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
나의 삶 전체를 통틀어 많은 영향을 미친 활동을 꼽으라면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커뮤니티 활동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선택하라면 스터디 활동이다. 처음 스터디를 기획하고 만들 때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너무 지켜워 오프라인 스터디를 통해 개발자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기대가 가장 컸다. 하지만 내가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가볍게 시작한 커뮤니티 활동이 내 삶 전반에 걸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도 스터디가 있었다. 어제 스터디에 참석한 사람들과 스터디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이유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한다. 나는 스터디를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 다양한 관점
내가 스터디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적 호기심, 사람도 아니다. 나는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만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에 한번 만나 2시간씩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혼자 공부해도 된다. 하지만 혼자 공부할 경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안에 갖힌 상태에서 지식을 바라보고, 지식을
체계화하고, 연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바라 보는, 생각하는 관점이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할 때 남여비율, 나이, 경력, 직군에 따라 분류해서 스터디원을 구성한다. 경력이 낮은 친구들의 경우 스터디를
소화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까지 경력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스터디에서 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또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한 토론이 일어날 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이다. 개발자들은 참 순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커뮤니티 스터디까지 나올 정도면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다.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스터디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즐겁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다. 스터디가 끝난 후 뒷풀이에서 하는 개발 관련 수다가 즐겁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와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만난 스터디원을 통해 진정한 벗이 될 수 있고, 가끔은 힘든
프로그래머의 길이지만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스터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람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셋째, 부담 없는 도전
스터디는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리더십 능력이 부족해서 리더십 능력을 키워보고 싶다면
스터디에서 도전해 볼 수 있다. 스터디를 리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볼 수 있다. 원한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규모인 스터디 내에서 발표 연습을 할 수 있다. 나는 스터디 속에서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스터디 내에서의 도전은 반드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스터디다. 나는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스터디가 좋아서 스터디를 한다.
어쩌면 스터디를 통해 나의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더라도 나는 스터디를 리딩하고 참여한다. 스터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오프라인 스터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 다른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 넣으려는 목적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스터디가 없다면 내가 직접 스터디를 만들어
보자. 스터디원으로 참여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