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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위학교 학습공동체는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개별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
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사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
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 지역 혁신학교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모
토 아래 범교과 수업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연구모임을 매개로 단위학교 학습공동체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공개수업
만으로는 수업 개선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 혁신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기존 교과별 수업컨설팅과는 달리, 범
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공개수업을 하기 전에 같은 학교에 소속된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서 사전에 수업에 활용할 활
동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토대로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을 탐구하
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는 수업후 컨설팅이 아니라 사전에 활동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거
치며, 같은 과목이 같은 것을 보고 연구하기보다는 여러 교과의 교사가 여러 각도에서 수업기획력을 점검함으로써 교과별 컨
설팅의 한계를 극복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사전에 파악하며,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파일럿 수업
을 실시하며,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지와 학생들이 협력하여 배우는 수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에서는
범교과 수업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주체, 자신의 교과 수업 반성의 기회, 수업 참관의 안목 제
고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주제어: 범교과 수업공동체, 교과별 수업컨설팅, 교사 학습공동체, 중학교, 파일럿 수업

ABSTRACT.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enable the school curriculum diversified and specialized, and act as a mechanism that develops individual teachers’ professionalism. For all their importance, it’s hard and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establish and maintain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Recently, some ‘Innovation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s have established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at the school level through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ies
where teachers discuss and consult their classes. Unlike existing subject-based instructional consulting at the secondary
school,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ies develop activity sheets and plans together with various subject teachers at
the same school before holding the class for all. In this research, based on case studies, we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ies feature codeveloping activity sheets and plans in advance of open classes rather than after-class consulting, an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subject-specific consulting by examining instructional planning with various subject teachers from various angles
rather than researching the same subject class with the same speciality. In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ies, teachers
figure out students’ responses in advance, conduct pilot classes based on discussion results, and aim to develop interactive
activity sheets and instruction where students learn collaboratively. Discussed in the conclusion are future directions of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ies including final decision makers in the community, opportunity to reflect one’s own subject teaching, improvement of teachers’ perspectives to observe classes, and so on.
Key words: Cross-curricular instructional community, Subject-specific consulting,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Middle
school, Pilot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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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다 큰 연구인 KICE(2015)의 일환으로 수행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단위학교 교사 학습공동체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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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 학습공동체는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가능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그 전제는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교사모임, 즉 공동체 구축이다. 이는 곧 개별 교사가 아니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라 학교에 책무를 묻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전문적인 학
습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교사들이 집단으로 배

수업연구 모임이 활용된다.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 교사들은 개별적 성장이 아니라 집단 성장이 되어

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혁신학교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는 모토 아래 배움의 공동체 수업연구를 통해 학습공동

익을 주기 위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체를 구축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Kwak et al.,

(Stoll et al., 2006). 다른 학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4). 이들 혁신학교들의 경우 수업을 중심에 놓고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쌓아가고 발전시키며
조직화하려는 이유 역시, 결국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결

경우 혁신학교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수업을

의 틀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혁신학교들의

과를 창출하고, 학교를 스스로 지속적 개선이 가능한 체

여는 부분이었다고 한다. 특히 교과담임 체제인 중학교의

제로 만들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성공적,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

경우 “수업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이 있어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Kwak et al., 2014). 교사들은 혁신학교 정책을 만나

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일하며 함

고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바꾸려고 했던 학교문화의 핵
심이 수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학습공동체를 시작할 때 필수적인 것은 함께 수업의 변
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이다. 교

께 학습하는 것이 중시되는 추세이다(Stoll et al., 2006).
Fullan(2001)은 효과적인 학교들은 전문적인 공동체 문화
를 확립하고 있으며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로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가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습공동체는 개인주의, 과중한
개인 업무 등으로 고립화되는 교사 문화와 장학 연수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Newmann(1996)
은 미국 교육개혁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함에 있어서 성공
적인 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교사들로 구성된 전문 학습공동체는 지향하는 가
치와 목적의 공유, 협력적 학습과 적용, 지원적 환경과 분
산적 리더십 속에서 개인적 실천 공유, 및 구성원들의 실
천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제공
등의 특징을 지닌다(Hord, 1997, 2004; Seo, 2009; Kwak et
al., 2014).
하지만, 이와 같은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당위적
선언이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사 학습공동체를 구축
하고 유지하는 일은 “교사 자신들의 공동의 학습에 책임
을 지며, 상호 신뢰와 동료성을 구축하고, 팀워크를 이루
는 학습 문화를 형성”(Riley & Stoll, 2004: 35)하는 일이므
로 쉽지 않은 작업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명시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
들이 얽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심
각하게 저해하는 학교 안팎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사가 제일 힘들어하고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
이라고 말하는 교사들은 수업공동체 관계를 통해 교사들
의 동료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교사는 수업에 대
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동료들과 같이
해결해나가는 것이 수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고 교사
들은 설명하였다(KICE, 2015). 또한 교사가 수업을 나눔
으로써 학교에서 수업이 중심에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
교장의 권위도 약화시킨 측면에서 보면 교사 위주의 수
업이나 학교문화 구축에 기여한 측면도 크다고 평가하였
다(KICE, 2015).
나아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활혁신보다는 수업혁신
에서 출발하는 것이 교사들의 반발이 덜하다고 한다
(Kwak et al., 2014). 수업혁신을 통해서 생활지도 효과도
같이 얻는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수업이 제일 힘든 상황
이어서 수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들은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도 하루 중 대부분을 차지하
는 수업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ICE,
2015). 학교문화는 결국 수업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장기적으로는 수업의 변화를 출
발점으로 하여 수업 이외의 일상에서도 학교문화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키
는 것은 노력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Stoll et

가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을 바꾸는 기제로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
하는 일련의 수업컨설팅 과정에 참여한다. 중등의 경우

al., 2006). 이러한 교사 학습공동체는 교사 간, 학교 간의
협력과 나눔의 능동적 집단지성체로서(Seo, 2009), 단위

초등과 달리 교과담임제여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내용교수지식) 컨설팅 등의 형태로 교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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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반을 둔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곤 한다(Yi et al.,
2007; Kwak et al., 2009; Ko et al., 2009; Min et al., 2010).

터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A중학교는 읍

하지만, 현장교사들은 공개수업만으로는 수업 개선이 어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렵다고 말한다(Choe et al., 2008; Kwak, 2008). 수업컨설팅

범교과 수업공동체는 U중학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향후 U중학교를 모델로 하여 다른 학교들로 범교과 수업

의 경우 대개는 사전 협의회, 수업관찰, 사후 협의회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공개수업 후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

면지역에 위치한 총 29학급 규모의 학교로, 2010년부터

공동체가 확산되었다. U중학교를 비롯하여 범교과 수업

우 아무리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공동체는 교과별 수업컨설팅의 한계점을 자각한 동일 학

가설일 뿐이어서 사후 컨설팅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는

교 내 교사들이 다른 교과 교사들과 함께 사전에 활동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흔히 공개수업을 한 후 일어나는 사

를 같이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지 않는 수업을 만들

후 컨설팅의 경우 ‘사후 약방문’과 같아서 이미 끝난 수업

기 위해 시작하였다고 한다. 사례학교별로 거의 매주 실

을 어쩔 수가 없다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일부 혁신학교들에서는 범교과 수업공동체라는

시되는 범교과 수업공동체 활동에는 평균 5~10명 정도의
교사들이 참여하는데,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활동 과정을

새로운 형태의 수업연구모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등학교
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PCK(내용교수지식) 수업컨설팅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KICE, 2015b: 100).

(Kwak, 2008; Ko et al., 2009) 등과 같은 교과별 수업컨설
팅과는 달리,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는 공개수업을 하기
전에 같은 학교에 소속된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서
사전에 수업에 활용할 활동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
을 거친다. 즉,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혁신학교들의 경
우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매개로 단위학교 학습공동체를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토
대로 최근 경기와 서울 지역 혁신학교에서 확산되고 있
는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 수업 교사가 수업 내용과 활동지 초안 가져 옴 → 범교
과 수업공동체에서 수업 설계와 활동지 검토, 수정 →
수업 교사가 수업 설계 수정 → 공개수업 전에 수업 교
사가 들어가는 다른 반 수업 참관(파일럿 수업) → 범교
과 수업공동체에서 수업 참관 후 피드백 → 여러 차례
수업 설계와 활동지 등을 수정 → 공개수업 시행과 참
관 → 공개수업연구회 → 일상 수업에 적용

사례연구 중학교들에서 발견되는 범교과 수업공동체
의 특징은 교과 담임제인 중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사 학습공동체의 존재와

의 벽을 넘어서 사전에 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공동
으로 기획한다는 점이다. U중학교에서 진행되는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과정을 살펴보면, 1) 공개수업을 할 교사가

위상, 그 역할 등을 탐색한 보다 큰 연구인 교사 학습공동
체 모델 개발 및 실행이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
이다. 교사 학습공동체 모델 개발 및 실행을 탐구한 보다
큰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습공

활동지 초안을 가져오면, 2)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 수업
설계와 활동지를 검토, 수정하고, 3) 수정된 활동지로 수
업 교사가 들어가는 다른 반 수업에 투입해서 파일럿 수
업을 해보고, 4)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 파일럿 수업을

동체의 특징, 해당 학교 학습공동체의 역할과 학습공동체
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공동체 형성 및 운용

참관한 후 다시 피드백을 제공하여 활동지를 수정하고,
5) 공개수업 실시 및 수업연구회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
된다.
사례연구와 별도로, 사례연구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

의 촉진 혹은 장애 요인 등을 질문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학교들의 학습공동체 구

관계자, 해당 학교의 학습공동체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타학교 교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학교들에서 발견되는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을 도출

축의 단초가 되는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3월에서 8월까지 학
교 방문, 수업 및 범교과 수업공동체 활동 참관 등의 형태
로 진행되었으며,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학교현장을 방문

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하였다. 사례연구 학교들 중 범교과 수업공동체가 가장
발달된 학교는 U중학교와 E중학교였으며, A중학교의 경
우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였다. U중학
교는 대도시에 위치한 총 26학급 규모의 학교로 2010년

연구의 심층면담 참여자를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개별 심층면담의 경우 반구조화된 형태로 30~6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 및 협의회 자료는 녹취·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시도

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E중학교는
읍면지역에 위치한 총 25학급 규모의 학교로, 2012년부

교육청 관계자 및 다른 학교 교사들과 함께 사례연구 학
교들에서 발견되는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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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구 분

심층면담 참여자(전공)

시도교육청
사례연구 학교
교원

경기도 W장학관, 경기도 O장학사, 경기도 S장학사, W수석교사
U중학교
E중학교
A중학교

N교사(과학), T교사(기술), X교사(과학)
C교사(국어), M교사(수학), P교사(과학)
A교사(국어), K교사(국어), M교사(과학), E교사(영어)

의하였다. 전사한 심층면담 및 협의회 자료는 3명의 연구
자가 각자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합의된 코드
를 활용하여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을 추출하고, 기존
중등의 교과별 수업컨설팅의 특징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사례연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도출된 범교과 수업공
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후 컨설팅이 아니라 사전에 활동지를 공동으로 개
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수업을 공개
하기 이전에 수차례 활동지 재구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
이다. 공개수업 이전에 같은 주제로 여러 학급의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 중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공개수업을 할
수업에 대해 “활동지를 고쳐서” 실제로 다른 학급 수업에
투입해 본 후 최종 공개수업에 임하게 된다.
수업을 바꾸어보려고 “협동학습을 하려고 디귿자 모
양으로 아이들이 마주보게 해서 하는데도 수업은 망가
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U중학교 N교사는 공개수업이라
도 잘 만들어보자고 해서 활동지를 사전에 여러 차례 바
꾸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수업을 혼자 만들어
서는 수업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교
사들은 마찬가지로 “공개수업을 교사 혼자 준비해서는
수업이 달라질 수가 없고 괴롭고 힘들기만” 하다고 지적
하였다(E중학교 C교사, E중학교 P교사). 혼자서 활동지
를 만들고 기획해서 하는 수업은 “광고 만드는 수업을
하려다 발명 수업을 하는 것처럼 초점이 맞지 않기가 십
상”이라고 말하는 U중학교 N교사는 혼자 수업기획을 하
니 수업이 잘 되지 않아서, 수업을 대놓고 같이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회상하였다. 다른 교과의 활동지를 보니
까 “분량 문제, 난해한 표현 문제, 가독성 문제 등” 누가
봐도 고쳐야 될 부분이 발견되고, 이를 수정해서 다시
수업에 투입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활동지를
고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개수업을 했다고
한다.

U중학교 N교사: 개인의 수업은 다 망가지고 있었다. 광고 만드는
수업을 하려다 발명 수업을 하는 것처럼 각자 개인이 만들어
온 수업은 초점이 안 맞거나 끔찍하였다. 그래서 활동지를 잘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수업을 대놓고 같이 만들었다. 9월
에 공개수업 하시는 분이 공개수업 이틀 전에 모임에 활동지
를 가지고 오셔서 보니까, 활동지가 한 시간 분량으로는 너무
많고 내용도 산만해서 조심스레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되면 또 수업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서 계속 수정
해나갔다.

수업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수업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같이 준비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감도 익히고, 활
동지를 같이 만들고 수업에서 확인해보고 다시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하였다(U중학교
T교사). 수업을 활동지를 매개로 공동 설계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활동지나 수업이 바뀌는 것이 아
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수업을 통해 그 결
과를 확인함으로써 배워나간다고 한다.
2. 같은 과목이 같은 것을 보고 연구하기보다는 여러 교
과의 교사가 여러 각도에서 수업기획력을 점검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초점은 과목과 상관없이 수업 안
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 배우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
고 교사들은 말한다(U중학교 N교사, W수석교사). 범교
과 수업공동체의 첫 단계는 여러 교과 교사들이 만나서
해당 과목 차시 수업에 대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배
우면 뭐가 좋으냐?, 꼭 해야 하느냐?”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해당 수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공유하는
데서 출발한다(U중학교 N교사).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
당 수업의 내용과 목표 등을 이해한 여러 교과의 교사들
이 ‘이런 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건 이해를 못
할 것 같다, 이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등과 같이 아
이들 입장에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업을 하는 교사는 “
아이들 입장에서 수업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U중학교 N교사, U중학교 X교사).
U중학교 N교사: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초반 한두 시간 정도는 계속 물어보는 거다. 왜 이렇
게 하느냐, 이걸 배우면 뭐가 좋으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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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특징 탐색
초등학교 기억까지 더듬어서 그걸 꼭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한 시간 이상 공유하고 나면, 이런 건 아
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U중학교 X교사: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막 나온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달라서 활동지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 수업운
영, 모둠활동 등에서 ‘아하’ 경험, 수업의 노하우를 배우는 경
험이 많다.

동일 교과 교사들끼리 수업을 보면 “아이들의 배움을
간과하고 교과에 매몰된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오히려
“영어가 들리지도 않는 다른 과목 교사가 영어 수업을 보
면 영어를 빼고 아이들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범교
과 수업공동체의 경우 타교과 교사들은 “해당 교과를 몰
라서 오히려 과목보다는 수업의 본질을 볼 수도” 있다고
한다(A중학교 A교사; 경기도 S장학사). 즉, 아이들은 배
우고 있는지, 학생 참여, 삶과의 연계 등과 같은 수업의
본질에 입각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A중학
교 K교사).
3. 학생들의 반응을 미리 파악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여러 가지 수업상황에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갈 수 있는 장점”
이 있다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W수석교사, U중학교 X
교사).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교사가 대응할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 다른 교과 교사들의 역할은 자
신이 궁금한 것을 표현해서 “그 교과담당 교사에게 이해
될 때까지 계속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U중학교 N교사).
수업이란 결국 교과 베이스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해당 수업의 내용에 대해 모르거
나 궁금한 걸 표현하지 않으면 교사는 그 부분을 “수업에
담지 못해서” 일부 학생들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E중학교 C교사, E중학교 M교사).
U중학교 N교사: 범교과 모임에서 저항의 직렬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그 차시를 짜는데 저항 구성
에 대해서 한참을 한 30분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데
선생님 저항이 뭐예요?’라고 묻었다. 내가 당황스러워서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구나,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활동지를 확 바꾸었다.
E중학교 M교사: 도대체 이게 뭐냐, 함수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한다. 수학선생님들끼리 하면 함수가 뭐냐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이 함수가 뭐냐고? 수를 품고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함수를 처음 보는 아이들은 그런 생
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못 물어보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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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가 모이면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 해준다고 말
하는 교사들은 “어떤 교사가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아이가 가졌을법한 생각과 지점들이어서” 성의껏 이야기
를 듣고 아이들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어나가면 된다고
교사들은 설명하였다(U중학교 N교사, U중학교 T교사).
예컨대 저항에 대한 과학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항의 직
렬과 병렬연결에 초점을 두고 활동지를 열심히 구상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 교사가 저항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수
업 설계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U중학교 N교
사는 회상하였다. 범교과 공동체를 통해 타교과 교사들이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과 이해수준을 보여줌으로
써 사전에 “아이들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수업을 설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E중학교 M교사, U중학
교 N교사).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역사과 공개수업에서 고
려가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고려, 거란, 송나라의 관계와 거란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한 학생이 ‘송은 우리나라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범교과 수업공
동체에서 제기되는 타교과 교사들의 질문은 어느 학생인
가가 가졌을법한 의문이어서 이에 대한 파악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강조하였다(E중학교 M교사, 경기
도 O장학사).
4.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지와 학생들이 협력하여 배우는 수업을 만드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에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서 활동지를 공동으
로 개발하여 수업에 임할 경우,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
고 판단하여 “아이들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U중학교
T교사, U중학교 N교사). U중학교 N교사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 수업 참관도 하다보면 “아이들과
괜찮은 관계를 맺으면서” 수업을 좀 더 잘하게 된다고 주
장하였다. 즉,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목적은 활동지를 매
개로 학생이 참여하고픈 수업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교사
들은 설명하였다.
U중학교 N교사: 범교과 모임은 아이들이 잘 배우는 걸 추구한다.
열심히 범교과 모임도 하고 다른 사람 참관도 하다보면 내가
수업을 아이들과 잘 소통하면서 잘하게 된다. 여러 선생님들
의 의견을 들을 때 아이들과 호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활동
지가 만들어진다. 그런 수업을 하려면 혼자서는 힘들다.
E중학교 P교사: 활동지뿐만 아니라 수업운영에 대한 피드백도 같
이 받았다. 발문, 발표 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한
다. 저희는 활동 위주로 해야 하므로 수업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토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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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가
지고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지 공동
개발에 집중한다고 한다(E중학교 C교사, E중학교 P교사).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학생들 수준에 맞으면서도 학
생과 소통이 가능한 활동지를 기획해야 한다고 W수석교
사는 주장하였다.
그러다보니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는 활동지뿐만 아
니라 수업운영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E중학교 M교사; 경기도 O장학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지와 학생들이 협력하여 배우는 수업운영으
로 바꾸다보니 자연스레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
워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도 들어가게 된다고 E중학교 M
교사는 말한다. 즉, 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
서 학교생활에 서로 잘 적응하고 배운 내용들이 자기 생
활에 녹아나도록” 학생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범
교과 수업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교사들은 설명
하였다(A중학교 E교사, A중학교 M교사, E중학교 P교사).
5.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파일
럿 수업을 실시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바꾼 활동지를 활용하여
“진도가 빠른 반에서 파일럿 수업을 해봐야 한다.”고 교
사들은 말한다(U중학교 T교사, E중학교 M교사). 공개수
업을 할 교사가 미리 활동지를 만들어 공개하고 수업공
동체의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지를 고민해서 바꾸
고 진도가 빠른 반에 투입해서 두어 차례 수정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잘 맞는 활동지를 만들어나간다고 한다(U중
학교 T교사). 이렇게 사전에 수업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업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교사들은
말하였다(E중학교 M교사, E중학교 P교사).
사전(pilot) 수업을 통해 확인하는 단계가 없으면 진전
이 없다고 말하는 U중학교 N교사는 “사전 수업을 하면서
짚어가면서 넘어가야 우리한테 새로운 지식이 쌓인다.”
고 강조하였다. 수정된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투입하고 학
생들의 반응을 점검하면서 교사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쌓
이고,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서 “실천적이고 산만한 지
식일지라도 단단한 공감대가 생긴다.”고 교사들은 주장
하였다(U중학교 N교사, E중학교 C교사).
U중학교 N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운다. 그리고 수업교사
만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많이 배운다.
논의를 하고나서 만들어진 활동지로 진도가 빠른 반에서 파
일럿 수업을 해보고, 오후에 모여서 그날 본 수업을 토대로
해서 바꾸는 방향을 이야기를 했다. 배경이 다른 그렇지만 아
이들을 알고 있는 같은 학교의 교사들이 의견을 내고 납득하
고, 수업을 중간 중간 보고 확인해가면서 배우는 것이다.

U중학교 T교사: 그 수업이 될 수 있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만 기
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안 되는 현상이 예상되거나 들어가서
봤더니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안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으로 활동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만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많이 배운다.”고 한다(U중학교 N교사). 서로 논의한 결과
가 파일럿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판단
하면서 “아이들이나 과제, 수업진행 방법 등에 대해” 많
이 배운다고 U중학교 N교사는 주장하였다.
6. 교과별 수업연구와 수업컨설팅의 한계를 극복한다.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경우 동교과 교사들끼리는 모르
고 놓치거나 간과하는 부분을 다른 교과 교사들은 볼 수
있다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E중학교 M교사). 같은 교과
끼리 수업컨설팅을 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해당 수
업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 실패
한 경험을 서로 다 알아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컨설팅
이 끝난다(U중학교 T교사). 또한, 교과 전문성을 특징으
로 하는 중등학교 PCK 수업컨설팅 등의 경우, 본질적으
로 교과내용별로 특화된 수업전문성을 논의하는 자리여
서(Kwak, 2008), 정작에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
육과정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가 많다(Choe et al., 2008). 하지만 범교과로 수업연구를
할 경우 “수업이나 아이들을 볼 때도 보는 시각이 달라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종합하면 수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U중학교 T교사, E중학교 M
교사).
U중학교 T교사: 교과별 모임에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계가 있다.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길게 못 가고
실제로 효과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같은 기술교사끼
리 이야기하면 서로 고개 끄덕이고 끝난다. 서로 다 알아서
이야기를 길게 안하고 짧게 끝난다. 정작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한 건 없다.
E중학교 M교사: 여러 선생님의 컨설팅을 받아서 활동지가 막 변
화되는데, 맨 처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공개수업을 하는 분이 처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건 꼭
가르쳐야 하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타교과 선
생님은 ‘아이들이 싫어하고 의미가 없는 걸 왜 가르치느냐,
실생활과 관련된 게 없다’ 등과 같은 논의를 많이 하면서 접
근방식이나 학습자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교사 혼자서 혹은 교과별로 수업을 볼 때 “학생들 모습
에 대한 이해나 판단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알게 된다고 교사들은 주장하였다(U
중학교 T교사, U중학교 N교사). 범교과 수업공동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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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교사들은 주장하였다. 예컨대 중등의 경우 PCK

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수업을 해왔는데 정

수업컨설팅 등과 같이 교과내용별로 특화된 교수법

작에 “아이들은 들을 준비도 이해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subject-specific pedagogy)을 탐구하는 까닭에(Yi et al.,

는 것”을 범교과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U중학교 N
교사는 말하였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

2007), 수업컨설팅이 가능하려면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

족해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 전

등학교로 갈수록 교과별 내용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되므

성을 전제로 한다(Choe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고

문성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사들은, 학생

로, 범교과 수업컨설팅보다는 교과별 수업컨설팅이 더 많

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고 학생들을 수업에서 빠져나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였다(U중학교 T교

이 요청될 것이라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여러 교과 교사들이 모여서

사, E중학교 P교사). 즉, 특정 교과의 전문적인 영역을 주

활동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업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장하거나 고집하기에 앞서서 여러 교과 교사들의 의견을

범교과 수업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으로 바꾸어나갈 필요

같다.

가 있다고 교사들은 강조하였다.

첫째, 범교과 수업공동체에서는 무엇보다 해당 교과 교

한편,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여러 차례 활동지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공개수업
을 할 수 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수업을 공개하는 문화

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해당 교과 교사가 내려야 한다. 범교과 수업공동
체에서 주의할 점은 “과학 수업을 만드는데 국어든 음악

가 아니라 “폐쇄하는 문화여서” 당연히 수업을 드러낸다
는 것에 대해 모든 교사들이 부담을 가진다고 말하는 U
중학교 T교사는 “공개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다보니 부담
이 덜하고 해 볼만” 하다고 강조하였다. 여럿이 같이 공개

이든 와서 선생님들이 성의껏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주
면” 수업을 할 교사가 선별하여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과학수업이면 과학수업답게, 국어수업이면
국어수업답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범교

수업을 만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공개수업을 하는 것
을 내가 공개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수업을 잘하
기 위해 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교사
들은 설명하였다(U중학교 N교사, A중학교 K교사). 사전

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다수인 타교과 교사들의 컨설팅을
통해 수업을 바꾸다보면, 과학수업이 때로는 국어수업이
되기도 하는 등 수업의 본질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해당 교과의 교사가 교과전문성

에 활동지를 매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수업에 접
근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므로 공개수업을 편안한

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교과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에 적합한 실천방식을 최종적으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Kwak et al., 2009).
둘째, 다른 교과 수업을 보고 자신의 교과 수업을 반성

I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범교과 수업공동체는 동일
교과 수업연구와 컨설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 동교과 교사가 두
어 명밖에 안 되고 동교과 수업컨설팅 모임을 갖기가 어
려워서 범교과 수업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일부
교사들은 주장하였다. 범교과 수업공동체가 가능하려면,
매 모임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설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정 참여자들이 필요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자족해
서는 수업을 변화시키기에 충분치 않다고 교사들은 지적
하였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다시 논의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범교
과 수업공동체의 조건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의
미가 있지만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효력이 떨어질 것이라
2016, Vol. 20, No. 2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배움을 살리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수업 전에 수업을 기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고 교사들은 말한다. 이러한 교사의 수업 기획은 대개는
활동지로 구현되며, 교사들이 수업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은 각양각색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비슷할 수도 있다. 범
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해 전혀 다른 교과의 수업을 통해
내 수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수업에서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보고, 내 수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
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내기도 한다고 교사들은 설명하였
다. 즉, 다른 교과의 수업을 관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과 수업과 수업기획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교사들은 설명하였다.
셋째, 수업의 변화를 통해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할 필
요가 있다. 범교과 수업공동체를 통하여 학생은 물론 교
사도 서로에 대한 듣기가 가능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수업이 실현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
감이 회복된다고 한다. 교사들은 참관한 수업이 왜 멋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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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와 연대를
만들며, 이는 동료성 구축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성과 중 하나는 교사들이 학교에 있는 모
든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깨닫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공동으로 활동지를 재구성하다보니 공개수업
에서 수업을 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다. 공개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생 입장에서 활동지를
점검하고 함께 수정한 교사들은 수업을 훨씬 더 잘 참관
하게 된다고 한다. 사전에 활동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지점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해서 보니
까 수업을 더 잘 보게 되고, 공개수업에서 관찰한 객관적
인 장면과 데이터에 비추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업을
해석하는 안목을 높일 수 있다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범교과 수업공동체의 경우, 외부의 이론가나 어느 책에
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교사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생각을
모으는 데 더 가치를 둔다고 교사들은 강조하였다. 기존
매뉴얼이나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같이 만들고 같이 실천
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보니 여기까지 오
게 되었다고 사례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설명하였다. 요
컨대 범교과 수업공동체는 공동연구, 공동실천을 통해 교
사들이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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