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
내가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 글에 이어 스터디와 관련된 글 2탄이다. 이번 주제는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하겠다.
먼저 내가 시도해 본 여러 가지 형태의 스터디와 그 때의 느낌을 먼저 공유해 본다.

스터디 진행 방식
자바지기 스터디
내가 시작한 첫 번째 스터디는 2005년에 시작한 자바지기 스터디이다. 이 때의 스터디 진행 방식은 스터디원을 모집한 후 6개월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고 스터디를 마치는 방식이었다. 즉, 6개월마다 새로운 스터디원을 모집해 진행했다. 주제는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같은 주제로 진행했다.
2005년부터 진행한 스터디 진행 방식과 결과물은 http://www.javajigi.net/pages/viewpage.action?pageId=3 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지향했던 스터디의 모습은 지식 전달보다는 활발한 토론을 통한 학습이었다.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국내에서 토론 문화를 만들려면
먼저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어야 좋은 토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때의 어려운 점은 신뢰를 쌓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반에 이런 문화가 잘 형성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스터디를
진행하기 힘들게 된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열정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스터디 운영자도
스터디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데 똑같은 주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점도 많았다. 6개월마다 새로운 개발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와 소통이 가능하고 더 많은
개발자에게 스터디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터디를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들이 많아 스터디가 마음에 들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SLiPP 스터디
자바지기 스터디 이후 몇 년이 지나 SLiPP 스터디를 기획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일단 모집 방식은 자바지기 스터디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양성을 추가하는 모습으로 스터디 인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진행 방식은 자바지기 스터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스터디 인원 구성 방식이다. 자바지기 스터디와 달리 최초 구성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제를 바꿔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 결원이 생기는 경우 결원을 채워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자바지기 스터디의 단점은 보완할 수 있었다. 이미 신뢰 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스터디 초반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개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다.
지금까지 1년 이상 스터디를 진행하다보니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라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스터디에 대한 책임감이 초반보다는 다소 낮아진 느낌이다. 서로 간의 친분이 쌓이다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고, 오랜 시간을 지속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성원
나는 스터디원을 구성할 때 다양성을 추구한다. 내가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얻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스터디원을 구성할 때 경력, 나이, 성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뽑는다. 이와 같이 구성할 경우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측면은 정말 좋다.
하지만 이로 인한 단점도 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지식 수준이 너무 다르고, 스터디에서 원하는 목표가 제각각이다.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은 스터디의 지식 수준이 너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1,2년차의 경력자들은 스터디 수준이 너무 높아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 두 집단 모두 스터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스터디를 통해 지식보다 내
가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 글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관점, 사람, 부담 없는 도전에 더 집중한다면 많은 배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스터디 주제, 깊이, 연속성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스터디 주제이다. 1회성으로 진행하는 스터디라면 주제를 제시하고 스터디원을
모집한 후에 끝내면 된다. 하지만 스터디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주제를 정하는 것도 힘들다. 주제를 정하기 힘든 요소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룰 것인지와 연속적인 주제를
정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힘들다. 스터디의 경우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쁜 일정이 생기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연속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기 힘들다. 한번이라도 빠지면 주제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속적인 주제를 하지 못하다보니 단편적인 주제를 얕게 다루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LiPP의 두번째 (2차 SLiPP 스터디) 스터디를 보면 딱 이
방식이다. 따라서 한, 두번 빠지더라도 스터디에 참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첫번째(1차 SLiPP 스터디)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Clojure
스터디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Clojure의 경우 연속성이 상당히 강하고 Clojure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한번이라도 빠질 경우 다음 스터디에
참여하기 힘들다.

스터디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남게 하려면 단편화된 주제로 얕게 다루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너무 얕은 주제는 또 다른 이들의 불만을
가져온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속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와 단편화되고 깊이가 그리 깊지 않은 주제를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이 목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스터디를 운영하다보니 고려할 측면이 많다. 스터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다보니 무시할 수
없다. 어차피 프로그래밍에도 정답이 없다. 우리가 찾아야하는 것은 해당 시점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스터디 진행도 똑같다. 목적이
지식이 아닌 다양한 시각, 사람과 같은 측면에 있다면 해당 시점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 시도는 계속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인생사가 정답이 없는 길이기에...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남기는 한마디
제가 내가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 글과 지금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지난 주 스터디에서 스터디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목적과 스터디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런 고민들을 공유하면 스터디에 다소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마음이 생길까라는 기대때문입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스터디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터디를 시작할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