

4) ‘성장욕구 채우기’ 와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

(가) 대단한 사람들 투성이인 곳으로 가기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티처런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

극이 되었다. 자극을 주는 이는 앞에 나서서 말하는 리더 뿐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 뛰는 옆 동료의 모습에서도 자극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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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열정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렇게 많

은 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오로지 일주일에 단 세 번 하는

체육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 자체가 내가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볼 수 없었던 신

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강 교사- 교사일지)

이러한 자극은 따르는 배움 구성원에게 특히 영향을 끼쳤다. 리더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참여 의지를 다졌다. 더 나아가 티처런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의 지표로 삼고, 롤모델로 인식하기도 한다.

민호쌤도 그렇게 멀리서 힘들게 오시고.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셨

다는게 느껴지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강 교사, 면담)

준거집단으로서 작용한다고해야하나. 옳게 된 모임은 이런거야 하

는 이런거(기준)로서 나에게 작용하는거같아. 선생님들이 막 잘하

고 있다,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볼 때의 기준. 티처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걸 볼 때, 그럼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저런 일을 해야하

는거구나를 느끼지. 요즘은 그래도 같은 지역 다른 선생님들을 알

게 되었는데, 그 때도 (티처런이) 준거집단인거 같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저렇게 살아.

(심 교사, 면담)

(나) 나도 대단한 사람 되어보기

티처런은 자극을 받은 구성원들에게 그들 또한 충분히 ‘대단한 사람’

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해준다. 퇴근 후 힘든 몸을 이끌고 티처런

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야 너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

없이 던진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는 체육수업에 자신감을 찾아 높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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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율을 보여 온 따르는 배움 구성원에게 강하게 전달되었다. 따르는 배

움 구성원들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강한 의지로 티

처런을 찾아와 학생들을 위해 배우는 자신의 모습 자체가 스스로에게 자

극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매우 낮은 만족도로 시작

했다가 끝날 쯤에 확 올라가요. (티처런 하러) 갈 때 너무 힘들거

든요. 힘든 날 가게 되면 그래도 갔다오면 뿌듯할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감이 생겨

요. 뭔가 배웠다. 뭐 하나라도 듣고 왔다. (그래서인지) 그다음에

생각보다 끝나고 오면 몸이 덜 피곤할 때가 있어요.

(박 교사, 면담)

제가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준다고 해야하나. 제 개인적인 일들 때

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걸 하다보면 정작 교육은 놓치게되

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갖다보면 ‘아 나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노력하는 교사인 것 같아’ 라는 성취감. 그 조차도 안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

거든요. 애들 앞에 서는것도 무서워하고.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정말 커요.

(이 교사, 면담)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걸 보니 나도 훌륭하

구나 하는 셀프 칭찬을 해주죠. 저한테는 이런게 중요한거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직업이 한없이 대충하자면 끝없이 할 수 있잖아

요. 진짜 누가 자르는거만 아니면. 뭘 하든 끌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연구한다는 건) 돈 더 주는 것도 아

닌데.... 대단한거죠.

(박 교사, 면담)

(다) 자부심 느끼기

점점 유명해지고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티처런의 성장은, 따르는

배움 구성원의 숨겨진 인정욕구를 자극하고, ‘티처러너 (teachelearnner)’

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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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처런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면?

A: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 2년

뒤였나. 그 때 ‘교대로 강의 나가는 선생님이 교대생들이 티처런을

알고 있다’ 라던가 아니면 누가 논문 주제로 쓰고 있다라던가 하셨

잖아요. 그런걸 들었을 때, 먼저 왔던 사람으로서는 뿌듯하죠. 왜냐

면 내가 사람이 적었을 때부터 알고있던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유

명해졌네. 하면서. 좀 아이돌 키우는 느낌이랄까... 자랑스러움을 주

는것같아요.

(박 교사, 면담)

학교체육진흥회였나? 거기에서 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니까 좀

신기했어. 방송..?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하

고있다는 느낌이 들고...... 좀 긴장되긴 했지만 기억에 남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신 교사, 면담)

(라) 배움의 결과-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성장욕구 채우기 전략을 통해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교직에서 내가 따르고 싶은 롤모델들을 가

까이서 겪으며 자신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보게 하였다. 또

한 열심히 티처런 활동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

이 경험한 교직생활이나, 현재 자신의 교직 생활도 가치있음을 확인하였

다.

여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청 많은 생각을 했던 날이 있어

요. 진로고민이라고해야하나. 그렇게 되고 싶던 교사 되고 나서 진

로 고민을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학교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

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거죠.

(심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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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와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공동체

현직교사교육의 일반적인 방식인 집합연수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이라

는 점에서 교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옥선,

2018) 이에 비해 티처런은 7 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이다. 다음에 또 가서 체육수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 또 가서 그때 그분에게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티처런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사람과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안락함’ 은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배움

이 일어나는 데에 도움을 준다(구영산, 2014).

그 선생님을 다음에 또 본다는 거. 한 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오

늘 팀으로 같은 색 조끼 입은 쌤을 다음 번엔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런게 연수랑 가장 큰 차이죠. 물론 체육연수 자

주가다보면 보는 쌤 또 보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 (티처런)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나랑 통했다는 느낌... ?

(따르는 배움 심 교사-면담)

처음엔 오는 길이 너무 멀고, 좀 동네가 낯설기도 했어요. 그 (동

네) 주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막 있고 하니까 괜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일 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건 당연히 없어지죠. 익숙해지

니까.

(박 교사-면담)

(나) 루틴이 있는 공동체

따르는 배움은 티처런의 루틴 속에서 다음 배움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

었다. 매 달 워크숍에 꼬박꼬박 참여하기 위해 안내된 날짜를 비워둔다.

또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와중에도 다음 단계 활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에 체육복 미리 갈아입기, 늦으면 체육관을 바로가기 등 효율적인 방

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 165 -

2월에 워크숍 자료집에 찍힌 날짜 받으면 일단 핸드폰 캘린더에 다

박아놓죠. 매 달 마지막 주 월요일. 그래야 그 날을 비워놓고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심 교사, 면담)

밥 먹고나서 아이스브레이킹 끝나자마자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좀

어수선하고 급하잖아요. (처음엔 안그랬지만) 이제 저는 밥 먹기

전에 체육복부터 갈아입고 교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때부

터 차분하게 선생님들이랑 인사도 좀 하고, 간식도 챙기고.

(이 교사, 면담)

저번엔 늦어서 바로 체육관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박 교사, 면담)

(다) 배움의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은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전략을 통해 더욱

단단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구성원은 끊임없이 바

뀌고 들락날락하지만, ‘다음에 가도 또 있다.’ 는 점과 갔을 때마다 예측

가능한 단계에 따라 다음 활동이 이어진다는 점은 구성원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여기 쓰여있는 다른 것(집합연수, 온라인 연수, 책 읽기 등 다양한

교사교육 방식)보다 티처런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느끼는 건

여기는 계속 되니까. 학교다니는 느낌이랄까요. 때 되면 가고, 가면

또 뭘 배우고.

(이 교사- 면담)

라. 선긋는 배움 유형의 전문성 개발 전략과 배움의 결과

1) ‘입맛에 맞추기’

선긋는 배움 유형은 ‘제 발로 찾아가기’ 와 ‘간절한 것 받아먹기’ 전략

을 통해 티처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1에서 밝혀진바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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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간절한 것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해 ‘받아먹을 수 있다’ 는 생각에

참여도는 낮았다. 따라서 ‘입맛에 맞추기’ 전략을 통한 배움의 결과는 두

드러지지 않았다.

(가) 제발로 찾아가기

‘제 발로 찾아가기’ 전략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티처런에서 모든

유형에게 해당되는 전략이다. 선긋는 배움 유형 구성원 또한 스스로 찾

아왔다. 다른 유형들처럼 스스로 갔다는 점은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겠다

는 초기 학습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가고싶어서 간데니까 뭐 하나라도 건져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

던 것 같아요. 먼 데까지 시간 들여서 간거니까.

(박 교사, 면담)

(나) 간절한 것 받아먹기

선 긋는 배움 구성원 또한 티처런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간절한 것들

을 받아먹고있었다. 따르는 배움과 마찬가지로 ‘재밌는 것’, ‘새로운 것’

‘안전’, ‘학급운영’ 등 효율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원했다. 이

는 따르는 배움과 선긋는 배움구성원의 교사상인 ‘수행 지향 교사’ 의 특

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은 전 과목에서 쓸 수 있는게 많았고, 2월 달

에 조민호 선생님이 학급 운영 관련해서 연수해주시는거 좋았어요.

거기서 자기의 학급운영 팁하고 체육수업 팁 알려주셨잖아요. 2월

이 그걸 제일 많이 알려주시는 시기인 것 같았어요.

(박 교사, 면담)

1-2학년 체육도 좋았어요. 강당에서 선 따라서 걷는거랑, 가위바위

보 하는거. 1-2학년에서는 체육을 가르치지 않지만 3학년도 처음엔

2학년이랑 똑같으니까. 1-2학년은 보통 ‘체육’이 아니라 ‘놀이’에 집

중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체육이라는

틀 안에서 1-2학년 체육을 다루니까.

(이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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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욕구 채우기’

선긋는 배움 유형은 ‘대단한 사람들 투성이인 곳으로 가기’ 전략을 통

해 ‘성장 욕구를 채우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는 배움의 결과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연구결과 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체육을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성장의 방향도 티처런의 리더들과

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 대단한 사람들 투성이인 곳으로 가기

온라인 영상으로 티처런의 모습을 더 자주 접하는 선긋는 배움들에게도

티처런의 열정은 자극제가 되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

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영상 속 티처런 구성원들의 모습은 자신의 체육

수업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영상을 보면) 세상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구나. 나만

이러고 살고 있구나.... 하는 반성타임을 갖게해요 (웃음)

( 장 교사, 면담)

내가 저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 이 정도는 해

줘야지. 하는 것들이 있죠. 힘들어도 체육시간은 빼먹지 않는다던

가, 팀조끼는 왠만하면 교실에서 입혀서 나간다던가.

(박 교사, 면담)

3)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와 ‘체육수업 자원’

(가) 랜선 공동체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오프라인 워크숍에 참여하는 대신 랜선공동체

에서 공유되는 자료들로 자신의 체육 수업을 헤쳐나갔다. 특히 이들에게

는 영상 자료가 실제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 168 -

티처런에서 올라오는 영상으로 먼저 설명해주고 나갔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런 활동 설명이 서툴러요. 말과 칠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세현쌤 영상이 되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

걸로제 설명을 대신하는거죠.

(박 교사, 면담)

다만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이 ‘랜선공동체’ 에도 절실해하지는 않았

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티처런의 ‘개방성’ 이다. 티

처런의 SNS 와 영상 공유 사이트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다. 굳이 ‘가

입’ 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원한다면 티처런의 자료를 접할 수 있

다. 다음 기수에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티처런’ 의 유용성을 알고있는

선긋는 배움들은 검색을 통해 티처런의 자료를 활용한다. 두 번째는 다

른 정보 매체들이다. <그림 30> 과 같이 온라인 공간에는 티처런 이외

에도 다양한 체육수업활동 설명 매체들이 있다. 비록 티처런처럼 ‘공동

체’를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티처런 못지 않게

영향력이 높다.

<그림 30> 체육수업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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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체육수업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

(나) 배움의 결과- 체육수업 자원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전략을 통해 안정적

인 체육수업 자원을 얻고있었다. 티처런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언제 들어가도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연

구결과 1에서 밝혀진바와같이 ‘에너지바’처럼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활동들을 티처런에서 기대했던 선긋는 배움 구성원은 랜선 공동체에서도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으 선호했다.

체육시간 직전에 할게 생각이 안나면 티처런 채팅방을 뒤져봐요.

옛날에는 밴0도 봤었는데 요즘 거기는 잘 업로드가 안되는거 같

고... 재미는거 있으면 바로 써먹어보려고 하죠.

(장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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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뒷짐진 배움 유형의 전문성 개발 전략과 배움의 결과

1)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뒷짐진 배움 유형은 ‘학생처럼 발표하기’ 전략을 통해 학생의 마음

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전략을 통해 체육

수업전문성을 길렀던 따르는 배움 유형과는 달리 뒷짐진 배움 유형에게

는 두드러진 배움의 결과가 없었다. 연구결과 1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이

미 체육 수업 실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가) 학생처럼 발표하기

학생처럼 발표하기 전략은 수행지향적 교사인 따르는 배움 구성원 뿐

아니라 성찰지향적 교사인 뒷짐진 배움 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뒷

짐진 배움 구성원은 조용할 철학자들은 활동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양방향 지식 교류의 장으로 보았다.

그 때 마지막 성찰의 시간에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걸 무슨 수업에

적용했다. 이런건 잘 안됐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활동 중에

는 아이디어 얘기를 잘 못하다가도 그 시간에는 모두 다 한 마디씩

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노 교사- 면담)

<그림 31> 월례 워크숍에서 학생처럼 발표하는 구성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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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으로지지 얻기’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내 동료 데려오기 전략을 통해 자신과 함께 공

동체에 참여 할 지지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배움의 결과

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연구결과 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찰지향 교사

인 뒷짐진 배우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데려 온 후배들이 지향하는 바와

자신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 내 동료 데려오기

뒷짐진 배움 구성원들이 항상 숨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 동료 데

려오기’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출강하는 대외 연수에서 티처런을

홍보하고 주변 동료 교사들을 직접 티처런으로 이끌었다. 체육 수업 활

동 위주로 운영되는 티처런의 워크숍이 현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

지는 못하지만, 초등 체육이 활성화 효과에 공감하고 널리 퍼뜨리고자

한 것이다.

컨설팅 장학을 갈 때 티처런을 소개해요. 여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면 서울 남자 후배님들이 여기 다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초

등 현장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렇잖아

요 힐링이잖아요 (웃음). 이렇게 해서 티처런이 오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쵸?

(노 교사- 면담)

거기에 가면 수업시간에 할수 있는 활동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

해줬죠. 줄서기나 기본적인 것부터. 아예 모르시니까, 가서 몸으로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들이 달라질거다. 그랬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은 어떠한 동앗줄이든 잡아야하는 상황

이니까 (웃음) 이제 막 발령받았거든요.

(손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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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맛에 맞추기’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제 발로 찾아가기’ 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기’ 전략을 통해 참여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배움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발성이 공동체 참여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건

분명하나, 뒷짐진 배움 구성원의 경우 연구결과 2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자신이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바가 티처런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성이 충족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참여나 구체적인 배움의 결과로 이어

지지는 못 한 것이다.

(가) 제 발로 찾아가기

‘제 발로 찾아가기’ 전략은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뒷짐진 배움 구

성원에게도 나타났다. 특히 이 전 전략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 동료

데려오기’를 통해 후배교사들과도 함께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발성을 보

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 열정있

는 후배님들을 만날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뒷짐진 배움 노 교사, 면담)

(나)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티처런의 ‘여름체육학교’처럼 이렇게 교사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장면들을 바람직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았

다. 뒷짐진 움 구성원 티처런이 일방향적으로 수업활동을 제공하는 양상

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런 면에서 구성원들에게 판을 깔

아주는 여름체육학교는 교사들의 주체성을 제대로 자극할 수 있는 기회

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참여하는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에서도 이

런 모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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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주인공이 되고픈 마음이 있어요. 우린 심지어 교사잖아요.

매일 아이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듣고만 할 수 있

게는 없죠. 그 사람들을 연단에 세웠을 때, 마음이 찌릿 하면서 이

모임 안에 훅 들어올 수 있게 자극 하는 무언가가 될 것 같아요.

(손 교사- 면담)

제가 하는 다른 연구회에서도 티처런의 여름체육학교 얘기를 했었

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거기는 티처런 처런 실습을 하는

데는 아니지만 , 이런 형식을 취한다면 재밌을 것 같다고....

(노 교사- 면담)

(다) 배움의 결과 –공동체 운영 방법

4)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와 ‘ 체육수업 자원’

(가) 랜선 공동체

앞 장에서 밝힌 바와같이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체육수업활동과 실천

에 초점을 두는 티처런이 성찰적 교사를 추구하는 본인의 비전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티처런이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교사학습공

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체육교육을 활성화

할 것이라는 기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내비쳤다. 티처런이 형성한 ‘랜선공

동체’는 이러한 뒷짐진 배움 구성원이 소리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

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공유되는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32> 여름체육학교에서 체육수업활동을 만드는 구성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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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움의 결과- 체육수업 자원

뒷짐진 배움 구성원은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전략을 통해 최신의

체육수업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오프라인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에 소속되고, 동영상 플랫폼에

서 티처런을 구독해놓은 것만으로 꾸준한 체육수업 자원이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뒷짐진 배우 구성원은 근무학교에 고립되지않고 초등체육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

다고 느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손 교사, 면담)

성세현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영상들은 엄청 핫하잖아요. 젊은 분들

도 많이 보시고. (교사를) 하다보니까 교육에도 ‘유행’ 이라는 게 있

더라구요. 유행을 따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안 따른 것과 몰라서 못 따르는 건 다르죠.

(노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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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거리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참여도가 낮은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다. 지금

까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고연주 외, 2017). 그러나 연구는 주로 적극적인 참여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높고 참여도가 높은 ‘빅마

우스’ 들이 주된 연구참여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몰마

우스’ 들에게도 마이크를 넘겨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선긋는 배움’

과 ‘뒷짐 진 배움’ 구성원이 그 예이다. 그들이 왜 참여도가 낮았는지, 그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특히 ‘뒷짐 진 배움’ 은 ‘교사학습공동체’ 라는 새로운 교사학습방

식에 대한 선호와 체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끄는 배

움’ 유사점이 많았지만, 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상이한 시각으로 인해 소

극적인 참여 양상을 보였다. ‘뒷짐 진 배움’ 유형이 체육교사학습공동체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려면, 공동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가야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내에

서도 배움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

라 다변화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둘째, 교사들의 반성적 배움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

은 전문성 개발 중에서도 ‘앰뷸런스’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배움

을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옥선 외, 2018). 당장 내일의 수업에 써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스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본 연

구의 ‘선긋는 배움’ 에서도 나타났다.

나는 처음에 동학년 선생님의 추천으로 알게되었고, 먼저 가보자고 

제안을 해줘서 가게되었지. 가면 실제적으로 바로 체육수업에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수있다고 하기에. 체육은 사실 교과서

대로 수업 안 하잖아, 체육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러, 

아이디어를 얻으러 갔었지. 바로 쓸 수 있는.

(선긋는 배움, 박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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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교사 문화 내에서도 지속적이고 성찰적인 배

움에 대한 수요 또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뒷짐

진 배움’ 유형 구성원은 교사학습공동체가 ‘즉각적인 효과’만 제공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비록 그 효과의 속도가 느리고 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교사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즉각

적인 학습효과를 주는 것뿐 아니라, 이론 및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배

움을 통해 장기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지금까

지의 현직교사교육이 교사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자극하지는 못했음을 보

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티처런에 갔다오면 본인이 가지고있는 어떤 체육수업의 철학이나 목

적없이 활동들만 한차시 한차시 써먹으면서 하루살이 살아남듯이 야

금야금 먹기만하고 끝나겠구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체육수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없이, 고민 없이, 일관성 없이. 체육수업을 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하는데 여기서 주는 것들을 하나씩 써먹고 

나면 더 먹을게 없는거죠.

(뒷짐진 배움, 손 교사- 면담)

활동 위주의 영상들보다는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을 보여주는 컨

텐츠가 필요해요.  (중략)  책 한 권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보

자 하는게 필요해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한다면 젊은 후배교

사들에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성

숙기의 티처런이 살아남을 수 있고. 처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건 쉬워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런 기본이 되는 이론을 향한 

갈구가 이루어져야 해요.

(뒷짐진 배움, 노 교사- 면담)

셋째,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끈끈함과 느슨함의 양가적 요구가

있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2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따르는 배움 구

성원은 친밀함에 대한 강요가 없다는 점에서 티처런에 큰 매력을 느꼈

다. 티처런의 ‘느슨한’ 인간관계 덕분에 대한 부담 없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 3에서 밝혀진 것처럼, 따르는 배움



- 177 -

구성원은 뒷풀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끈끈함’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기도

했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갈망이 드러

난 것이다. 이는 사생활에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SNS나 다양한 취미 모임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

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가 드러난 지점이기도 하다(유승호, 2005). 앞으

로의 교사학습공동체는 이러한 양가적인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

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움 유형 변화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배움의 양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기위해 배움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형을 구분했

다고 해서 이 유형이 절대 불변의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배움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참여도’와 ‘추구하는 교사상’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따르는 배움의 경우 실천적 지식이 쌓이면서 추구하는 교사상이

실천지향 교사를 벗어나 성찰지향 교사로 향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이

끄는 배움에 해당하는 리더 교사 모임 내에서 리더를 더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으며, 그 후보로는 따르는 배움 구성원들이 거론되었다.

더불어 선긋는 배움 구성원 또한 현재는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있지만,

체육교육 가치관이 변하여 체육교육에 대하여 더 연구하고자 할 수 있

다. 이 경우 높은 참여도를 보여 따르는 배움 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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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배움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티처런

커뮤니티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참여율을 보이느 교사들이 각각의 위

치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중요요인과 유형별 전문성 개

발 전략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티처런 커뮤니티 교사들의 배움유형은 ‘이끄는 배움’, ‘따르는

배움’, ‘선긋는 배움’, ‘뒷짐진 배움’ 으로 드러났다. 이 배움유형의 구분

기준은 참여도와 추구하는 교사상이다. 이끄는 배움은 성찰 지향 교사이

면서 참여도가 높은 배움 유형이다. 따르는 배움은 실천 지향 교사를 추

구하면서 참여도가 높은 배움 유형이다. 선긋는 배움은 실천 지향 교사

를 추구하면서 참여도가 낮은 배움 유형이다. 뒷짐진 배운은 성찰지향

교사를 추구하면서 참여도가 낮은 배움 유형이다. 각 유형은 가입 및 참

여동기,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 공동체 내 역할에 따라 보다 자

세히 분석되었다. ‘가입 및 참여동기’ 에는 가입하게 된 원인 뿐 아니라

참여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 동기 또한 밝혀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첫째, 이끄는 배움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체육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티처런에 가입하여, 실천적·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참여동기를 높혔다. 7년을 유지한 티처런에 초

기부터 참여하였기에 마음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의지하기도 하였다. 이

들은 오랫동안 자리잡은 초등체육 기피 현상을 바꾸면서 좋은 체육을 뿌

리내리는 교사가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시간 뿐 아니라 학

급경영에도 자신 있는 교사가 늘어나야 하기에 생활지도와 통합적인 워

크숍을 구성하였다. 티처런 내에서는 티처런의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

는 ‘성찰하는 리더’ 역할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로 아카이

브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티처런에서 운영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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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 둘째, 따르는 배움 유형 구성원은 체육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상처를 안은데다가, 학교의 행정적인 상

황 속에서 체육수업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non-teaching’

(Sidentop&Tannehill, 2000) 현상을 경험하였다.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커

졌고, 극복 방안으로 티처런을 찾았다. 그래서 이들은 티처런에서 체육에

자신있는 교사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동체 내에서는

‘항상 오는 성실한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워크숍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 번째 유형인 선긋는 배움 유형의

구성원은 체육수업에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면서도 재밌는 ‘에너지

바같은 활동’을 얻어가길 바라며 티처런에 가입하게되었다. 그러나 티처

런을 공동체가 아닌 연수로 인식한 이들은 이내 티처런을 떠나게 된다.

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의 필요성이 점점 낮

아진 것이다. 이들이 추구한 교사상은 내일의 체육수업이 준비되어 체육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교사이다. 선긋는 배움 유형의 구성원들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조용히 간을 보며’ 최소한의 역할로 선을 지키며 참여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에너지바’를 수집해나갔다. 마지막 유형인 뒷짐

진 배움유형의 구성원은 초등교사라면 체육을 항상 곁에 둬야한다는 자

존심과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기반이 되어 티처런에 참여하였

다. 그러나 어느정도 체육수업전문성을 갖춘 채 가입한 이들은 티처런의

워크숍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참여도 또한 점점 낮아졌다. 뒷짐

진 배움유형 구성원이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교사상은 자신만의 체육

교육관을 가진 반성적 교상다. 실제로 이들은 전인적 체육이나 생활지도

와 관련된 자신만의 체육철학을 밝히기도하였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는 워크숍의 원활한 분위기를 위해 자신의 체육교육관을 내뱉지 않았다.

그러면서 참석하는 중에는 최선을 다하여 선배교사로서 다른 구성원들에

게 귀감이 되기도했다.

둘째, 티처런 커뮤니티 교사들의 배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구성원과의 관계’, ‘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유 정도’ 이다. 마지막 요인에서 ‘공동체 비전’ 은 리더 교

사 인터뷰, 워크숍 자료집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을 위하는 내실 있는 교

사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 ‘체육 수업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공유’, ‘나눔

과 배움에 대한 교사 내 갈증 해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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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느끼는 공감과 위안’, ‘예비교사교육의 보완’,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활성화’ 라는 6가지 비전을 추출해 낸 후, 각 유형에서 6가지 비전에 대

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유형별로

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자면, 이끄는 배움 유형 구성원

은 자신들이 손때를 묻혀가며 만든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을 보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게 된 시점은 이들의 참여 만

족도가 올라간 시점과도 일치했다. 구성원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의 인품

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 강했다. 외부 활동으로 더 잦은 교류를 갖기도

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공동

체의 비전은 6가지 비전 모두에 대하여 높은 공유 정도를 보였다. 내실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교사들의

실천적 지식들이 쉽사리 퍼지지 않고 자신의 교실 속에서 사멸해버리는

교직 문화를 안타까워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했다. 단순히 체육수업 활동

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고, 배움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속 고민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였

다. 더 나아가 교대에서 실천적 지식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교사들이 현

직에 나와서 티처런을 통해 익히고 있다고 보았고, 티처런이 체육수업

활동 영상을 제작하고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노력이 더 널리 전파되어

대한민국 교사와 체육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두 번째 따

르는 배우는 사람들은 몸으로 배워야 하는 체육의 특성이 잘 반영된 티

처런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였다. 구성원과의 관계를 보면 따르며 배

우는 이들은 선긋는배움과 뒷짐지는배움을 하는 이들에 비해서 확장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여섯 가지 비전 중 세 가지 비전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내실 있고 모범적인 교사학습공동체에 몸담고 있음을 자랑

스럽게 생각했고, 달라진 자신의 체육수업을 통해 실천적 지식의 가치를

몸소 이해했다. 또한, 친목을 강요하지 않아 구성원 간의 밀도는 낮지만,

열정적이고 대단한 사람들 속에서 밀도 있는 위안을 느꼈다. 세 번째, 선

긋는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선긋는 배움 유형 구성원은 티처

런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자료를 활요하는

것을 선호했다. 다른 구성원과는 제한적인 관계를 맺고있으며, 그마저도

매개인 교사나 기존에 알고있던 교사들이 주를 이룬다. 빡빡한 워크숍과

귀가 및 다음날의 출근에 대한 부담으로 친해질 시간을 갖지 못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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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쉬움을 가졌다. 선 그으며 배우는 이들은 여섯 가지 비전 중 다음

두 비전에 공감하였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티처런의 내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부족한 체육수업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티처런의 실천적 지

식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을 그은 채 배우는 이들은 체

육의 역할을 ‘신체활동 욕구 충족’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끌며 배

우는 이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해

공동체의 비전 대한 공유 정도는 이 이상은 확장되지 않았다. 마지막 뒷

짐지는 배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뒷짐진 채 배우는 이들은 티처

런의 체육수업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업 활동 이상의 것’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생각은 각자 달랐지만, ‘당장 내일 써먹을 수업‘ 을 리더가

‘떠먹여주는 방식’ 은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했다. 이들 또한

티처런 내에서 기존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스로 매개

인 교사가 되어 후배들과 참여하였다. 이들은 티처런이 정책의 수단이나

상업적 홍보용으로 쓰이지 않고 리더들의 철학을 꾸준히 고집하는 순수

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내실있는 교사공동체’라는 비전에 적극적으로 공

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티처런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체육 수업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티처런 커뮤니티에서의 배움유형별 전문성 개발전략은 크게 5

개의 상위 전략과 17개의 하위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각 전략에 따라 설

다른 배움의 결과가 나타났다. 위전략은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Student-focused)’, ‘정서적으로 지지얻기(Adoring)’, ‘입맛에 맞추기(as

they Like)’, ‘성장욕구 채우기(Advance)’,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Durable)’ 로 드러났다. 우선 이끄는 배움에서는 ‘정서적으로지지 얻기’

전략 중 세 가지 모두인 ‘내 동료 데려오기’, ‘뒷풀이:느슨한 참여, 확실한

위로’, ‘책임감 쥐어주기’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

지를 얻었다. ‘입맛에 맞추기’ 전략에서는 ‘제 발로 찾아가기’, ‘원하는 모

습으로 만들기’를 활용하였으며 이 또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라는

배움의 결과를 낳았다. ‘성장욕구 채우기’ 전략에서는 ‘자부심 느끼기’,

‘더 높이 날아가기’ 전략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이끄는 배움 구성원들의

교사교육 전문성을 이끌어냈다. 마지막 상위전략인 ‘지속적 참여환경 갖

추기’ 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공동체’, ‘루틴이 있는공동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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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였으며 그 배움의 결과로 공동체 운영 능력을 얻었다. 따르는 배

움은 5가지 상위 전략을 고르게 활용하였다.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전

략에서는 4가지 하위 전략을 모두 취하여 ‘학생처럼 바쁘게 뛰어다니고’,

‘학생처럼 좌절하고’, ‘학생처럼 용기얻고’, ‘학생처럼 발표’ 하였다. 그 배

움의 결과로 체육수업전문성을 얻었다. ‘정서적으로 지지얻기’ 전략 또한

모든 하위 전략을 활용하여 ‘내 동료 데려오고’, ‘느슨하고 확실한 뒷풀

이’ 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쥐었다. 그 결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를

가졌다. 세 번째 상위 전략 ‘입맛에 맞추기’ 에서는 ‘제 발로 찾아가기’,

‘간절한 것 받아먹기’,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이

또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의지를 갖는 배움의 결과를 낳았다. 네 번째 상

위 전략인 ‘성장 욕구 채우기’ 에서는 ‘대단한 사람들 투성이인 곳으로

가기’, ‘나도 대단한 사람 되어보기’, ‘자부심 느끼기’ 전략을 활용하였으

며 이를 통해 교직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마지막 상이 전

략인 ‘지속적 참여 환경 갖추기’ 에서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공동체’,

‘루틴이 있는 공동체’를 활용하였으며 그 배움의 결과로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지를 얻었다. 선긋는 배움은 ‘입맛에 맞추기’ 상위 전략 중에서도

‘제발로 찾아가기’ 와 ‘간절한 것 받아먹기’를 활용하였다. ‘성장욕구 채

우기 전략’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 투성이인 곳으로 가기’를 활용하였

다.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상위 전략 중에서는 ‘랜선 공동체’를 활용

하였으며 그 결과로 체육수업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 선긋는 배움은 낮

은 참여도와 체육 수업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전략

들에서는 뚜렷한 배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뒷짐진 배움은

‘학생의 마음 이해하기’ 중에서 ‘학생처럼 발표하기’ 전략을 활용하고, ‘정

서적으로 지지얻기’ 전략 중에서 ‘내 동료 데려오기’ 전략을 활용하였다.

‘내 입맛에 맞추기’ 잔략 중에서는 ‘제 발로 찾아가기’, 와 ‘원하는 모습으

로 만들기’ 전략을 활용하였다. 마지막 ‘지속적 참여환경 갖추기’ 중에서

는 ‘랜선 공동체’ 전략을 활용하여 체육수업 자원을 배움의 결과로 얻었

다. 뒷짐진 배움은 낮은 참여도와 공동체 지향점의 차이로 체육 수업 자

원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배움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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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 다양한 배움유형의 구성원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프로그램

교사학습공동체는 점차 그 주도권을 구성원 전체에게 이양하는 방향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 현재 티처런 프로그램의 주도권은 이끄

는 배움 유형 구성원인 리더들에게 있다. 구성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하

지만, 리더의 판단을 통해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실행된다. 지식의 이동

방향 또한 리더에게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로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르는 배움유형과 선긋는 배움유형에선 이러한 ‘수동적인 역할’ 에 만족

감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3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구성원들이 가장 인상적

으로 기억하는 활동은 ‘여름체육학교’ 였다. 최근 3년 동안 ‘여름체육학

교’는 일상적인 월례 워크숍과는 달리 구성원들이 직접 체육 게임을 만

들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여름체육학교에 대한 만족은 유

형과 관계없이 전 구성원에게서 드러났다. 뒷짐진 배움 유형 구성원은

이러한 심리를 ‘언젠가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싶은 마음’ 이라고 지적했

다. 수동적인 역할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가 숨겨져있는 것이다(Maslow, 1965).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여 구성원에

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은 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힐 수 있다 (Deci, E. L.

& Ryan, R. M., 1985).

구성원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티처런 내에서 이벤트적으로 이루어진 바와

같이 구성원들이 ‘메이커 교육’(Dougherty, 2012) 의 아이디어를 기반으

로 체육 게임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도 좋은 예이다. 또는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겨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

게 구성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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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더의 소모방지

티처런과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가 그 지속

성을 잃지 않으려면 리더가 소모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 연구결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티처런은 이끄는 배움 유형 구성원들에게 ‘책임

감을 쥐어주며’ 리더의 역할을 맡겼다. 책임감은 리더들이 티처런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너무 큰 사

랑은 교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정현수, 2019). 리더들은 다음과 같

이 말하며 티처런 운영과정에서 소모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2기 가면서 이제 요 멤버들을 끌고 가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끌

고 갈 수 있을까? 인원수의 증가도 없었고, 왜냐하면 내용이 1기 때

랑 중복되었고. 내용을 다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혼자서

는 부담스러웠지. 이걸 계속 혼자 끌고가야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조 교사, 리더 회의)

2기 때는 만족도가 좀 내려갔던게, 1기 때랑 똑같은 싸이클로 갔죠. 

나는 그렇게까지 신선하지 않았아요. 그랬기 때문에 좀 더 흐지부지 

된것도 있어요. 1기때 왔던 사람들이 중간에 안나오기 시작하고. 나

중에는 5-6명밖에 안나오고 이런날도 있었어요. 서로 힘빠지는 상황

이 연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때 민호형이 좀 위기감을 느꼈을거

야 아마. 

(성 교사, 면담)

그런데 5기부터 좀 힘들더라구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우리반에서 계

속 하니까. 아 이제는 좀 힘들어.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맨날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약간의 매너리즘 뭐 그런것들. 만족

도가 더 떨어진것도 내 관점에선 신선하게 없는거지. (중략) 여태까

지는 (만족감이) 높았던게 성장을 많이 한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이 

시점 이후부터는 제가 뭔가를 배푼다는 느낌이지, 제가 이걸 한다고 

예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었던 거죠. 물론 마이너스로 떨어

지진 않았죠. 그런데 냉정하게 이거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전 안할거

같아요. 

(성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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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더들의 소모를 방지하기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리더십의 공유이다. 소수의 리더들에게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책임진다면 개

인에게 돌아가는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더의 수

를 늘리거나 리더의 역할을 일반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실제로

도 초기 티처런은 설립교사인 조민호 교사 1인 리더 체제로 시작되었지

만, 1인 리더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한 주변 구성원들의 조언으

로 리더의 수를 늘린 경험이 있다.

1-2기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정조율, 모집, 장소선정, 콘텐츠 준비 등 지금 우리가 함

께하고있는거를 그 때는 모두 나혼자서 했고, 또 누군가를 시킨다는

걸 스타일 상 싫어했고 그런 상태였는데, 3기쯤 되가지고 지금 리더

들이 뭐 도와줄거 없냐. 좀 같이하자. 혼자하면 이제 이거 없어진다. 

해서 그러면서 점점 리더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다른 리더들이 나눠

가지면서 좀 더 지속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조 교사, 리더 회의)

Q. 만들 때는 몇 년 갈거라고 생각했어요?

A. 길어야 한 3~4년? 나 혼자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 정

도 나누다 보면 내가 좀 지치겠고, 흐지부지되겠지. 이런 리더들이 

더  생겨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거지.

(조 교사, 면담)

꼭 리더의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일반 구성원들과 함께 운영의 책임을

나눌 수 도 있다. 티처런에서 이루어지는 연말 설문조사를 보면 구성원

들 모두가 리더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따르는 배

움 구성원의 경우 연구결과 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티처런에 대한 고마

움을 기반으로 간식 준비하기, 교구 준비하기 등 작은 역할로라도 보답

하고 싶은 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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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사만 너무 소진될수 있다. 그렇게 안되려면 다른분들에게도 

권한이양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면되죠. 그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해

야할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6기 성찰 설문을 보니까. 다들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하고, 본인들이 너무 무임승차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계시더라구요.

(이끄는 배움, 성 교사, 리더 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나눴음 좋겠어요. 일반 선생님들이랑. 그

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일거같아요. 너무 핵심교사들만 다 하고 

있는것같아요.

(따르는 배움, 신 교사, 면담)

이와 같이 운영의 역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담당 등 더 확장된

역할까지 일반 구성원들과 함께한다면 리더들이 워크숍 때마다 마주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워크숍의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서 일반 구성원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티처런

의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그 검증 과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

다.:

(워크숍 프로그램을 일반 구성원이 준비한다면) 중앙집권화가 안되기 

때문에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걸 들고올지 모

르잖아요. 부탁을 했을 때. 만족스러우면 괜찮지만, 좀 이상하게 했

을 때 다른 참여자들이 봤을 때 별로라면....,, 전체적인 우리의 이미

지가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성 교사, 리더 회의)

리더들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리더들의 성장욕구를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극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끄는 배움 유형 구성원들은 티처런 안에서 ‘더 높이 날게 하기’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하며 티처런에 헌신하고 있다.

티처런에서 쌓은 체육수업전문성을 기반으로 체육 교과서 집필진이 되거

나, 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은 체계

화 되어있다기보다는 교육청 및 유관 기관에서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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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티처런의 리더 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려면, 체육수업 전문성이 성장되었음을 가시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더 구체화되고 다변화되어야한다.

다.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 형성

참여도가 낮은 선긋는 배움과 뒷짐진 배움 구성원에 따르면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꼽았다. 두 유형 구성원들

은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00초로부터 먼 곳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

하는 것도 큰 결심인데다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뒷풀이까지는 참여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회식을 하시거나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회식을 안했던게  

좀 머니까 부담이 되고, 아직 그쪽 사람들이랑 친한것도 아니다보니

까 아는 사람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고, 멀기도 하고 해서 저는 

9시쯤에는 집으로 오죠. 집 도착하면 10시 반 정도 11시 되니까.

(선긋는 배움, 박 교사, 면담)

뒷풀이에 참석을 마음으로는 하고싶지만, 집에 가는 길을 생각하고, 

동구로초가 아무래도 집과는 머니까, 교통편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같

이 또 이런 뒷풀이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죠.

(뒷짐진 배움, 노 교사, 면담)

특히 회식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 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존의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공동체 내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맹

점이 있다. 공동체 내에서의 끈끈함은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여 참여도

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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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바뀐다면 다시 티처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위치!... 위치 빼고는 없어요. 위치가 이렇게까지나 멀지 않으면 

회식 참여하거나 그러면서 소속감이 생겼을거 같은데......

(선긋는 배움, 박 교사, 면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참여도가 낮은 배움유형의 구성원을 공동체 안으

로 끌어들이려면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 복무나 연수 인정 시스

템 등이 개선되어야한다.

우선 근무시간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교사복무제도가 바뀌어야한다. 현 교육청 인가 교사 연수나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는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티처런

과 같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는 일과 시간 이후에 이루어져야한다.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업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변

화 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업무로 인

정되어야 시·공간 제약이 없는 효율적인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복무제도가 이루어지려면 양적 기준만으로 교사교육

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질적 기준으로 교사교육을 바라보

는 교사연수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사교육은 교사연수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사 개인

당 연간 60시간 이상의 연수 시수를 권고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그러나 교사교육의 질을 시간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60시간을 다 채웠어도 그 내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교사교육이 이루어

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클릭 몇 번과 간단한 시험으로 통과

할 수 있는 몇몇 온라인 원격 강의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고

시간과 점수와 같은 양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60시간

을 채우기에 급급한 연수들이 아니라 다양한 질적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사 교육이 장려되어야한다. 교사교육의 지속성, 참여하는 교사들

의 태도 등 행정상 평가기준으로 삼기에 모호하다는 이유로 도외시 되었

던 질적기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교육 기준에 대

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티처런과 같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도 교

사의 규정된 업무로 인정 받고, 구성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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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경험 및 배움유형 탐색 

;‘티처런 커뮤니티’사례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은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 사례연구를 통해 

초등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배움유형, 배움유형에 미치는 요인, 유형별 전문성 개

발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초등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심이 

많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

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이은후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

정생 / 010-9696-1599)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

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에서 교사들이 

어떤 유형으로 배워나가는지, 어떤 전문성 개발전략을 사용하는지, 또 그에 미

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티처런 커뮤니티가 초

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선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티처런 커뮤니티에 함께 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핵심교사 3분, 티처런 6기 교사 20분 (심층면담 및 관찰 6분, 관찰 14 분), 과거 

기수 (1기~5기) 교사 6분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선생님께서 티처런 워크샵에 오셨을 때 그룹 속에서 다른 티처런 선생님들과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하는지를 관찰할 것입니다. 선생님 주변에 앉게되시는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및 대화분석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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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할 예정

입니다. 자리는 평소 티처런 워크샵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됩니다. 티처런 워크샵에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를 분석하기 위함이니, 대화 주제 또한 연구 여부와 상관없이 평소와 마찬가

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대화를 위해 이은후 연구원은 선생

님 곁에서 관찰하기보다는 추후에 녹음자료를 사용하여 대화를 분석하겠습니

다. 그리고 녹음 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5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에서 5월 사이의 워크샵 중 하루를 

정하여 대화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대화 분석 시간은 20분~30분 정도로 걸

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선생님과 함께 조

율하겠습니다. 

2) 또한 선생님이 동의하실 경우, 선생님의 티처런 참여모습을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최대 4회 사진촬영과 활동기록(필드노트)을 통해 관찰할 것입니다. 

이은후 연구자 또한 티처런 워크샵에 참여하며, 선생님을 포함한 연구참여자

들의 참여 유형과 전문성 개발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할 것입니다. 사진 

자료에서 얼굴(동의, 미동의 교사 모두 포함)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

보 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사진촬영 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

라 연구자가 5년간 보관 후 삭제할 것입니다.

3) 또한 티처런 참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심층면담할 것입니다. 티처런에 

온 것이 선생님의 체육 수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선생님은 티처런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계신지, 티처런의 어떤 점이 선생님께 가장 도움이 되

는 지 등을 물을 것입니다. 면담 시간은 30~40분으로 예정됩니다. 면담 결과

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경우 2차 면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차 

면담은 선생님의 편의에 따라 유선이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짧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1 면담으로 진행되지만, 선생님께서 부담스러우시

다면 다른 연구참여자와 함께 1:2 면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 1월

에서 5월 사이 하루 진행될 예정이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동의 절차가 이

루어진 후 선생님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5년간 보관 후 폐

기할 예정입니다.

4) 대화관찰장소는 티처런 워크샵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이 이루어지는 000초등학

교의 △학년▲반 교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티처런 워크샵 날 (매달 마지

막 주 월요일), 아이스브레이킹이 이루어지는 6시에서 7시 사이가 될 것입니

다.

5) 참여 관찰 장소는 티처런 워크샵의 본 활동이 이루어지는 000초등학교 강당

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티처런 워크샵 날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7시에

서 9시 사이가 될 것입니다.

6) 심층면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나 근처 카페이

며, 시간은 선생님과 조율하여 정하겠습니다.

7)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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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귀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대화 분석 1회 20~30분, 참여관찰 최대 4회 (2시간), 

면담 1회 30~40분을 요청받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이은후 연

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대화 관찰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

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화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대화관찰, 워크샵 참여관찰, 심층면담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관찰 및 답변내용이 연구에 쓰

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찰 및 답변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

니다. 관찰 및 답변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

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앞으로 초등 체육 교사학습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

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전과 자유롭고 즐겁게 티처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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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이은후 연구

원(010-9696-1599)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선생님의 개인정보는 이름, 성

별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이은후 연구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터 및 시건장치(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

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

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

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5000원 상당) 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

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은 후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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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경험 및 배움유형 탐색 

;‘티처런 커뮤니티’사례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은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대화 및 면담의 녹음과 워크샵 모습의 사

진촬영 및 활동기록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ㅛㅕ쇼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ㅛㅕ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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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경험 및 배움유형 탐색 

;‘티처런 커뮤니티’사례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은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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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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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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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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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earning types and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PE learning community

through the case study of ‘Teacher-Learn-Community’(TLC). Thu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ed: First, what are the

learning types of TLC teachers? Second, what are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types of TLC teachers? Third, what are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ir effect of TLC

teachers?

As theoretical background, teacher learning and teacher learning

community underpinned this study. Followed by constructivism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2 month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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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9 to June 2020. 16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purposed criteria; gender, teaching career, undergraduate major,

attendance rate and participating period of TLC, and experience on

sports club or other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local document collection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To guarantee the trustworthiness,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utilized. In

addition, this study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ethics of the study.

Research resul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ur

learning types in TLC teachers; 1) Escort learning 2) Trace learning

3) Apathetic learning 4) Hesitant learning. The learning types are

classified by teaching belief and attendance. Escort learners are

reflection-based teachers who participate TLC regularly and steadily.

Trace learners are practice-based teacher who willingly participate

TLC regularly. Apathetic learners are practice-based teachers who

attend TLC irregularly and occasionaly. Hesitant learners are

reflection-based teachers who participate TLC inconstantly. Each

types were scrutinized by motivation of participation, pursuit through

the community, the role in the community.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s the learning types are ‘a

satisfaction to the running system and program of community’, ‘a

relationship with members’, ‘a level of sharing the visions of

community’. ‘The visions of community’ analyzed by interview with

leaders, local documents were ‘a genuine teacher learning community

for students’, ‘sharing of practice knowledge in PE’, ‘fulfillment of

eager to learning and sharing’, ‘comfort in enthusiastic fellow’,

‘remedy for deficiency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imulus for

nationwide physical education’.

Escort learners were fully content with the running system and

program while forming and developing those by themselves. They

trust each other strongly based on respect to each other’s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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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aracter. The visions of community were also firmly shared.

Trace learners, the second type, satisfied the running system and

program in that they can practice PE activities with their own body.

They have the most extensive relationship among whole TLC

members. They shared 3 visions of community among 6. Apathetic

learners, the third type, prefered get on-line resources of TLC

although admitting usefulness of the practical programs in off-line

workshops. They had restricted relationship with members and agreed

2 visions of community among 6. Hesitant learners, the last type,

were sorry that TLC programs were mainly consisted of practical

activities, not the reflective studying. They suggested TLC to pursue

more than just PE activities’. They agreed 2 visions of community of

TLC.

Third, there were 5 high strategies and 17 sub-strategies for TLC

teachers according to their learning type. The 5 high strategies were

‘understanding in the view of students’, ‘supported affectively’,

‘meeting their own taste’, ‘fulfilling their desire to development’,

‘managing the continuous involving environment’ and three or four

sub-strategies were followed to each.

Suggestions for field ap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several

learning types need to be considered to organize a program of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which escalates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members. Second, leader teachers (Escort type)

need to be kept from too much exhaustion. Routes for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s need to be diversified while their

responsibility is shared with other members. Lastly, work

environment of teachers are required to be more flexible to activate

teacher learning community.

keywords : teacher learning, teacher learning community,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 learn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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