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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최 남 정*․ 임 부 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유아교사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연수는 이미
짜여진 교과목을 집단강의 형태로 진행되던 관주도 연수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앎
과 배움에 매혹되고 자신이 처한 교실상황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내적 힘과 전문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를 특성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수업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유아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심미적 수업’이라는 주제 하에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강의와 워크숍, 멘토링 중심의 교사연수를 진행한 후 유아교
사들이 인식한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1회 6시간씩 총 30시간 동안 현직 유아교사 51
명을 대상으로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연수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자신들의 교수방법과
사물을 이해하는 안목을 뒤돌아보는 반성적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심미적 수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이론과 실천의 병행을 통해 교사 전문성과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사의
앎과 배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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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게다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단순하게 학습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구성주의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이자 교사직
을 수행하는 동안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과 학습법을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평생학습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한숭희, 2002).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교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 및 교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교사의
전문성도 발달시키고 있다(김선천, 2007; 서경혜, 2005; 김정희, 강용원, 2003). 교사들 중에
서도 발달적 특성과 요구가 다양한 유아를 학습자로 둔 유아교사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 새
로운 지식과 정보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유아들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
수행위를 실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사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송정
원, 이대균, 2008; 안부금, 2002; 임부연, 2009; 조부경, 고영미, 2006).
그러나 지금까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사교육이나 교사연수는 대부분 관 주
도 하에 이론과 강의 중심의 연수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수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교육
현장이나 현직 교사의 필요성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해(김평국, 2003; 최승현 외, 2005; Cole
& Knowles, 1993), 연수를 통한 교육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지혜, 2008; 서경혜, 2005; 최승현 외, 2005). 또한 ‘위로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교사교육
은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교사가 배제된 교사연수’(최승현 외, 2005)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교사전문성 발달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최근 관 주도의 전통적
교사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몇몇 교사들은 교사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교사의 교육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이며,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개발이야말로 교육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료 교사들과
비형식적인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지역교육청과 대학, 유치원 현장 간의 협력 체제
를 갖춘 학습공동체 형태의 교사연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조부경, 남옥자, 2008;
Dufour, 2004; Ellen & Pearl, 2005; Krememitzer & Myler, 2006).

학습공동체는 1980년도에 경영학 분야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작된 것으로, 유사한 학습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수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창출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집단으로 정의된다(고영미, 2005). 또
한 학습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구성원들 간의 전문적인 협력관계 유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성, 공동체적 가치 강조, 공통된 목표(김성천, 양정호, 2007;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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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국, 2002; 이정훈, 2003; 주영주, 조은아, 2006; Rogers & Babinski, 2005) 등의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공동체 내의 협력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통해 자원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과정이자 평등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노력하
는 역동적 과정이며, 공동체가 속해 있는 문화나 체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협력
과 관련하여 Waddock(1991)은 협력의 유형을 체제적 협력과 실질적 협력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체제적 협력은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간의 협력으로 가장
정교화 된 유형이며, 실질적 협력은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이고 단
순한 유형을 의미한다(조부경, 남옥자,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사들이
구성한 학습공동체는 그들이 교수상황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는 학습공동체는 1990년대 들어서 교육학 분야
에 적용되었으며, 학교 개혁(school reforming)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기도 하였다(권
낙원, 2007). 학습공동체가 교육학에 적용된 이래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습공동체 내에서 이론적 학습과 실
천적 지식 및 교수방법을 공유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업을 개선시키고, 전문성
을 개발시키며, 창안적 문제해결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김성천, 2007; 문현희, 2005; 박선형, 2004; 유솔아, 2006; 조부
경, 고영미, 2006; 정혜영, 2002; 주영주, 조은아, 2006; 최진영, 송경오, 2006; DuFour, 2004;
김지혜, 2008; Hargreaves, 2000; Henderson, 1996; McLaughlin & Talbert, 2001, Meyer, 2002;
Rogers & Babinski, 2005; Sergiovanni & Strratt, 2008).

한편, 작금의 유아교육 현장은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교육의 모습을 벗어나
시․공간의 형식과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유아와 교사가 지적 유희를 즐길 수 있는 탈근대
적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전통적 교수법을 초월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러티브(Bruner, 2005),
교과의 심리화(Dewey, 2008), 미학교육(Eisner, 1995; Green, 1981)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난 교수
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도르프 학교나 레지오 에밀리아에서와 같이 수업을 예술로 볼
것과 교사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을 둔 교수행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감성이나 심미적 태도의 함양을 강조한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감성이나 심미적 태도의 함양이라는 교
육목적은 정의적 영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개념적․전달식 교수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교수법의 형태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유아의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심미적 교수법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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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임부연과 오정희(2010)에 의하면 심미적 교수법이란 개념적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어
건조하고 지루하게 전개되기 쉬운 수업을 즐겁고 생기 있는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
기술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수방법으로 수업의 즐거움과 지식을 유의미하게 통합하고자 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미적 교수법은 교실환경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구성할 것, 아름
답고 유의미한 주제와 목표의 선택, 교수목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유아를 몰
입으로 이끌 수 있는 심미적 교수자료의 개발과 상상과 은유를 활용한 내러티브와 교사발
문 등의 교수원리를 포함하고 있다(임부연, 2009; 임부연, 오정희, 2010; 임부연, 최남정, 양
혜련,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이나 연수에서는 심미적 교수법에 관
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사들이 심미적 수업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
다. 앞에서 감성이나 심미적 태도가 전달식 교수방법으로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과 같이 심미적 수업에 관한 학습은 실천적 행위 속의 앎을 통한 지식 획득(서경
혜, 2005)이 강조되는 분야로, 전문가의 이론적 강의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연수방식보다는
심미적 수업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학습의 요구를 가진 유아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
습공동체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심미적 수업능력 함양이라는 유
아교사들의 목적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유아교사들
이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
르기 위해서는 이론적 학습과 교육적 실천을 지원해주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인 대
학, 지역교육청, 유아교사집단 간의 협력이 가능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아교사 연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심미적 수
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사, 지역교육청, 대학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학습공동
체 교사연수의 운영사례를 통해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사의 앎과 배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유아교사 학습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

교사 학습공동체는 교수능력의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들로 구성
된 공동체로서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학습과 정보와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대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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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천(2007)과 김지혜(2008)는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교
사들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내에서 관련 서적과 연구물을 통한 발제, 토론활동
중심의 이론 연구, 수업 개발과 개별 교사의 수업 실천, 수업사례 발표 및 공유 등 공동체
내의 모든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상의 과정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다
른 교사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손영민(1999)과 구원회와 그의 동료들
(2010)은 종래의 교사교육이 지닌 한계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와 대학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구축하는 교사 전문성 발달 체제인 PDS(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를 교사교
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그림 1 참고). 교사공동체 중심의 PDS모형은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여러 교사들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습공동체 활동을 수행
하면서 연구자와 협력하는 것으로, 교사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
록 매개하는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혹은 연구진과 교사 공동체와의 역동적인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 중심의 PDS모형은 다양한 교사연수가 운
영되고 있으나 수업을 보는 안목을 기르거나 질적인 수업 관찰 및 분석에 기초하여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연수가 드물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직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수업 전
문성을 개발하고 수업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 이해와 수업관찰 및 분석을
통한 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교사공동체 PDS 모형 (구원회(2010, p. 588)를 참고로 재구성)
2. 심미적 수업능력

심미적 수업능력은 미학교육을 주창하는 여러 학자(Esiner, 1995; Green, 1981; Kagan, 1998;
Schiller, 1995)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수행위에 예술적이고 미적인 요소를 포함시키
는 수업능력이다. 그러나 심미적 수업능력은 새로운 수업능력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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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대안적 수업능력이라는 점에서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서
는 임부연(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미적 수업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미적 수업능력은 유아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해 놓은 학습내
용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교사와 유아들이 학습내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
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에서의 미적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임부연, 2009; 임수진, 이혜
원, 2008). 심미적 수업능력의 구체적 교수원리는 교실환경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구성하
는 것, 아름다우면서도 유아에게 유의미한 주제의 선택, 선택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다
미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수업 목표, 유아를 몰입으로 이끄는 동시에 수업 목
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심미적 교수매체와 자료의 개발, 개발된 교수자료를 매개
로 하여 상상과 은유, 판타지와 내러티브를 활용한 심미적 발문과 예술적 표상이 가능하도
록 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즉, 심미적 수업 능력이란 개념적 지식전달에 초점
을 두어 건조하고 지루하게 전개되기 쉬운 수업을 즐겁고 유아들의 생활세계와 의식세계에
적합하도록 생기 있는 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수기술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수업능
력으로 수업에서 즐거움과 지식을 유의미하게 통합한다(임부연, 2009; 임부연, 오정희, 2010;
임부연, 최남정, 양혜련, 2010).
Ⅲ. 연구 방법
1.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학습공동체의 구성
본 학습공동체의 구성은 K유아교육원이 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유아교사들은
교사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필요로 한다는 결과와 최근 감성과
미적 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연수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실에서의 미학교육과 심미적 교수법 실천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
적으로 해 오고 있는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에게 협력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K교육청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및 연구진은 몇 차례의 사전협의를 거쳐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
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형태의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이에 참여할 현직교사를 모
집하였다.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와 K유아교육원,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연구진 그리고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직 유아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학습공동체의 가장 튼 특징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을 고려하여 K유아교육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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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교사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성 및 역할

홈페이지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에 대
한 안내를 하였고, 본 연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현직유아교사 51
명이 유아교사 공동체 구성원으로 선정되었다. 교사공동체 구성원으로 선정된 유아교사 5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하위 영역
교사
원감
직위
원장
기타
5년 미만
5년~10년
경력
11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기관유형
어린이집
기타(유아체능단 등)
K도
지역
P시

참여자
36명
3명
8명
4명
9명
6명
3명
6명
27명
28명
11명
2명
10명
43명
17명

백분율
70%

계
명

6%

51

16%

100%

8%
18%
12%
6%

명

51

100%

12%
52%
55%

명

22%

51

4%

100%

19%

명

84%

51

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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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K도와 P광역시의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기타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현
직유아교사였다.
본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유아교사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학습공동체 운영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운영은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09:30～12:30, 1:30～4:30)에 6시간씩 5회기, 총 30시간 동안 이루어졌
다. K유아교육원은 학습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연구진은 심미적 수업능력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워크숍과 멘토링
중심의 교사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학습공동체 구성원인 유아교사들은 심미적 수업을 실
천한 후 공동체 내에서 수업실천 사례를 발표하였다.
학습공동체 구체적인 운영은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가 진행하
2)

<표 2> 유아교사 학습공동체의 주제와 목표 및 운영방법
회차
회

1

회

2

회

3

회

4

회

5

목표
• 심미적 수업에 대한 개요를 알아
본다.
• 심미적 수업의 교수원리와 요소를
이해한다.
• 심미적 수업의 주제와 목표에 대
해 알아본다.
• 심미적 수업의 주제와 목표 선정
능력을 기른다.
• 유아의 흥미와 몰입을 이끌어 주
는 내러티브와 수업 전체를 연결
시켜주는 얼개 짜기에 대해 알아
본다.
• 내러티브 작성법을 익힌다.
• 매체가 교육에서 갖는 의미와 심
미적 매체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 심미적 교수매체 찾기와 활용법을
익힌다.
• 심미적 수업에서의 교사 발화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 발화에서의 상상과 은유의 중요성
을 알아보고, 심미적 발화 능력을
기른다.

집단 형태 및 운영방법

대집단
이론 강의
(2시간)

소집단 토론
및 워크숍(3시간)

심미적 수업의 “빛과 그림자” 수업 분석하기
교수원리와 요소
심미적 수업의
주제와 목표

소집단 또는
개별멘토링 대집단
사례발표(1시간)
개념적 수업을 심미적
수업으로 전환하기

물 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일
수업을 위한 주
반적 목표와 심미적 목표 선정 심미적
제와
목표
선정하기
하기
“ ”

심미적 수업사례 “바람”, “초
심미적 수업의 롱”, “국화차”를 보고, 동일한 심미적 수업을 위한 내
내러티브와 얼개 주제로 개인 및 조별로 내러티 러티브 및 얼개 짜기
브 짜기
심미적 수업의
교수 매체

색 이라는 주제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 심미적 수업 계획안 피
물 찾기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 방법 익 드백 및 수업자료 제공
히기

심미적 수업의
발화

개념적 발화를 상상과 은유를 심미적 수업 실천 및
활용한 심미적 발화로 바꾸기 사례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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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공동체 형태별 집단 구성 및 운영방법

는 심미적 수업능력에 대한 이론 강의와 P대학 유아교육과 연구진과 현직교사 10명으로 구
성된 중 집단 형태의 토론과 워크숍 활동, 개별교사들의 심미적 수업 실천을 돕기 위하여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및 연구진이 개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및 학습공
동체 구성원 교사들의 심미적 수업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전 과
정을 통해 학습공동체의 구성원 유아교사들이 심미적 수업능력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
적 지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학습공동체 연수의 주제와 목표 및 운영방법은 표 2와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참여관찰 및 비구조적 면담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은 질적 연
구방법의 하나인 커뮤니티 중심의 실행연구(community-based action research, CBAR)에 바탕을
둔 참여관찰과 학습공동체 구성원과의 비구조적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CBAR의 장점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동적이며 합의적으로 연구과정을 전개하며, 연구결과가 커뮤
니티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이다(정현일, 2009; Stringer, 2007). 참여관찰은 관찰자로서의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
구대상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 상황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김영천, 2006), 면담은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면담 대상자의 내적 세계와 의미를 발견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참여관찰 및 면담 내용은 모두 녹화나 녹취를 한 후 전사하여
보관하였다.
1)

문서자료 수집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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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에게 연수평가서, 워크숍 활동지 및 평가서, 심미적 수업 실천사
례를 자기보고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수회기 및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
였다.
자료 분석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된
참여관찰 및 면담 전사본, 유아교사들이 작성한 연수평가서, 워크숍 활동지 및 평가서, 심
미적 수업 실천사례 보고서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은 후 핵심주제어를 도출하고 그 내
용을 유목화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도출된 연구결과는 삼각측정법을 통
해 해석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Ⅳ. 유아교사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
1. 반성의 계기가 된 학습공동체

관 주도로 이루어진 교사연수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필요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
영되지 못해 연수의 내용이 교수실천으로 전이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교사연수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수의 내용이 연수대상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인간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탈사회적, 탈역사적일 수 없으므로(김성천, 양정
호, 2007) 학습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학습이 강조되는 기존의 교사연수 보
다는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시 여기는 학습공동체가 더욱 적절하다 하겠다.
본 학습공동체의 경우 K유아교육원 주도 하에 유아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연수의 주제로 선정하고, 동일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학습공동체 구성원이 된 유아교사들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와 경험을
가진 동료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아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나누면서 학습을 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수업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의 기회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은 교직 준비와 입문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
지고 교수행위를 위한 기술을 익히면서 성장해 가는데,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한 교사의 반성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사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교수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교수법의
매너리즘에 빠져 안정과 침체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수업능력 향상이라는 동일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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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모인 본 연구의 구성원 교사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
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가 가질 수 있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수
업에 대해 반성하고, 유아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
를 경험하고 있었다.
여지껏 내가 준비한 수업들이 유아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가갔을지 반성하게 되
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촌스러운 미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도 해보게 되었
다. 전에는 없던 좋은 습관이 생긴 것이 나의수업을 돌아보면서 나는 적절하게 아이들에
게 수업을 했던가? 나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부분과 감동하고 감탄했던
수업은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해보는 좋은 습관도 생기게 되었고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
게 하면 더 이 수업이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몰입하게 할 것인
가를 연구하게 되었다.
(2009. 09. 12. 3회기 A교사의 연수평가서 중에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 공동체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심미적 수업능력’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미적 관점’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수업을 바라보는
자신의 안목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즉, 공동체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수업이
란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며, 주제와 관련된 지식전달이 중요한 수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습동체에 참여하는 동안 심미적 수업의 원리와 주제 및
목표선정에 대한 학습과 워크숍을 실천하고 동료교사들이 들려주는 경험 사례를 통해 개념
적 수업이 유아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아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반성은 교실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나와 학습공동체를 만났을 때
가능하였으며, 학습공동체는 유아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
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심미적 수업이야 말로 유아들이 즐겁게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다른 선생님들과 토의를 하고 수업사례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수업
방식이나 발화 그리고, 미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 나는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는지, 내 수업에서 아이
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이들이 감동하고 감탄했던 수업은 어떤 것이
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세련
되고 감각적이며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몰입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었다.
(2009. 11. 14. 5회기 B교사의 수업실천 사례 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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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수업 사례
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업과 비교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론과 사례보고의 시간
은 구성원 교사들 스스로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교수행위를 반성해 보게 하여 자신
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하고 있었다. 즉,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직문화
로 인해 동료교사와의 협력이나 상호작용이 부족하였던 유아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연령과 경력의 교사들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게 되는 과정은 수업, 언행, 사물을
보는 관점 등 교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
었다.
아름다움을 보는 새로운 안목 찾기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구성원 교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사고의 확장과 그 결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심미적 수업에 대한 이론 강의와 이론
적 내용의 현장 실천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즉, 구성
원들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학습공동체의 협력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나
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안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실
제로 학습공동체 구성원 교사들은 미와 수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물을 이해하
는 방식은 사람마다 상이하며,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미와 아름다움을 객관적 기준이나 잣대로 판단하던 안목의 편협함을 반성하고, 다
양한 시각에서 넓고 깊은 안목으로 각각의 사물 속에 내재한 여러 유형의 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사고의 전환이 되었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름다움의
의미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에서 좀 확장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예쁘지 않은 아름다움, 시각적 심미감을 가치부여나
동기와 관련된 심미감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2009. 09. 12. 3회기 토론 내용 중 C교사와의 면담)
사물이나 매체를 보는 눈과 관심이 세심해 졌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찾을 때도 좀 더
심미적인 것을 찾게 되었어요. 수업환경도 더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수업목표에도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는 내용을 꼭 넣게 되었어요.
(2009. 09. 12. 3회기 D교사의 수업실천 사례 보고서 중에서)

심미적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 혹은 ‘심미감’에 대한 포괄적이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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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학습공동체 구성원 교사들의 경우에도 공동체에 참여하
기 이전에는 ‘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로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표층미로 제한하여 이해하
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미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 활동을 통해 미처 내가 인
식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동료들을 보면서 사물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나 심미감에 대한 교
사 안목의 변화는 유아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의도적으
로 교수목표에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경험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가능한 미적요소가
내재된 교수매체와 발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교사 스스로 매 순간 반성적 사고를 통한 실천
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미적 안목의 변화는 유아들에게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쳐 유아들도 사물 속에 내포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며,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심미적 인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2. 심미적 수업 실천을 도와주는 학습공동체

심미적 수업의 이해를 돕는 학습공동체
본 공동체가 운영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심미적 수업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잘 알고 실천하던 교수법이 아닌
데다 완성된 매뉴얼이 없는 심미적 교수법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불안은 공동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해소되고 있었는데, 특히, 나와 유
사한 문제점을 소유하고 있는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은 구성
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심미적 수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

심미적 수업은 기존의 교수-행위를 재구성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처음 연수를 시작하였
을 때에는 심미적 수업을 어려워하고, 자신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과 수업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수업에 필요한 구체
적인 아이디어와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심미적 수업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고,
실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2009. 11. 14. 5회기 E교사의 연수 평가서 중에서)
수업을 늘 해 오던 방식대로가 아닌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의식
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큰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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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실행해 보고 수업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회기 F교사와의 면담)

(2009. 11. 14. 5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 공동체 학습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심미적 교수법에 대한 기
대를 가지고 강의와 워크숍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교수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관점의 심미적 교수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심미적 교수법을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이 경험
하게 된 이와 같은 고민은 동료교사와의 토의나 논의가 제한적인 대집단 강의와 개인학습
중심의 교사 연수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동의 문
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사들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토론과 상호협력
을 통한 배움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초임
이나 경력이 적은 교사의 경우 교육실천에 대한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필
요로 하므로(Rogers, Babinski, 2005)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사와 연구진들이 함께 토론하고,
교수경험을 나누는 학습공동체는 참여교사들에게 든든한 후원이 될 뿐 아니라 학습하는 내
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를 높이고 있었다.
심미적 수업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학습공동체
본 학습공동체는 유아교사들이 ‘심미적 교수법 활용능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차적 효과를 넘어 나의 경험과 지식에 타인의 경험과 지식을 더
하여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2)

동일한 주제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예를 들면 아름다운
영상물, 심미적 내러티브, 창의적 이야기, 상상과 은유의 발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어서 좋았어요.
(2009. 08. 08. G교사의 연수 평가서 중에서)
일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워크숍과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배운 것들
이 수업을 심미적으로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2009. 10. 10. H교사의 연수 평가서 중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인 수업활용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
고, 심미적 수업을 학부모 참여수업이나 공개수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어요. 실제로 (심미적 수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스들도 많이 얻었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어요.

367

교사의 연수 평가서 중에서)

(2009. 11. 14. I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 학습공동체에서는 심미적 교수법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이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워크숍 외에 구성원 교사들이 실천한 심미적 수업 실천사례 발표의 시간
을 가졌다. 처음 실천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제대로 된 사례인지에 대한 의문과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동료교사들의 여러 형태의 실천사례를 듣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껏 생
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다음 수업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들을 통해 얻게 된 심미적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수업자료로 기록되고 보관되었다. 이와 같이 교사에게 물
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저장된 심미적 수업의 아이디어는 개별 교사들이 담당하는 유아의
특성이나 교실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확장되어 정보와 양과 질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었다.
심미적 수업 실천을 위한 자신감을 주는 학습공동체
본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K시 유아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공동체에
서 다루게 될 학습의 주제에 대한 개괄적 안내를 받은 후 자발적 참여를 결정한 교사들이
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심미적 수업능력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교수법과 다른 관점의 새로운 심미적 교수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감이 없었
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이에 대
해 본 학습공동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L교수와 연구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심
미적 수업 실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심미적 수업을 계획하는 과
정에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L교수 및 연구진들과 함께 한 온․오프라인의 멘토링은 동료교
사들이 주는 피드백과 함께 또 다른 힘이 되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3)

월 달에 위인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주제로 정하고 저번
에 강의에서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림만 보여주지 말고, 심미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영상자료를 마련해 보기로 했어요. (중략) 그래서 도입단계에서 아이들
에게 영상을 보여 주니 우리아이들이 선생님이 생전 그런 수업을 안 하다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눈이 똥그래가지고 잘 보더라구요... (중략)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 져서 수업에 관
심을 가지니까 제가 힘을 안 들이고 수업을 했어요. 기분도 좋고, 뭔가 해 낸 것 같았어요.
(2009. 11. 14. 5회기 J교사의 수업실천 사례 보고서 중에서)
10

36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염색할 때 항상 작게만 손수건으로 해서 쉽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천을 좀 크
게 해서 거대하게 해서 웅장함 느낄 수 있게 해 줘 봐라 말씀하셔서 그걸 한 번 계획을
했어요. (중략) 천이 크니까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한 번씩 쳐보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노
는데 그 감동이 다르더라구요.
(2009. 11. 14. 5회기 K교사의 수업실천 사례 보고서 중에서)
아직 심미적 수업이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면 되는
지 조금 알 수 있었으며 내가 조금만 부지런해지고 감각을 기른다면 내 수업이 지금보다
더 아이들에게 몰입하고 감탄할 수 있는 재밌는 수업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중략) 심미
적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만큼 행복한 교사가 있을까 생각도 들었다.
(2009. 11. 14. 5회기 L교사의 연수평가서 중에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습공동체 구성원 교사들은 심미적 교수법을 학습하면서 수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 수업을 보는 안목의 변화는 수업을 예술로 접근하고 예술과
같은 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심미적 교수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몸 틀 속에 이미 각질화 되어 버린 기존의 교수법을 내
려놓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심미적 수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동
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교사들은 의식적으로 심미적 수업의 교수원리를 적용하기 위하
여 동료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연구진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심미적 수업을 직접 실천하게 된 유아교사들
은 심미적 수업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하면서 심미적 수업 실천에 대한 자
신감도 성장시키고 있었다. 즉, 본 연수에 참여했던 유아교사들은 심미적 교수법을 통해 수
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유아들이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심미적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미적 교수법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졌다. 이와 같이 심미적
교수법에 자신감을 갖게 된 유아교사들은 심미적 교수법을 모르는 동료교사들의 수업장학
시간에 좋은 수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심미적 교수법을 전달하였고, 이렇게 성장한 자
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가장 부담스러웠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가슴에 남는 것은 학습공동체에서 워크숍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369

이를 위해 P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연구진, K 유아교육연수원, K도와 P광역시의 유아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현직유아교사들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한 후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2009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매 달 1회 6시간씩 총 5회 30시간 동
안 이론 강의와 워크숍, 멘토링 및 심미적 수업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
습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심미적 수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유아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학습
공동체는 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수업과 미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반성하게 하고, 심미적
수업 실천을 돕기 위한 물리적․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 유아교사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학습의 형태로 협력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수는 대부분 협력
학습보다는 개별학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별학습은 대부분의 학습 과정을 혼자 해나가
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경쟁 중심의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습 행위를 철저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에는 익숙해 져 있지 않으며(Watkin & Braun, 2005), 다른 조직에 비해 페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직문화는 협력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초중
등학교에서 모둠활동을 강조하면서 학습자 간의 협력학습이나 교사와 학습자의 협력학습이
개별학습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권영례, 이경진, 신옥자, 2011; 손기준, 2010; 정종
성, 2011; Kumar, 2009; Mentz, et al., 2008)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교수
법을 배우기 위해 구성된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학습자이므로 학습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학습의 형태도 협력을 통한 학습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다양한 경험에 바탕을 둔 체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유아교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력 연령이 다른 유아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학습은 교재나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살아
있는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되어 유아교사들의 전문성을 시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학습공동체가 한 개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거나 구성원 간의 관계와 지위
가 서열화 될 경우에는 친밀감 형성이 어려워져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할 때에는 구성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 이전에 구성원 간의 친
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고영미, 2005; 박은
혜, 2009; 송정원, 이대균, 2008; 조부경, 백은주, 서소영, 2001). 또한 학습공동체가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간과한 채 조직을 위한 도구적인 학습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별 구성
원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정민승, 1999; Owenby, 2002) 학습내용을 협력하는
학습공동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이론과 실제가 함께 하는 연수를 위해서는 연수라는 학습공동체에 유아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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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직문화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수가 가지
는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연수와의 차별성을 가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수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이다. 즉, 본 연수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교육기관의 압력이나 외적 보상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본 참여
하였다. 이처럼 내적 동기에 참여한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사연수는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되어 공동체 내에서의 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연수의 효과까지 나타냄으로써 공
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수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경남 지역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약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으며,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얻은 지식
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이야 말로, 니
체의 표현대로 낙타에서 사자, 사자에서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힘에의 의지를 가진 자이
며,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넘쳐나는 교사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의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내적인 힘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현재 상태에 머물거나 교사내부의 성장의 욕
구를 간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힘의 의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
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 주거나 관련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및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사연수를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계와 유아교육 현장간의 학습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수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내용으로 선정된 것이 ‘미학
교육’이나 ‘심미적 교수법’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안내는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수업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계와 즐
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실천하고 싶은 현장의 요구가 만나서 구성된 학습공동체는 경험 없
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는 칸트의 우려를 넘어 이론의 실천화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다. 특히, 본 연수의 목적 중의 하나가 심미적 수업에 대한
이론학습을 한 유아교사들이 직접 심미적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는
데, 본 학습공동체의 학습이 마무리 될 때쯤에는 실제로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작은 부
분에서나마 심미적 수업을 실천한 경험이 있었거나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은 이론과 현장이 학습공동체라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실제를 위한 이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심미적 교수법의 특성 상 개인이 혼자서 고립
되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다양한 매체와 언어, 수업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371

가 요구된다는 점은 학습공동체 내에서 연구진들과 현장 교사들의 끊임없은 소통과 나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미적 수업능력’이라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본 것으로, 유아교사가 심미적 수업능력 및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동기와
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으로 인한 유아들의 변화를 기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유아교사의 심미적 수업능력 향상으
로 인한 수업과 유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 및 참여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및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 대한 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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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se Stu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Learning
Community for Empowering Aesthetic Teaching Skills

Choi, Nam-Jung․Lim, Boo-Yeun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model based on the concept
of ‘learning community’ which is recently gaining attentions from educational fields. The learning
community, a newly arising concept' to support teachers' volunteering interest of learning for their
own teaching ability, should also be an appropriate way to empowering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s well as self confidence on their own lesson. This study, particularly utilized the
'aesthetic teaching skills'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to sustain a learning community
because of its fascination of interest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51 of highly experienced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attended in 6 hours of learning in every month from May to November in 2009. The learning
community centered teacher training model included various types of teaching methods such as
lectures, workshops, and mentoring online and off line. The participated teachers were also given an
assignment to design and apply of an aesthetic lesson plan to their own classrooms at the end of
the train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os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xpressed their feeling of
‘change’ on their own views of the world which is fresher, more beautiful and artistic. They also
mentioned that they became more confident to design and to enact aesthetic lessons because of their
changed views by reflecting the past where they were more likely passive and disinterest of their
own lesson skills.
Therefore, this study came into conclusion that the newly developed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model based on 'learning community' has a much possibility to help teachers to become
continuously growing learners, who can search for the way of learning to improve their own teaching
expert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