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학습 공동체 성찰 나눔 안내
● 수업참관 및 관점
1) 모둠별 관찰
- 전교사를 공개수업 교실의 모둠 수만큼 나누어 모둠별로 배치하여 아이들의 배우
는 관계를 중심으로 수업을 관찰함.
- 단, 공개된 수업과 동일교과의 교사들은 교과의 차원에서 수업을 집중적으로 관
찰, 분석함.
- 각 교사는 교실 옆, 뒤에서, 모둠활동 시에는 지정된 모둠 가까이에서 수업을 관찰

● 관찰 관점 및 이야기 대상
1) 참관자의 관점
- 수업자에 대한 조언, 수업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가 아니라 본인이 ‘배운 점’을 이
야기할 것
- 수업에서 좋았던 점, 느낀 점을 교류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기
2) 이야기의 대상
- 교사의 수업기술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을 관찰하고 이야기할 것
- 학습자가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주춤거리는가’ 라는 사실에 주목할 것.
- 교사의 지시,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 학생들은 배움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 학습자들 간에 의미 있는 모둠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교실에 배움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언어와 행동은 없었는가?
- 교사는 학습자 한명 한명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 학습자와 ‘학습자, 사물, 사건’과의 연결 및 관계는 어떠한가?
- 학습자의 점프가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실에 서로 들어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
- 협동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 수업 과정에서 인상에 강하게 남는 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 학생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교사와 공감·소통하는가?
- 소외된 학생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함께 지켜야 할 사항
1) 1대 1식의 대화는 하지 않기
- 참관자의 의문을 수업자나 수퍼바이저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여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생각하기
2) 한사람의 의문을 모두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기
- 예로, 모둠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내 교과에서는 이렇다”등 자신의
체험과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기
3) 전원이 최저 한번은 발언하기
4)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에 집착하지 말기
- 아이들의 자세와 사실로부터 배우기
5)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만 편향하여 이야기하지 말기
-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해야한다

●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 공개 및 성찰 나눔 협의회
< 차례 >
1) 사회자에 의한 수업 및 수업자 소개
2) 수업자에 의한 수업의 흐름 소개 (3-5분 이내) 및 자기 성찰
- 본시에서 의도했던 수업 내용
-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 등
-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3) 교사 모둠별 이야기 나누기
4) 전체에 의한 수업 나눔
5)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