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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은 얼마나 건강한가?

-초등체육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학적 탐색-

박      미      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교사 및 초등학생이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어떻게 인식

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에 대해 학

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은 어떻게 실천되

고 있는가? 4)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5)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개선방안은 무엇

인가? 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2015년 3

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24개월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

담, 비참여수업관찰, 현지문서, 문헌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목적적 표본추

출(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Patton, 2008). 연

구 참여자는 현직교사 12명과 초등학생 24명이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기술, 분

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나선형 자료 분석의 방법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Creswell, 2007).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수집원을 다원화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검토 및 동료들과

의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윤리적으로 타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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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심의를 거쳤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교사들은 체육교과 밖에서도 존재하는 건강이라는 광대한 개

념에 대해, 체육교과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건강 활동 영역에 대해, 그리고 실제 

건강 활동 수업으로 좁혀가며 조금씩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 연구 참여 교사들은 평생 건강의 기반, 의무교육의 궁극적 가치, 생활 속 

실천의 영역과 같이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는 초등교육과 관련 지으며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 하지만 건강 활동은 타 영역의 기반, 스포츠교육의 수단

적 위치,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하며 궁극적인 건강의 개념이 체육 교과 속에서 

보조적인 모습으로 축소되어 나타났다. 3) 실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

식은 체력, 보건, 안전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분리된 형태로 드러났으며 PAPS로 

대체되는 체력 수업, 설 자리를 잃은 보건 수업, 현장감 없는 안전 수업으로 교

육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여부에 

따라 작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

에 대해, 체육교과서로 만나는 다섯 가지 신체활동 영역 중의 하나인 건강 활동

에 대해, 그리고 실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해 다른 인식을 보였다. 1) 연구 참여 

학생들은 건강의 개념을 체격 및 체형이나 스포츠 수행능력 또는 가치덕목처럼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중 하나의 부분에 치중하여 인식하였다. 2) 하지만, 학생들

에게 건강 활동은 체육교과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외된 모습으로 무인식, 인지 

활동, 필요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건강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흥미는 미흡

한 불균형한 모습이었다. 3) 이러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건강 활동 수업

에서도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

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실천 양상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1) 목표 측면에서는 현재의 건강과 미래의 건강 또는 정규 교육과정과 

정과 외 체육활동 사이에 미합의 목표가 나타났으며, 체력, 보건, 안전의 세부 

내용 중 일부만 추구하는 한정적 목표로 건강 활동이 실천되었다. 2) 내용 측면

에서는 일상생활 준비용 체력지도라는 긍정적인 내용과 교내행사 대비용 체력지

도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양상이었다. 3) 방법 측면에서는 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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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체력 지도와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가 지도 교사나 교육과정 운영 시기에 

따라 혼재되어 나타났다. 4) 평가 측면에서는 결과 중심의 평가, 태도 중심의 평

가로 건강 활동의 학습 내용은 부분적인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학적 관점

에서 미시, 매개, 거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미시적 요인으로는 건

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학생과 교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는 학생의 교과인식과 교사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매개적 요인으로는 미약한 입지의 나열식 교육과정과 학교 관리자 및 학

부모의 교육관이 드러났다. 3) 거시적 요인으로는 학교문화와 교육정책이 거론되

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개인주의 및 성과주의 학교문화와 교사연수 및 아웃소싱 

관련 교육정책이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사교육의 

강화, 교육적 정체성의 강화,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이다. 1) 교사교육의 강

화로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예비교사교육과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현직교사교육이 모색되었다. 2) 교

육적 정체성의 강화로는 건강 활동에 대한 철학과 정체성을 탐색하며 건강 활동

의 방향을 정립해나가고 건강 활동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개선방안이 탐색되었다. 

3)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로는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과 학교교육을 

고려하는 건강정책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건강에서 건강 활동 및 건강 활동 

수업으로의 교사 인식 변화는 전반적으로 축약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하향식 개발로 인하여 문서적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사들에게 제대로 

파급되지 못했거나 미흡한 교사교육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건강

에서 건강 활동 및 건강 활동 수업으로의 학생 인식 변화 속에서 학생이 건강 

활동에 대해 가지는 왜곡이 발견되었으며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오개념은 줄여 나가고, 학생들이 이미 건강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처

럼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 활

동의 실천이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온전히 충실한 형태

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고시된 건강 활동의 교육적 의미가 학교 

현장으로 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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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시적‧매개적‧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요

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 활동 영역에 

대한 교육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건강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교사교육을 실천함과 동시에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동반될 때 초등체육 건강교육의 내실은 현실화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향후 건강교육의 실천을 위한 측면에서 제

언하면, 첫째,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건강 활동에 대한 일관성, 통합성, 정체성을 되찾기 위

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

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 활동의 지도가 본래의 

교육적 의도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측면에서 제언하면, 첫째, 

건강 활동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장기적,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건강 및 건강 활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무엇이며, 어

디에서 연유하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 활동의 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지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 활동을 잘 지도하기 위한 

수업모형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초등체육, 건강 활동, 교사 인식, 학생 인식, 체육수업 

학  번 : 2013-3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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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건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인터넷 게임과 휴대

폰 사용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이 활동적인 삶의 양식을 잃어가는 문제

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해나가면서 신체활동 

참여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고광욱, 2013), 아동건강관리의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의 비만과 체력 저하가 주된 건강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국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인 시대로(보건복지부, 2014), 소아청

소년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뿐더러 자아존중감이

나 신체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활동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안미진, 

2010; 홍영순, 김창선, 2012),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아동의 체력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반영하듯, 

학업 부담으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감소가 향상된 체격에 반비례하는 체력 저하

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교육 정책을 시행하며 아동건강 문제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에게 가져다주

는 긍정적인 효과를 널리 알리고 파급시키는데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참여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

며, 학생의 건강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1)와 아침달리기

와 같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은 아동건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스포츠클럽, PAPS, 학교별 프로그램은 분절적이고 단편적

인 운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강사나 

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는 본 논문에서 PAPS라는 약어로 표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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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꿰뚫는 공통의 철학이나 지속적인 실행이 어렵다. 특히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선

택에 의해 참여가 결정되어 연속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의 

양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 체육수업이다.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곳으로써 건강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

울 수 있는 첫 학교이며, 학교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

다(McKenzie & Kahan, 2008).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이 국가·사회적 문제로 끊임

없이 거론된다는 것은 ‘과연 체육수업에서 건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가? 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건강은 체육과 교육과정 안에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다섯 가지 중 

첫 번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교육부, 2015). 아동건강교육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요소는 변화해왔으나, 교수요목기부터 현재까지 체육과 교육과정에 항상 포

함되어온 주요한 영역이다. 체육교과의 본질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교육부, 2015)을 기르는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

정부터는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의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로 구성되면서 교육과정에서 건강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강 활동이 왜 실제로는 잘 가르쳐지

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 된 것일까(김영범, 2006; 신진균, 

최관용, 2011)? 건강 활동은 교과서의 내용이 실천보다는 이해를 주로 다루고 있

기에 체험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이유로, 내용의 적정성 개선 요구가 높은 영역이

기도 하다(유정애, 2011; 임문택, 2014).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선행연구는 건강 활

동의 지도 내용이 타 교과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계열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흥

미를 얻지 못함을 지적한다(임문택, 김성곤, 2012). 

하지만 건강 활동이 잘 가르쳐지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

다. 그것은 체육이 곧 스포츠교육이며, 스포츠 종목을 잘 가르쳐야 체육을 잘 가

르치는 것이라는 거대한 담론이다. 대다수의 체육수업모형이 스포츠 지도를 맥락

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아도 제1차 국가수준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체육교육과정은 줄곧 육상, 수영, 구기 등의 종목 위주로 편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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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학생과 교사, 체육을 공부하는 학자들까지 운동을 잘하

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경쟁 활동과 도전 활동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교과서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경쟁 활동과 도전 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

을 보더라도,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의 불균형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스포츠 기능의 숙달이라는 빛에 가려 활동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

는 건강 교육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림자 뒤편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올바른 건강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역량을 기르는 건강교육의 목적을 스포

츠나 다양한 신체활동에 녹이면 그 목적이 흐려지는 위험이 뒤따른다(Haerens, 

Kirk, Cardon, & De Bourdeaudhuij, 2011). 건강을 체력이나 운동기능을 위한 수

단으로 축소하거나 왜곡시켜 보는 관점이 건강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건강의 가치는 스포츠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 교육은 단순히 

아동비만이나 체력저하와 같은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이란 질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WHO, 1948). 이처럼 다면적이고 적극적인 건

강의 의미를 체육교육에 적용해본다면,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모든 학생들의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 평생에 걸쳐 건강을 관리하며 실천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건강교육의 내

실화’이다. 

‘건강교육의 내실화’는 스포츠 종목 대신 건강을 더욱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 아니라, 체육수업에서 배우는 스포츠, 보건, 안전, 여가, 표현 그 모든 교육 활

동의 종착지가 학생들의 건강한 삶의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Tinning, 2010). 

‘건강교육의 내실화’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이미경, 2011, 최종윤, 2011; Burrows & Wright, 2004), 건강 활동 관련 프로

그램 및 효과에 관한 연구(이대형, 2013; 이옥선, 전세명, 2012; McKenzie, Sallis, 

& Rosengard, 2009), 건강 활동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박용남, 

홍연종, 2015; 이광무, 2010; 이광무, 2014; 이미송, 조기희, 2015; Armour & 

Harris, 2013; Crawford, 1980; Kirk, 2006; McKenzie & Kahan, 2008)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었으나, ‘건강하지 않은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상

적인 건강인식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가 대다수였다. 

또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건강교육을 입증하듯, 건강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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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교육과정과 분리된 맥락에서 아침활동, 방과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특성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윤양진, 

박정유, 2009; 문규진, 2010). 이들의 연구는 하나의 종목만 활용하여 프로그램으

로 개발하였기에 적용하기 용이하고, 12차시 정도의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

므로 가시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파급되기 위해서는 교실의 울타리

를 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실제로 건강 활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이며, 학

생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배우며, 특별한 프로그램처럼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장비 없이 평상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하는 고민이 누락되

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에서 건강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를 교육학적으로 

탐색해보기 위하여 먼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내의 건강을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

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건강교육 내

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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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교사 및 초등학생이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어떻게 인식

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지 탐색하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첫째,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넷째,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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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강 활동   

건강 활동(Health Activity)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다섯 가지 신체 활

동 가치 영역 중의 하나이다. 건강 활동은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

가 활동과 함께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을 위해 2007

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하나의 영역을 의미한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활동의 가치를 핵심 역량(core competency)과 

관련 지었으며,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활동이 ‘건강’으로 바

뀌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질병이나 결함 없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가치”(교육과학기술부, 2011, p. 10)를 위한 교육 활동을 건강 활동으

로 정의하였다. 다른 영역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건강 활동의 주요한 교육 내용으

로는 체력, 보건, 안전이 있다. 

•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 

본 연구에서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란, 건강 활동의 실제 수업이 국가 수준

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영역 안에서 문서적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 그러므로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건강 활동

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의 도달을 뜻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라는 교과의 목표

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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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적 탐색

초등학교 건강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의학, 간호학, 운동생리학, 운동발달 등의 학문에서도 아동의 건강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건강 활동을 스포츠교육학의 눈으로 탐

색해보고자 한다. 스포츠교육학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영역에서 가

르치고 배우는 일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지도와 배우는 사람의 

학습,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맥락을 탐색한다(Amour, 2011).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교육학적 탐색(Pedagogical Inquiry)이란 건강 활동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의 교수·학습, 그리고 건강 활동에 대한 수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건강 활

동을 더 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지식이 사회·문화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무

형의 과정(Erdmann, 1996; Stones, 2000)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

큼 체육과 교육과정 및 체육수업의 개선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교

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 지도를 스포츠교육학

적 관점에서 탐색하였기에 운동생리학, 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의 타 학문 관점

이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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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및 현직교사의 건강 활동에 관한 인식, 실천, 그리

고 이러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건강교육이 내실있게 실천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

1절에서는 초등체육과 건강 활동을 교육과정 변천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어지

는 제2절에서는 초등학교 건강 활동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3절에

서는 체육과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건강교육의 담론을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 관련 선행연구를 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으

로 나누어 살펴보며 초등체육 건강 활동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초등학교 건강 활동의 교육과정적 위상

  건강은 21세기 화두의 용어이자(Griggs, 2015),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항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

육과정에 건강교육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건강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건강의 정의 

및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널리 인용되는 건강의 의미는 1946년에 

WHO가 발표한 건강에 대한 정의이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한 상태를 말한다(WHO, 1946). 그 후, WHO가 기존의 건강 개념에 영적 건강을 

추가하여 재 정의하면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의 4가지 차원을 

포함하게 되었다(WHO, 1948).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영적 건강이 나

타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본 장에서는 교육과정에서의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건강은 신체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므로 학교교육 내에서 오직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만 건강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육은 신체활동을 매

개로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교과이자, 지덕체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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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을 추구하는 교과이므로(최의창, 2009; Laker, 2003), 건강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과는 단연 체육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

상을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가 

고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하향식 교육과정이다. 물론, 수차례에 걸친 국가수

준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에 따라 실질적인 학교 교육이 매번 변화했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문서적 맥락 이외에도 이념적 맥락과 실제적 

맥락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enny, 2006).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와 달리, 국

가수준 교육과정이 모든 지역과 학교급에 걸쳐 똑같이 적용되는 독보적인 위치

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상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국가교육과정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영

국이다. 영국의 학자 Kirk는 체육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요인의 다섯 가지로 보았다(Kirk, 

1992). 이는 교육과정이 겉으로는 국가가 고시하는 형태이지만, 실상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며, 그 구조화는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라는 목소리와 맥

을 같이 한다(Penny, 2006). 교육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항상 진행형’이라는 것

은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시개정체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상을 알아보고자,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 내

에서 건강 활동 교육의 변천 과정을 Kirk의 다섯 가지 요인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Kirk, 1992). 

  가. 제1–2차 체육교육과정(1955-1973)

      : 미약한 입지의 불균형한 건강교육 

건강교육은 제1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줄곧 체육교육과정 구성의 핵심이었다(이

광무, 2010). 건강교육이 교육과정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45년 군정청 

학무국의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이다(매일신보, 1945). 군정청 학무국이 ‘당

면한 교육방침 결정’을 제정한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 신탁통치의 혼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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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과정의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역사와 정치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Kirk, 

1992). 군정청 학무국이 발표한 유의점 제 8항은 ‘체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강건한 氣宇를 함양할 것2)’으로 건강이라는 용어가 지금처럼 그대로 사용되지

는 않았다. 하지만 강건(强健)과 기우(氣宇)라는 용어에서 이 시기의 건강교육이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아직 기틀을 잡지는 못했으나, 이미 태동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군정 과도기(1945-1946년)의 건강교육은 독립된 체육교과

나 영역으로 존재하지 못했으며, ‘音體’라는 음악과 체육을 함께 가르치는 교

과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에 교육과정 내 위상이 아직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 이후 교수요목기(1946-1954년)에서는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나(조미혜, 오수학, 2004), 초등학교에서 주당 5시간의 체육 수업이 배당되

었으며 일제 군국주의적 영향이 체육 교과에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인 교수요목기(1945-1954)에는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고

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형태만 존재하며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기에 본 

절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살펴보았다. 

6·25사변과 휴전 성립 직후인 1954년, 문교부가 개정한 제1차 국민학교 교육

과정(1955-1963)에서 현재의 체육교과는 ‘보건과’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문교

부, 1955). 제1차 교육과정이 한국 전쟁기간 중에 수립되었으며, 민주시민의 양성

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음을 고려할 때,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교육과

정 구조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Kirk, 1992). 당시‘보건과’의 목

적은 “원만한 환경 밑에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신체 각부(各部)를 고르게 튼튼히 

발달시키고, 굳세고 아름다운 정신과 건전한 사회적 성격을 기르며 위생생활을 

습관화하여 민주적 사회 활동에 자기의 최선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문교부, 1988, p.3)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신

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건강을 두루 교육시키고자 시도하

였음을 알 수 있으나, ‘보건과’라는 교과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직후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신체위생을 가장 강조하였다(유정애, 2007). 

제1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보건과의 목표를 ‘신체적 목표, 사회적 목표, 지

적 목표, 정서적 목표’(문교부, 1988, p. 4-5)로 나누어 건강을 신체적·정신적·

2) 교육과정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밑줄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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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

에서 건강교육이 정식으로 처음 등장한 시기인 만큼, 정작 실제 체육 수업과 가

장 연관이 많은 지도 내용에서는 균형적인 건강교육을 담아내지 못하고 신체적 

건강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제1차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은 “체조놀

이, 놀이, 리듬놀이, 위생”(문교부, 1988, p.6-12)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신체적 건

강 및 위생만을 강조하여 가르쳐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이 공포되었다(문교

부, 1963). 이 시기에는 신생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국내 정세가 급격히 변동되어 

사회생활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고, 생산성과 유용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Kirk(1992)의 관점에서 제2차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

인이 교육과정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4항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문교부, 1963, p.7)이라는 문구에서

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5항에서는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문교부, 1963, p. 8)고 밝히며, 심신일체의 수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

습내용이‘체육’교과에 포함되었으며, 1-6학년에 걸쳐 주당 3시간가량(1학년: 

2.5-3시간, 6학년: 3-3.5시간) 배당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의 독특한 점은, 교과 활동의 계획과 운영상의 유의점에서 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를 통한 건강교육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그

리고 체육과의 목표에서는 신체적 건강(기초적 운동 능력, 신체 모든 기관의 고

른 발달)과 사회적 건강(협동, 책임감), 정신적 건강(정서 순화)을 함께 함양하고

자 하였다(문교부, 1963; 문교부, 1988, p.1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다만, 제2차 

교육과정 문서에서 언급한 “정서 순화”(문교부, 1988; p.13)가 현대인의 정신적 

건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교육과정 표면상으로는 신체적·정

신적·사회적 건강을 두루 내세우고 있으나, 시대적으로 민주적 신념과 반공정신

을 강조하는 교육 시기였기 때문이다. 제2차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에서  “공산

주의가 우리나라와 자유세계에 끼치는 해독을 인식시켜, 확고한 반공 의식을 앙

양하는 학습의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도록 한다.”(문교부, 1963, p.7)와 같은 문구

는 당시의 “정서 순화”가 현대사회의 정신적 건강과 다를 수 있음을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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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년도

건강의 측면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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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1955-1963 ◎ ∘ ∘ √ √ √ 미약한 입지의
불균형한 건강교육제2차 1963-1973 ◎ ∘ ∘ √ √ √

준다.  

이처럼 제1-2차 교육과정(1955-1973)의 시기는 교육과정 문서상으로는 신체

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시대적 상

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신체적 건강에 치우친 교육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2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신체적 건강을 교육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불균형한 건강교육의 시기로, 건강교육의 교육과

정적 위상 역시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제1-2차 교육과

정의 시기를 다음의 <표 1>과 같이“미약한 입지의 불균형한 건강교육”이라 명

명하였다.

표 1. 제1-2차 체육교육과정의 건강교육 

(◎ : 매우 강조됨, ∙ : 강조됨, ∘ : 문서에만 나타남) 

  나. 제3차-4차 체육교육과정(1973-1987) 

      : 건강한 국민 육성을 위한 확고한 신체의 교육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은 제2차 교육과정 공포로부터 10년 이후인 1973년

에 고시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지침의 ‘아’항을 보면, “건강 증진, 보건 위생, 

체력 향상, 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태도의 함양은 체육과의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도록 한다.”(문교부, 1973, 

p.5)와 같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건강교육은 학교 교육 전체를 통해 교육되어

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 전반에서 국

민의 체력 향상을 거듭 기술하여, 군사 정변과 유신체제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

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제3차 교육과정의 구성에는 정치적·제도적 요인



- 13 -

(Kirk, 1992)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강한 체력, 강인한 의지력, 책임감, 올바른 경

쟁심과 협동 단결력,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정서 순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과정이 문헌상으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

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문교부, 1988, p.29). 그러나 건강의 궁극적 목적이 

현대사회처럼 개인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추구하기보다는(Lawson, 1992), 건강한 

국민을 길러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더 강력한 색채로 나타났다. 체육과의 

일반 목표 ‘나’항의 “강한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문교부, 1988, p.29)라

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문교부, 197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3차 교육

과정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고시되었으며, 1979년의 문서에는 “새 국민

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이를 통해 시대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문교부, 1979;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따라서 제3차 교육과정에서 두 차례

의 고시를 통틀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교육의 측면을 문서상으로 언급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신정권의 체제 하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강교육인

가’에 대한 관점이 현대사회와 다른 형태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정

신적, 사회적 건강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교육되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1981년,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을 고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심신의 육성”(문교부, 1981, p.2)을 교육과정 구성의 첫 번째 방향으로 

내세우며, 건강한 신체, 풍부한 정서, 강인한 의지의 교육을 표명하였다. 교육과

정 총론의 첫 번째 목표를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

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한다.”(문교부, 1981, p.4)라고 명문화 할 만큼 제4차 

교육과정은 건강한 교육을 전면에 드러냈다. 그리고 현재와 유사하게 건강교육을 

학년 목표 및 내용에 처음으로 명시하였으며, ‘체육’교과가 주당 3시간이었고, 

건강과 안전을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 유의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문교부, 1981; 국가교육과정정보센

터), 건강교육의 입지는 과거 그 어느 시대의 교육과정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신체적 건강이 교육과정 전면에 드러나고 학년 내용에 세세하게 언급

되어 있는 반면, 정신적·사회적 건강은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에 한정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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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측면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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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1973-1981 ◎ ∘ ∘ √ √ 건강한 국민 육성을 위한 
확고한 신체의 교육제4차 1981-1987 ◎ ∘ ∘ √ √ √

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이 신군사정부의 제5공화국 집권 및 민주화로의 전환기

에 수립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건강한 신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사회적·정치

적·제도적 요인(Kirk, 1992)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교

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에 이어 체력향상을 통한 건강한 국민 육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제3-4차 체육과 교육과정(1973-1987)에서의 건강 교육은 

문서상으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사정권의 영향을 받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신체의 교

육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제1-2차 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안정적인 입지를 갖

추고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국민통합을 위한 신체적 건강에 최우선

의 가치를 두었다는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음의 <표 2>

와 같이 제3-4차 체육교육과정 시기의 건강교육을 “건강한 국민 육성을 위한 

확고한 신체의 교육”이라 명명하였다.

표 2. 제3-4차 체육교육과정의 건강교육 

(◎ : 매우 강조됨, ∙ : 강조됨, ∘ : 문서에만 나타남) 

    

  다. 제5-6차 체육교육과정(1987-1997) 

      : 몸과 마음이 행복한 국민을 위한 건강교육

1987년에 공포된 이래, 1992년까지 시행된 제5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

이 국가경쟁력의 하나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추구했던 것에 비해 개인의 건강

과 행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

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문교부, 1981, p.3)라는 교육 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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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문교부, 1987;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

5차 체육과 교육과정은“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문교부, 

1981, p.3)에 역점을 두어,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상이 드높

아졌다. 그에 비해 사회적 건강에 대한 언급은 학년별 목표에만 서술되어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비해 위상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

한 신체, 강인한 의지, 건전한 취미, 풍부한 정서”(문교부, 1981, p.3)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5차 교육과정이 보다 안정적인 위치에서 건강의 가치를 나타내

고 있으며,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까지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교육과정

에 적극 반영된 것은 민주화가 시작된 사회·정치적 맥락과 19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민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첫 번째 교육목표는 “건강한 심

신을 기르고, 보건과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한다.”(문교부, 1987, p.5)

로 건강교육의 입지가 제4차 교육과정에 이어 더욱 안정적이며, 건강교육의 교육

과정적 위상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의 

통합교과가 도입됨에 따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체육교과에서 건강교육이 주

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학년 목표 및 내용에 ‘건강’이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하

며, 학년별 내용을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해와 습관화를 부각시켰다. 반면, 사회적 건강에 관한 내용은 신체적·정

신적 건강의 그림자에 가려 교육과정 문서상에 자리 잡지 못하였다. 사회적 건강

은 학년별 정의적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도와준다, 동료와 협동하여 

조심성 있게 운동 기구를 다룬다.”(문교부, 1988; p.80)의 수준에 그쳐있는 모습

이다.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에 고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교육부, 

1992; 교육부, 1994, p.1;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으로 제시하여 건강에 대한 위상

이 그 어느 교육과정 시기보다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4차 교육과정이 

체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다면, 6차 교육과정은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서 건강

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써 ‘건강에 필요한 체력’을 거론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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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년도

건강의 측면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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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1987-1992 ◎ ◎ ∘ √ √ √ 몸과 마음이 행복한
국민을 위한 건강교육제6차 1992-1997 ◎ ◎ ∘ √ √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건강을 강화하는 양상은 체

육 교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강신복, 2009). 하지만 건강교육에 해당하

는 내용요소를 5-6학년에 한정된‘체력운동’과 3-6학년의‘보건’영역에 한정

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교육과정적 위상의 향상이 내용영역까지 적

극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차원적인 건강의 개념을 체력과 연계하여 

신체적 건강에 국한시켜 해석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건강을 신체적·정신

적·사회적·영적인 차원으로 고려할 때(WHO, 1948),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신

체적 건강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신적 건강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에서 사회적인 건강에 대한 언급은 “명랑한 생활 태도”외에(교육

부, 1994, p.131)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의 건강교육은 표

면적 위상은 확고하나 건강이 체력으로 대변되는 불균형한 모습이다. 이처럼 체

력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강조하게 된 것은 교육과정이 체력 모형, 발달 단계 모

형 등의 다양한 학문적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삼은 것과 맞물려있다(강신복, 

2009). 또한 지필 검사를 지양하는 평가제도의 개선이 체력의 강조를 더욱 일으

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학교수준의 체육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에 학교와 교육과정 문서라는 틀 안에서 체육 교과의 입지를 더

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사회와 교육 제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제

5-6차 교육과정에서의 건강교육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상이 확고한 반면, 

사회적 건강은 일부 문구로만 제시되는 한계를 비췄으며, 정치적 안정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이 건강의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5-6차 교육과정 시기의 건강교육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몸과 마음이 행복

한 국민을 위한 건강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표 3. 제5-6차 체육교육과정의 건강교육

(◎ : 매우 강조됨, ∙ : 강조됨, ∘ : 문서에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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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7차 –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1997-2009)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건강교육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부터 제6차 교육과정

과 확연히 다르다.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부터 ‘건강’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찾

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의 개념은 “전인적 성장”(교육부, 

1997, p.2)이라는 표현 속에 녹아들어있다. 오히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건강이 결국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전인적 성장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의미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목표의 첫 번째 항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로 서술되어 있다(교육부, 1997, 

p.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그리고 체육 교과의 성격에서는 체육의 가치를 내재

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건강의 유지·증진을 외재적 가치

로 명시하여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입지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교육부, 1997, 

p.28).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개개인의 수준별 학습을 지

원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발전,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의 새로운 도입 등의 사

회적·경제적·제도적 영향요인(Kirk, 1992)이 제7차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

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의 목표에서 건강에 관한 지식 이해 및 사

회적 태도가 강조되었으나, 내용체계에서 건강교육의 위상에 걸 맞는 지도내용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건강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도 내용은 ‘체력활동’과 

‘보건’에 나뉘어 일부 구성되었을 뿐, 건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상의 건강교육은 과연 체력이 

건강을 담보해주는가, 보건교육과 건강교육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을 던

져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가교육과정은 수시 개정체제를 채택하였다. 2007

년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는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 및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교육인적자원부, 2007, p.1) 교과

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체력이나 보건의 영역에서 건강교육을 다뤘던 것과 달

리,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건강은 고유한 ‘신체 활동 가치’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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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년도

건강의 측면 영향 요인

교육과정적 위상
신
체
적

정
신
적

사
회
적

역
사
적

사
회
적

정
치
적

경
제
적

제
도
적

제7차 1997-2007 ◎ ◎ ◎ √ √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건강교육

2007년 
개정

2007-2009 ◎ ◎ ◎ √ √

립되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중 건강 활동을 가장 우선시되

는 가치로 설정하였다(유정애, 2007; 신진균, 최관용, 2011).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건강 활동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리하며, 건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

정 능력을 함양하는 신체 활동 가치”로 정의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1). 이

러한 건강 활동에 대한 정의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의 위상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교육까지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 활동은 과거의 교육과정과 비슷한 형태인 ‘체력 증진’과 ‘보건과 안

전’의 두 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명칭만 건강 활동으로 바뀌었을 뿐 

이전의 ‘체력’과 ‘보건’을 합쳐놓은 내용체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전

히 건강교육의 핵심이 체력을 기르는 것과 질병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보건에 국

한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인내와 성취감’, ‘자기 절제’, ‘타인 존중’과 같은 가치덕목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교육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3). 이처럼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대폭적인 

구성의 변화에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걱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주5

일 수업제의 도입이 강력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건강교육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전인을 기르기 위한 건강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건강 교육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전인적 성장을 위한 건강교육”이라 명명

할 수 있겠다. 

표 4. 제7차-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건강교육

(◎ : 매우 강조됨, ∙ : 강조됨, ∘ : 문서에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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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09–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2009-) 

      : 체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으로써의 건강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이후 2년만의 수시 개정으로, 2011년부터 초등학

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 교육과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가교육과정정보센

터). 2009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은 총론 수준에서 개정되었으며, 체육과 교육과정

은 2011년에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

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초등학교 교육목표

는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6)는 측면에서 수시 개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제7

차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연속선상으로“타

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교육과학기술부, 2009, p.6)를 강조하며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처럼 건강의 독립적 영역으로서의 입

지는 여전히 확고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유한 성격은 ‘건강’의 가치를 핵

심 역량과 관련 지은 것이다. 이것은 국내외의 사회·정치적 흐름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OECD, 2003), 역량교육을 교육제

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은 건강을 “개인이 질병이나 결함 없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가치”로 

정의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10). 즉,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

의 조화를 통한 행복한 삶의 기초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같은 교육과

정 문서 안에서 ‘체력(건강) 및 운동 능력’이라 표현함으로써 건강을 체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축소하여 다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건강의 개념

을 문서상으로는 인지하면서도, 한편으로 건강을 체력으로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어떠한 담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안전교육의 반영이라

는 외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시되었다(교육부, 2015). 영역의 정체성을 명료

화, 재범주화하려는 내적 요구도 있었으나, 외적 요구 수용이 개정의 주된 이유

였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과 체육과의 영역을 보다 명확

하게 관련지어,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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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년도
건강의 측면 영향 요인

교육과정적 위상신
체
적

정
신
적

사
회
적

역
사
적

사
회
적

정
치
적

경
제
적

제
도
적

2009 개정 2009-2015 ◎ ◎ ◎ √ √ √ 체력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써의 건강교육2015 개정 2015-현재 ◎ ◎ ◎ √ √ √

시하였다. 건강 관리 능력이란,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건강은 여전히 첫 번째 영역이자,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

한다는 면에서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상은 매우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여가 활동’ 영역을 ‘건강’ 영역에 통합시킨 것은 

건강교육의 위상과 목적이 포괄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안전’영역의 신설을 

위한 체제 정리의 차원인지 의문이다. 또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건강 

영역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서술하며, “사

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라 명시하

여 사회적 건강 역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

정은 건강의 본질성 회복이라는 의도 하에 ‘체력 증진’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

러나 체력(體力)이란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 또는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능력’(국립국어원, 2015)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건강

에 국한된 개념이다. 체력은 건강하기 위한 필요조건 일뿐, 필요충분조건이 아니

다(김영범, 2006). 따라서 과연 건강의 본질을 체력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9-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교육은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이

어온 전인교육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건강을 핵심 역량의 한 가지 가치로 인

식하여 궁극적 가치를 지니는 건강을 제한적으로 정의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건강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교육과정의 기조 아래, 포괄적 개념인 

건강의 일부에 불과한 체력향상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건강교육을 다음의 <표 5>와 같이 “체력 향

상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써의 건강교육”이라 볼 수 있다. 

표 5. 2009-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건강교육

(◎ : 매우 강조됨, ∙ : 강조됨, ∘ : 문서에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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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건강 활동 교육의 내용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교육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사와 항상 함께해왔다. 과학, 사회, 가정, 도덕 등의 타 교과에서도 건강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과거부터 건강교육을 핵심적으로 담당해온 교과는 단연 체육이었

으며, 현재도 그 역할이 이어지고 있다(유정애, 2007). 또한 현대사회의 아동 비

만 및 체력 저하, 학교폭력 이슈는 장차 미래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건강교육의 

내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체육과 교육

과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영역명과 세부 내용 요소의 변화는 있었

으나, 교육과정상의 지도 내용은 크게 스포츠나 운동, 무용, 이론, 보건의 내용체

계를 유지했다(유정애, 2010). 그 중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상 내용은 시대에 따라 

이론과 보건의 영역에 나누어 위치해왔다. ‘어떠한 지도 내용을 건강교육이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 체

육과 교육과정의 건강교육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체력, 보건, 안전의 영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신진균, 최관용, 2011; 유정애, 2007).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체력, 보건, 안전의 영역은 어느 한 영역에 치중되거나, 실기와 이론으로 구분되

기도 했으며, 통합된 하나의 신체 활동 가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절

에서는 건강 활동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다지기 위하여,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상 내용을 체력, 보건, 안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짚어보았다. 

  가. 체력 영역

체력(體力, physical fitness)이란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의 성과이다(McKenzie 

& Kahan, 2008). 체력은 운동수행능력을 좌우하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과 같

은 운동체력(performance-related fitness)과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처럼 건강

과 직결되는 건강 체력(health-related fitness)으로 나눌 수 있다(이동규, 엄우섭, 

박성태, 안근옥, 한은상, 2013).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꾸

준히 길러야할 체력의 두 요소이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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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체력은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교육내

용을 담고 있는가?

체력은 전통적으로 체육교과의 핵심 내용으로 널리 인정받는 영역이다(강신복 

역, 1993). 따라서 체력 관련 영역은 1차 이전의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이르기까지 체육과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교육 내용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

정이 처음 수립될 무렵에는 학생들을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국방력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여겨 체력 향상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에는 국가의 성장으로 인해, 체

력에 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교육과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입시위주의 교

육풍토 속에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 및 비만 증가의 문제는 국가의 사회적·경제

적 손실 부담으로 작용하여 또다시 체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회귀하고 있

다. 건강과 체력을 강조하는 20세기 후반의 학교체육이 체력을 강조함에 따라 전

인적 성장의 균형을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견해(최의창, 2014)가 제기될 만큼 

체력은 여전히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체육 교과의 근본적인 교

육 내용인 체력은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는가? 

1차 이전(1945-1955)의 교육과정 문서는 초등학교의 체력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1차 이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맨손

교련’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기에 이 시기의 초등학교 체력교육 역시 일제 군국

주의적 잔재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

(1955-1963)에서 체력 영역은 체육 교과의 옛 명칭인‘보건과’의 체조놀이와 놀

이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문교부, 1955; 문교부, 1988, p.6-8). 제1차 교육과정

은 맨손놀이, 기계놀이, 던지기놀이, 뜀뛰기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전쟁 이후의 

국민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려 했음이 나타났다. 한국 전쟁 이후의 시대적 배경에

도 불구하고 체력을 놀이 중심으로 접근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제2차 교육과

정(1963-1973)의 체력 영역은 1차시기와 매우 흡사한 형태이다. 경험중심, 아동중

심,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내용영역에서 놀이의 형태로 나

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1-2차 교육과정 시기에 체육과 교육과정에 드러

난 체력 영역의 교육을 “놀이 중심의 체력 교육”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1-2차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형태로 체력을 가르치려 했던 것에 반해, 제 3-6

차 교육과정(1973-1987)은 체력 영역을 ‘운동’으로 접근하였다(조미혜, 오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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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따라서 이 시기의 체력 영역 지도를 “운동 중심의 체력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에서는 체력 향상이 체육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 강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력”을 기를 

것을 교육과정상에 명시하고 있다(문교부, 1973; 문교부, 1988, p.29). 또한, 체력 

영역의 세부 내용에서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이 새로 등장하면서 유신정권의 국가

적 시대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과학, 수학 등의 주지교과에서는 기본 원리가 핵심 교육 내용이 되었기에, 체육 

교과에서는 ‘운동’, 즉 ‘스포츠’를 교과의 중핵적 내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체육교과에서 운동기능습득을 주창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

로는 운동기능을 핵심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연구는 이를 뒷받

침한다(유정애, 2005a). 제3-4차 교육과정에서 체력 영역의 내용은 기초력운동(3

차) 또는 기본 운동(4차), 기계 운동, 육상경기(3차) 또는 육상운동(4차)으로 <표 

6>과 같이 영역명이나 세부 지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의 주된 특징은 내용 구성을 심동적·인지적·정의

적 영역으로 탈바꿈한 점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력은 심동적 영역의 기

본 운동과 기계 운동에서 나타나며, 이 중 기본 운동은 라반의 움직임교육을 반

영하였다(Laban & Lange, 1975). 제5차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심동적 영

역에 ‘체력운동’이 먼저 신설된 만큼,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체력은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여겨졌다. 이후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 체력의 교육 내용은 기

본 운동, 기계 운동, 체력 운동으로 구성되어 제5차 교육과정과 거의 비슷한 체

계이다. 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은 ‘체력운동’을 초등학교 지도 내용으로 신설

한 점에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이 건강 체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초 체력 저하를 학교체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이후의 특징은 체력을 ‘활동’의 개념으로써 접근

하였다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력 활동의 내용을 5-6학년 내용체계에

서 찾아볼 수 있으며, 건강 체력의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2007년 개

정 교육과정(2007-2009)부터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교육 내용으로 모두 제시

하고 있다. ‘건강 활동’이라는 하나의 통합적인 영역에서 체력을 다루고 있다

는 특징도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



- 24 -

동, 여가 활동의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체제로의 개혁이 괄목할만한 점이

다. 이러한 다섯 가지 가치 체계의 틀은 세세한 내용상의 변화를 제외하고 2009 

개정(2009-2015) 및 2015 개정(2015-현재) 교육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강의 가치 안에 체력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상의 체력 영역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6>

과 같다.

한편 체력 영역이 정규 교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최근 교육과정

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적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PAPS와 일주일동안, 5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7560+운동이 

예이다. PAPS와 7560+운동의 기조에는 학생들의‘체력’이라는 용어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곧 체력 증진 프로그램

으로 국한되면서 건강이 체력과 동일시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체력

이 향상되면 건강해지는가? 체력과 건강이 같은 수준의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 

체력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이라는 다차원적 건강의 개념 중 신체적 

건강에 한정된 개념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체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학생들을 위한 건강교육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체력은 건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김영범, 2006; 신진균, 최관용, 2011)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체력은 

건강한 삶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침건강달리기나 정규 수업 시작 전의 체육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내 

체육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의 체육교과 및 체력 영역과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체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상 체력의 내용 역시 체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제시하고 있

으나, 구조적이지 못한 편이다. 체력을 측정하고, 향상된 체력을 가시적으로 확인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의 한 부분에 불과한 체력과 건강을 위

한 또 다른 활동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히려는 노력이 미흡하다(Harris, 1995). 

따라서 아동들의 현재 체력은 다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어떻게 연결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의 신체활동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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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교육과정 년도
체력 영역의 내용

교과명 관련
영역명 학년 세부 내용

놀이 중심의 
체력 교육 제1-2차 1955-1973 [1차]보건과 체조놀이

놀이

1-6학년

• 경험중심, 아동중심,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영향   

• 맨손놀이, 기계놀이, 텀부링 놀이
• 달리기놀이, 던지기놀이 등 

체육

운동 중심의
체력 교육 제3-6차 1973-1997

기초력(기본)
운동,

기계운동,
육상경기

(육상 운동)

•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 
- ‘운동’이 교과의 중핵적 내용

• [기초력 운동] 또는 [기본 운동]
 - 순환운동, 질서운동, 집단 활동 등
• [기계 운동]
 - 철봉, 뜀틀, 매트
• [육상경기] 또는 [육상운동]
 - 달리기, 뜀뛰기, 전력달리기 등

[5차]
심동적 영역

•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에 
적용 

• 기본 운동 – 이동, 비이동, 조작
• 기계 운동 – 매트, 철봉, 뜀틀 등

[6차]
체력 운동

5-6학년

• 제6차 교육과정
  -  ‘체력 운동’의 신설

• [5학년] 
 - 근력 및 지구력
 - 체력과 건강의 관계, 체력의 요소
 -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태도
• [6학년]
 - 유연성, 심폐 지구력
 - 체력과 건강, 체력의 요소
 - 건강에 유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

활동 중심의 
체력 교육

제7차
- 

2015 개정
1997-현재

[7차]
체력 활동 • 체력 활동에서 건강 체력만 다룸 •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활동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 

[07-09 개정]
건강 활동

•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 체력 증진을 통한 가치 함양

• 건강과 체력의 증진
• 기초 체력 증진
•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 증진

[15 개정]
건강 • 핵심 개념에 체력 증진 포함

• 운동과 체력
• 체력 운동 방법
•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 증진 

표 6.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상의 체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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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 영역

  보건(保健)은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킨다는 뜻으로, 병의 예방 및 치료로 사람

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5). 또한 보

건의 주된 내용인 위생을 뜻하는‘hygiene’은 건강의 여신 히게이아(Hygeia)에

서 유래하였다. 이밖에도 건강은 다양한 어원을 가지고 있으나, 보건(Public 

Health) 및 위생(hygiene)이 건강(health)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어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상 내용을 살펴볼 때, 보건 및 위생, 건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명료하지 않다. 건강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WHO, 1948), 보건 및 위생은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된 건강의 하위 개념이다(건

강>보건).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건강교육이 사실상‘보건’이라는 

명목 하에 동일시되어 실천된 시기도 있으며(건강=보건), 건강 교육을 포괄하는 

체육의 교과명 자체가 ‘보건’인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보건>건강). 따라서 

교육과정상의 보건 영역은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그 위상과 내용이 변화했다. 

또한 어떤 학문의 입장에서 보건과 건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생성된다. 간호학 및 보건학의 입장에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육 교과와 보건 

교육의 관계를 상호 연관되나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건 교육은 보건학 

또는 간호학 전공자가 가르쳐야 함을 주장한다(윤순녕 외, 2005; 이보미, 2006; 김

혜경, 고승덕, 2007). 반면 체육교육학계에서는 보건을 학생들이 통합적인 학교생

활을 통해 배워야할 다양한 영역 중 하나로 인식하여 학생들을 잘 알고 타 교과

와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체육교사가 보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정애, 2007). 또한 이러한 논의에는 체육 교과는 온전히 건강의 가치

를 추구하는 교과인가, 또는 체육 교과가 건강 이외에 추구해야 하는 다른 가치

가 있는가의 주장도 얽혀있다.

이처럼 보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와 학계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시대와 관점의 변화에 관계없이 보건 영역이 체육교육과정에서 언제

나 주요한 역할을 맡아온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강 교육을 위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기 위하여 보건 영역이 교육과정상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

한 위치에서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국내 체육교육학자들은 초등학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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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내용을 질병예방, 안전, 위생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나(유정애, 2007; 신진

균, 최관용,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안전’영역이 신설되며 더욱 강조됨

에 따라 본 절에서는 안전의 영역을 별도로 서술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교육과정

은 보건의 영역이 체육교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제1차 교육과정

(1955-1963)이다. 당시 체육 교과의 명칭 자체가 ‘보건과’였으며, 한국전쟁 직

후의 열악한 위생 여건으로 인해 보건의 교육 내용 중에서도 특히 위생을 최우

선으로 여겼다. 보건과의 목적은 “위생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며, 지도 방침

에서도 “보건과 및 체육과는 운동을 주 교재로 하여 위생과 휴양에 관한 종합

적인 지도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문교부, 1955; 문교부, 1988, p.3). 이 시기

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교육 내용이 체조놀이, 리듬놀이 등 ‘놀이’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보건 영역만 유독 ‘위생’이라고 차별화하여 명명하

였다(문교부, 195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이를 통해 교육과정 문서에서 

위생을 가장 강조하고 습관화할 것을 누차 언급하고 있으나, 놀이나 직접적인 체

험 및 활동 보다는 이론적 차원으로만 보건 교육을 별도로 인식하고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에서도 교과명이 ‘체육’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위

생을 강조하는 세부 지도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다. 따라서 제1-2차 체육과 교육

과정의 보건교육을 다음의 <표 7>과 같이‘위생을 위한 보건교육’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2차 체육과 교육과정에 접어들어 제1차의‘위생’이 제2차

의‘보건 위생’으로 관련 영역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세부 지도내용은 비슷

하지만, 1차에서 세부 내용으로 펼쳐져있던 내용을 “위생생활, 몸, 바른 자세, 

음식과 물, 청결, 병, 운동과 보건”(문교부, 1963; 문교부, 1988, p.26-27)으로 범

주화하여 학년별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

는 “실천을 통한 지도”(문교부, 1963; 문교부, 1988, p.28)를 보건 위생 지도상

의 유의점으로 별도로 서술하여, 보건교육이 이론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자 했

음이 나타났다.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1973-1981)과 그 뒤를 잇는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

(1981-1987)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보건에 관한 기초 지식 습

득을 강조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서는 “개인위생과 공중 보건에 



- 28 -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문교부, 1973; 문교부 1988, p.29)와 같이 기초 지

식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제4차 교육과정에서도 “운동과 건강 생활에 필요한 기

초 지식을 습득하여”와 같이 기초 지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드러내고 있다(문

교부, 1981; 문교부, 1988, p.63). 

또 다른 3-4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이 보건의 영역 안에

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질병예방, 건강한 생활, 공중보건의 공통적인 

내용이 3-4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4-6학년에서만 보건 영역이 존재했고 1-3학년에서는 다른 영역의 실기를 배우면

서 병행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보건의 교육내용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1-6학년에 걸쳐 

보건 영역의 교육 내용을 점차 난이도가 있는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예를 들자면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하여 1학년의 지도 내용으로는 “바르게 

식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문교부, 1981; 문교부, 1988, p.66)가 제시되었고, 4학

년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문교부, 

1981; 문교부, 1988, p.70)와 같이 지도 내용의 연계성을 보인다. 이처럼 제3-4차 

교육과정 시기의 보건 교육은 학생들이 보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잘 알면, 

실천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보건교육”이라 

볼 수 있다. 

그 후 제 5-7차 교육과정(1987-2007)의 시기는 3-4차 교육과정의 기초 지식 습

득에 비해 적용을 더욱 강조하는 “생활화를 위한 보건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표 7>과 같이 제5차 교육과정은 인지적 영역에서 보건의 내용을 이론과 함께 

다루고, 제 6-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건의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차이는 

보이지만, 3-6학년에 걸쳐 보건 관련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공통

점이다. 이러한 기초지식의 생활화를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교과 목표항에

서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문교부, 1987, 문

교부, 1988, p.76)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학년별 목표에서도 습관화, 생활화를 누

차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도 “체육 이론 및 보건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의 항을 명시하고 

있다(문교부, 1987; 문교부, 1988, p.86;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에 이어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1992-1997)에서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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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의 ‘다’

항에서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에 적용하게 한다.”(교육부, 1992; 교육부, 

1994, p.131)와 같이 생활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학년별 내용에서도 ‘~이해하기, 

~예방하기’와 함께 ‘~습관화하기, ~실천하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교육부, 

1992; 교육부, 1994, p.134-140).

또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2007)의 내용 영역별 지도를 보면, 3-4학년에

서는 “기초 지식을 익혀 실천하는 태도”를, 5-6학년에서는 “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유의하도록 하여(교육부, 1997, 

p.19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6), 7차 교육과정 역시 보건 지식의 단편적인 

습득 보다는 배운 지식을 일상의 맥락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만의 특징이라면 성교육이 처음으로 내용 체계에 등장했

다는 것이다. 이처럼“생활화를 위한 보건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

육과정까지 유지되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2009)에서는 체육교과의 내용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신체 활동 가치’중심으로 변화이다. 그에 따라 보건의 

지도 영역은 이제‘건강 활동’이라는 신체 활동 가치에 속하게 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은 세부적으로 ‘체력 증진’과 ‘보건과 안전’의 

두 영역으로 다시 나뉘게 되어 그간 이론과 보건, 체력과 보건 등의 이름으로 각

기 나뉘어 가르쳐지던 영역이 건강 활동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인내와 성취감, 적극성과 의지처럼 건강 활동을 통해 길러야 할 가치가 제

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187). 

수시 개정 체제로 인해 2009년에 다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창의·인성의 요소를 반영하여 자기 인식, 자율성, 자기 

이해, 상황 판단력으로 학년별 가치가 변화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14). 

이와 같이 수시 개정 시기 보건 영역의 교육과정상 특징은 <표 7>과 같이“신체 

활동 중심의 보건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 활동’이라는 대영역명에 

나타나있듯,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을, 가시적

인 성과보다는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목표 항의 “신체 활동

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운동 방법을 습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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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186)는 신체 활동 중심의 교

육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건강, 도전, 경쟁, 표

현, 여가의 전 영역에서 ‘신체 활동 가치’를 교과의 핵심이자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건강의 영역에 여가가 포함되고, 안전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되는 변화가 있으나,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보건 교

육’의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보건 영역은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교육과정 내용 체계

상에 위치했다. 당면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위생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교육과

정 총론의 변화에 따라 기초 지식 습득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습득한 지식을 생

활화하는 보건교육에서, 신체 활동 중심의 보건교육으로 변모해왔다. 이것은 과

거부터 현재까지 내용의 변화는 있었지만, 학교가 보건 교육의 주춧돌 역할을 담

당해왔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체육교과의 건강교육은 체력, 보건, 안전의 영역 중에서 주로 보건 교

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김영범, 2006), 교육과정의 실천적 측면에서 보건교육은 

체육 교과 및 건강 교육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문서의 변천

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신진균, 최관용, 2011) 및 타 교과와의 중복 문제(김영

식, 김진환, 김희상, 2003)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 교육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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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교육과정 년도
보건 영역의 내용

교과명 관련
영역명 학년 세부 내용

위생을 위한 
보건 교육 제1-2차 1955-1973

[1차]보건과 위생
1-6학년

• 한국전쟁 직후 위생의 강조 • 위생생활, 몸, 바른 자세, 음식과 
물, 청결, 병, 운동과 보건의 주제

체육

보건 위생 • ‘실천을 통한 지도’를 원칙
• 학년별로 지도 목표 제시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보건 교육 

제3-4차 1973-1987 보건
4-6학년 • 1-3학년: 실기와 병행하여 지도 

• 4-6학년: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질병예방, 건강한 생활, 운동과 성
장, 공중보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 및 실천 태도를 강조
• 안전이 보건의 영역에 포함1-6학년 • 전 학년별로 지도 내용 제시

생활화를 위한 
보건 교육 제5-7차 1987-2007

인지적 
영역

3-6학년

• 3학년: 지식을 이해하고 습관화
• 4-6학년: 지식을 이해하고 생활화

• 음식물의 중요성, 치아 건강, 청결과 
건강, 질병예방, 신체의 발달, 신체검
사, 환경과 건강, 식품위생, 유행성 질
병, 건강 진단, 공중보건 
• 안전, 여가가 보건의 영역에 포함

보건

•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에 
적용 
• 감각기관(3학년), 호흡 및 소화
기관(4학년)으로 나누어 질병 예
방 교육 
• 6학년에 성 교육 명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보건 교육

2007 
개정

- 
2015 
개정

2007-현재
건강 활동

• [2007개정]
 - 중영역 ‘보건과 안전’
• [2009개정]
 - 창의·인성의 가치 

• 생활습관과 질병예방, 비만과 식이
요법, 몸의 성장과 변화, 흡연과 음주
의 피해 
• 건강 활동 전체를 통한 가치 교육 건강 • [2015개정]

 - 건강의 영역에 여가가 포함됨

표 7.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상의 보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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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 영역

안전(安全)이란 한자 뜻 그대로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15)에 의하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

러한 상태를 안전이라 한다. 그러므로 안전 교육은 가정 및 학교, 또는 야외 생

활에서의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그 중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학교급과 교과목을 넘어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습과 생활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초등학교 단계(정광순, 2004)에

서는 안전 교육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는 체

육 교과뿐만 아니라 저학년의 통합교과,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의 교과

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공배완, 안황권, 2009), 안전교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론 연구 및 교육실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강신원, 2015). 

더욱이 과거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질병이나 위생적인 문제였다

면 이제는 괄목할만한 의학의 성장으로 질병예방 및 치료와 위생이 개선되어, 안

전사고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에 따라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교육부, 2014)과 같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안전생활’통합교과가 신

설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체육교과와 안전 영역의 교집합은 다른 어떠한 관련 교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견고하다. 체육교과와 안전 영역의 연결고리는 체육 수업에서 가

장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점이다. 체육 교과는 신체 활

동을 매개로 하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단연 

높은 교과이다.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1순위 체육수업시간

(28.4%), 2순위 점심시간(18.7%)으로 교사가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체육수업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이다(김재운, 2007; 박미림, 이

옥선, 조기희, 2015;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3). 따라서 안전 교육의 내용이 초등

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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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안전 교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되었는

가?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1955-1963)부터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안전의 영

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체육교과가 안전의 영역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제1차 교육과정에서 체조놀이, 놀이, 리듬놀이 같은 다

른 영역처럼 안전 교육을 드러내주는 별도의 영역명은 없다. 다만 교과 전체의 

목표에서 안전 교육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의 교과명인 초등학교 보건과

의 네 번째 목표는 ‘안전 지도’로 “안전한 장소, 놀이, 교통, 수상, 화재, 빙상 

등”의 안전 교육을 서술하고 있다(문교부, 1955; 문교부, 1988; p.5). 

이처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안전의 영역이 없는 것은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도 마찬가지이다. 제2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1-2학년, 3-4학년, 5-6

학년별로 안전 교육 목표를 한 문장씩 서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도 내용에 

안전의 영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2차 교육과정의 1-2학년에서는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이끌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3-4학년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환경 위생에 협력하며,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5-6학년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환경 위생에 적극 협력하며, 여

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로 나타나있다(문교부, 1963, 문교부, 1988, p.14-15). 

따라서 제1-2차 교육과정 시기는 안전의 영역이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육 수업의 다른 활동들을 통하

여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즉, 이 시기의 안전 교육은 

“체육수업을 통한 암묵적 안전 교육”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1973-1981)부터는 안전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보건 영역에 속하게 되었으

며, 보다 자세하게 어떤 학년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 교육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굳건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로 어떤 학년에서는 안전 교육이 제시되고, 어떤 학년에서는 언급

조차 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내용의 체계가 미흡한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은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1992-1997)까지 이어

져 왔다. 이어지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2007)에서도 3-6학년의 보건 영

역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연계성은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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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까지의 시기를 “보

건 영역을 통한 부분적 안전 교육”의 시기라 볼 수 있다. 안전 교육이 보건의 

영역 속에 자리 잡은 시기이며, 보건 영역 안에서도 안전 교육은 주된 교육 내용

이 아니라 마지막 항에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제3차-7차 교육과정은 안전 교육이 내용체계에는 없더라도 체육 수업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어질 것으로 보았던 시기에서 더욱 독립적인 안전의 영역으

로 나아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제3차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 ‘아’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

활을 할 수 있는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문교부, 1973, p.62)와 같이 교육과

정 총론에서는 안전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수영에서의 안전 교육을 제외하면 5학

년 교육과정에서만 교통사고의 방지, 학교, 가정, 야외에서의 사고 방지 등의 교

육 내용이 자세하게 제시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문교부, 1973, 문교부, 1988, 

p.56). 

제3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에서도 보건 영역 내에 안전 

교육이 제시되어 있으나 체계가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제4차 교육과정의 학년목

표를 살펴보면, 1-2학년, 3-4학년은 두 학년씩 같은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5학년은 “화재의 위험과 전기 안전에 대하여 알고, 이를 실천한다.”이며, 

6학년은 내용 체계 자체에 안전 교육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문교부, 1981; 문교

부, 1988, p.66-74). 이처럼 체계와 연계성이 부족한 안전 교육이 보건의 영역 속

에 자리하고 있는 “보건 영역 내에서의 부분적 안전 교육”의 모습은 제 5-7차 

교육과정 시기(1987-2007)까지 이어졌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에 이르러, 안전 교육의 체계에 커다란 변

화가 나타났다. 이전의 안전 교육 내용이 교과 전체의 목표나 보건 영역의 가장

자리에 있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부터 ‘건강 활동’의 가치를 추구

하는 하나의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건강 

활동’영역의 하위 영역이 ‘체력 증진’과 ‘보건과 안전’임을 고려할 때(교육

인적자원부, 2007, p.187), 제7차 교육과정까지 보건 속에 있던 안전의 영역이 이

제 보건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2009 개정 교

육과정(2009-2011)에서는 ‘보건과 안전’의 중영역이 삭제되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건강 활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운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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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재해 예방의 내용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14). 따라

서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에는 “건강 활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교과 외부의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의 영

역이 신설되었다. 체육 교과에서 안전 교육이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된 첫 교육과

정으로, <표 8>과 같이“독립된 위상의 안전교육”이 실행된 시기이다. 개정의 

주요 방향인 체육 교과 역량에 안전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안전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건강 가치의 출발점”이라 보았다(교육

부, 2015, p.295). 3-4학년에서는 ‘신체활동과 수상 활동 안전’ 및 ‘운동 장비

와 게임 활동 안전’을 내용 체계로 하였으며, 5-6학년에서는 ‘응급처치와 빙

상·설상 안전’ 및 ‘운동 시설과 야외 활동 안전’을 내용 체계로 구성하였다

(교육부, 2015). 이처럼 안전 영역의 신설은 안전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명시함

으로써, 신체활동과 안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안전 교육 내용은 전 영역의 체육 수업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보건 또는 건강의 가치에 포함되는 개념이었다. 따

라서 안전의 단원이 신설된 시점에서, 안전 교육은 과연 건강 교육에서 어떤 부

분을 차지하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내용으로 비춰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 교육이 전 학년의 목표에서 보건 영역으로, 건강 

활동의 가치로, 그리고 독립된 영역으로 잦은 이동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교육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전교육

은 과연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체육 교과의 본질적인 교육 내용인지, 그

렇다면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전 교육의 본질인지 다시 짚어보아야 할 것이

다.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 살펴본 안전의 영역에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안전 

교육 내용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건강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으로 

정의되듯, 안전의 개념도 신체적인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으로 다차원적이다

(임현진, 이재열, 박광민, 설동훈, 1997). 따라서 학교폭력,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신체적, 물리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

과정의 한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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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교육과정 년도
보건 영역의 내용

교과명 관련
영역명 학년 세부내용

체육수업을 
통한 암묵적 
안전 교육

제1-2차 1955-1973
[1차]보건과

. 1-6학년 • 체육 교과 전체 목표 또는 학년
별 목표 전반에 안전 교육 서술 

• 장소, 놀이, 교통, 수상, 화재, 빙상 
등의 안전[2차]체육

보건 영역 
내에서의 
부분적

안전 교육
제3-7차 1973-1997

체육

보건 1-6학년 • 교육과정 운영지침이나 학년목
표에서 부분적으로 안전을 언급 

• 수영에서의 안전
• 안전한 생활
 - 교통사고 방지, 학교, 가정, 야외 사
고 방지, 재해와 안전, 응급처치

[5차]
인지적
영역

3-6학년

• 이론 및 보건에서 언급 

• 도로, 가정, 야외, 학교에서의 안전 
등 안전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

보건
• 6학년 제외

• 필수내용과 선택내용으로 제시 

건강 활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안전 교육

2007개정
-

2009개정
1997-2015 [07-09 개정]

건강 활동
3-6학년

• [2007 개정]
 - 중영역 ‘보건과 안전’ 
• [2009 개정]
 - 중영역 없음 

• 가정 안전, 학교 안전, 운동 안전, 재
해 예방 

독립된 위상의 
안전교육

2015 
개정 현재 안전 • 안전 영역의 신설 • 신체 활동과 안전, 운동 장비와 안

전, 응급처치와 안전, 운동 시설 안전

표 8.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상의 안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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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건강교육의 담론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건강교육의 위상과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 누구나 건강을 염원하고, 국가 사회적 

정책으로 건강과 웰빙을 외치는 시대이지만 건강과 웰빙이 무엇이며 어떠한 모

습을 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Ereaut & Whiting, 2008). 왜냐하면 건강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

다(Griggs, 2015, p.100).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 역시 사회적으로 구

성되며, 교육과정의 구성은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다(Penny, 2006). 그러

므로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 그리고 교육과정에 반영된 건강에 대한 사

회·정치적 견해를 알아보는 과정은 초등학교 건강 활동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

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일이다. 

교육과정이나 건강처럼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담론’은 좋은 돋보기가 될 수 있다. ‘담론(談論, discourse)’이란 글자 그대

로 풀이하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한다는 뜻으로(국립국어원, 2015), 어떠한 

개념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관점을 의미한다. 교육적 

맥락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건강교육의 담론이라 할 때, 체육교육학자들마

다 건강교육의 담론을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설명하였다. 체육교육 학자들의 각

기 다른 견해를 종합해보자면, 현대 의학적 건강의 담론, 호울리즘, 지속가능성 

담론, 정책 문서에서의 건강 담론,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담론 등 다양한 견

해가 있다(Ereaut & Whiting, 2008; Griggs, 2015, p.101-103; Tinning, 2010). 하지

만 이번 장에서는 국내 교육과정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교육의 담론을 의

학적‧개인적 책임감‧총체적인 건강의 담론과 교육과정과 건강교육의 담론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건강의 담론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으로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영적인 건강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관점은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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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주요 내용

Sallis  & 
McKenzie

(1991)

•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하며, 공중보건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McKenzie 
et al
(1995)

•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체 활동의 증진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한 핵심

McKenzie &
Kahan
(2008)

• 체육교육을 학교의 종합적인 건강프로그램으로 인식함, 학교는 공공의 건
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 가시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체활동량이 증
진되어야 함 

McKenzie &
Lounsbery

(2009)

• 학교는 청소년에게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체육교
육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

김일옥, 
최경순
(2009)

• 간호학, 식품영양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 건강 교육. 건강교육이란 기존
의 태도를 강화 또는 수정하여 올바른 건강 행위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 

이양구
(2012) •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이광무
(2014)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자료를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서술. 운
동체력은 건강체력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었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건강의 담론을 의학적 담론과 개인적 책임감 담론, 그

리고 총체적 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의학적 담론 

건강의 담론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은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이며,  신

체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학적 담론(Ereaut & Whiting, 2008; 

Griggs,2015, p.101-103; Tinning, 2010)이다. 의학적 담론(Biomedical discourse)은 

건강을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방하며,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

는 것을 예방하고자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의학적 담론

에 기인하는 정책의 결과물은 건강이나 웰빙의 정도를 측정하고 처방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Griggs, 2015).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나열해보자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건강에 대한 의학적 담론(연도순) 



- 39 -

의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의학의 소아청소년과, 간호학, 보

건학, 운동생리학, 그리고 교육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질병 발생율을 늘리

거나 예방하는 측면에서 신체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학적 담론에 

입각하여 학교체육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McKenzie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활동량을 늘려야 하며,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Sallis & McKenzie, 1991; McKenzie 

& Kahn, 2008 등). 이들의 연구를 의학적 담론에 포함시킨 이유는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써 학교교육을 인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비만이나 만성적 질환의 

예방을 위한 창구로써 학교체육의 역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학교체육을 복용

하지 않은 약(“the pill not taken”)에 비유한 점이나 미국심장협회의 의견을 지

지하여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 이를 뒷받침한다(McKenzie & 

Lounsbery, 2009).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의학적 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건강 습

관의 수정, 비만 예방, 체력 향상 및 운동처방 등 건강의 다차원적 차원 중에서 

신체적 건강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일옥, 최경순, 2009; 이양구, 2012; 이광

무, 2014).  

  이와 같이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의 건강은 신체의 질병 부재와 개인의 건강에 

관심을 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Wright, 1982), 이에 따른 두 가지 한계점이 제

기되고 있다. 첫째, 의학적 담론은 건강을 신체 중심으로 인식하므로 의학적 담

론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몸의 건강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건강을 읽을 수 있

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Burrows & Wright, 2004). 신

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도 편안한 학생을 진정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아동기의 치사율이나 

질병 발생이 현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건강은 현재까지 국가·사회

적 주요한 정책사항으로 거론 되고 있다는 것은 신체적 건강만이 건강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Crawford, 1980). 

외관상 질병이 없는 학생은 모두 건강한 학생인가? 그렇지 않다. 화려한 의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 아동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아동 건강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의학적 담론의 한계이다. 

  둘째, 의학적 담론은 개인의 건강에 초점을 둔다. 의학은 사회 전체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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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건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을 또다시 분절적으로 접근한

다. 의학(醫學)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며(국립국어원, 2015), 기초 

의학(해부학, 병리학 등), 임상 의학, 임상지원의학으로 분류된다. 그 중 임상의학

은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으로 또다시 세분화되어 있다. 이처

럼 의학뿐만 아니라 건강을 다루는 각 학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각 학문분야 

역시 하위학문들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을 조각내며 세분화시키

는 것을 가속화한다(Lawson, 1992). 그러나 건강은 세부적인 부분이나 개인의 문

제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

인인 스트레스는 개개인의 몸 안에 있지만, 대부분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다(Crawford, 1980). 그러므로 개인을 사회와 떨어뜨린 상태에서 개인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의학에 근거하여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종합적인 건강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의학적 담론이 건강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만, 의학적 담론은 스포츠교육학계에서 과거 20년 이상 건강교육을 지배한 

주요한 관점이다(Gard & Wright, 2001). 스포츠교육학계가 체육학의 하위 학문으

로써 독립적인 연구 영역과 방법을 갖추게 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을 고려해

본다면(최의창, 2000), 의학적 담론이 건강교육의 출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의학적 담론의 영향이 절대적인 이유는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본디 

대부분 의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Evans, 2004).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건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건강을 교육이라는 새로운 장에

서 어떻게 재맥락화(Bernstein, 1996)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개인적 책임감 담론

  개인적 책임감 담론이란 건강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이 스스

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

이다(Griggs, 2015). 개인의 책임감 담론에서 건강은 적응유연성이나 독립적인 의

사결정력과 같은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을 개인이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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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춰진다. 그러므로 개인의 책임감 담론에서는 건강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부과된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가 건강의 영역에

서는 개인의 책임감 담론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헬시즘(healthism)’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Crawford, 1980; Tinning & Fitzclarence, 1992). 헬시즘은 개인의 

건강 경험을 강조하며, 건강에 대한 걱정을 증가시켜서 그에 대한 보충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헬시즘의 관점에서는 비만인 사람은 식

습관이 좋지 않아서, 또는 운동을 게을리 해서, 즉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사람

으로 비춰지며 그에 따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식습관이나 운동 조절로 다이어트

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은 실질적으로 사회, 환경적 요인의 영

향을 받으며(Lawson, 1992), 유전적 요인도 다수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건강

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가시적, 암시적으로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강 담

론이다. 날씬하고 젊은 ‘몸에 대한 추종’(Bunton & Peterson, 2002)은 대중매체

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지하철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쇼핑채

널은 온통 날씬하고 젊어 보이는 몸을 위한 상품이 즐비하다. 건강의 담론과 관

련하여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받는다

(Bunton & Peterson, 2002; Tinning, 2010).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건강에 대

한 책임이 아이들에게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Gard & Wright, 2001; Wright 

& Burrows, 2004; Burrows, 2010). 

  건강의 책임은 과연 개인에게 있는가, 사회에 있는가? 건강이 개인화되었을 때

의 문제는 무엇인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담론

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을 잃은 개인

은 실패와 죄책감, 좌절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Gard & Wright, 2001; 

Burrows, Wright, & Jungersen-Smith, 2002). 그러나 개인의 좌절은 심리적·정신

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으

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건강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책임만 맡기려하는 한계를 보인다. 

  개인의 책임감 담론의 두 번째 문제는 건강이 불공평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이

다(Lawson, 1992).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을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했을 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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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건강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각각 분리되어 상품화

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건강의 분절화, 상업화(Lawson, 1992)를 가속

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건강에 대한 사회, 정부, 환경의 역할을 수동적으

로 인식하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책임감 담론에서는 건강이 개인적 

문제이므로 건강을 얻든, 잃든, 좋든 그렇지 않던 모두 나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

회, 정부, 환경의 맥락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건강은 포괄적, 종합적인 개념이므로, 개인과 사회, 정부, 환경의 협

력 없이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의 책임

감 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나열해보자면 <표 10>과 같다. 

  국외 연구로는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사회학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Milles(1959)의 연구와 건강이 개인화 되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지나치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Crawford(1980)의 연구가 대표

적이다. Crawford(1980)는 개인의 책임감 담론을 비판하며,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헬시즘이 건강한 습관의 형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O’Donnell(1986)

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이 증진된다는 관점을 보였으

며, Petersen과 Lupton(1996)은 과거사회에서 공중건강의 관심사가 위생이었다면, 

현대사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Petersen은 Bunton(2002)과의 연구에서도 현대사회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개인

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헬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Zimmer, Dorsch, Hoeber, & LeDrew, 

2011), Rudd와 Anderson(2006)은 헬스리터러시가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로만 비춰

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헬스리터러시는 개인적 능력이지만 환경적 도움도 간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이나, 몸,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드러났으며(Tinning & 

Fizclarence, 1992; Burrows, Wright, & Jungersen-Smith, 2002; Wright & Bu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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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주요 내용

Mills
(1959) •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자, 사회적 이슈 

Crawford
(1980) • ‘헬시즘(healthism)’ - 건강의 개인화 문제를 지적 

O'Donnell
(1986)

• 건강증진활동 - 개인이 궁극적인 건강의 상태로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예술이자 과학

Tinning & Fitzclarence
(1992) • 건강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적인 인식 및 체육교육에 대한 태도 

Petersen &
Lupton 
(1996)

• 공공건강의 관심사 변화(위생→개인·사회적 요인)

Gard & Wright (2001) • 비만을 개인의 책임, 도덕성, 근심으로 연결하는 것을 경계

Burrows, 
et al

 (2002)
• 뉴질랜드 아이들 개개인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인식

Bunton & Petersen 
(2002)

•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 음주, 흡연 등을 모니터하도록 요구
받음

Wright & Burrows
(2004) • 뉴질랜드 아이들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식 형성 양상 

Rudd & Anderson
 (2006)

• 헬스리터러시가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로 비춰지는 경향을 지적, 
하지만 환경적인 도움도 필요함

임종희 외 
(2009)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비만예방 

홍용희 외 
(2010)

• 학교를 기반으로 한 비만교실의 필요성. 지속적인 비만교실운영이 
필요

Burrows
(2010) • 건강과 몸에 대한 아동 개인의 인식을 보는 연구 

표 10. 건강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담론(연도순) 

2004; Burrows, 2010), 이에 따라 아동의 건강을 아동 스스로의 책임이나 도덕성

으로 연결하는 논리(Gard & Wright, 2001)를 바로 세우는 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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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개인의 책임감 담론에 근거하여 아동 개인의 인식이나 행동이 변

하면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다(임종희, 

이해정, 김정원, 2009; 홍용희, 박진경, 이동환, 2010).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건강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의 처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교

육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이미송, 

조기희, 2015). 

  3) 총체적 담론

  
  총체적 담론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

점으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호울리즘(holism)’으로 표현되기도 한다(Griggs, 

2015). 초등 체육 담론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에 덧붙여 경제

적, 영적 건강(Miller, 2005)까지 언급하기도 하며, 다양한 건강의 영역이 서로 상

호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관

점에서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체적 담론에서 더 진화한 형태의 담론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지속

가능성 담론(sustainability discourse)’(Ereaut & Whiting, 2008; Griggs, 2015)은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

념의 문화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환경을 중요시해야 하며,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건강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Bonnett, 2002). 

  영국의 체육교육학자 Griggs는 그의 저서 『Understanding Primary Physical 

Education』에서 교육적 맥락에서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담론을 논하며, 총체적 

담론과 지속가능성 담론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Griggs, 2015; p. 101). 또한 

Lawson은 지속가능성 담론을 사회생태학적 개념(socioecological conception)으로 

설명하였다(Lawson, 1992). 하지만 건강을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에서 전체적

으로 바라보는 것과 개인의 건강에 사회·문화·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

는 두 가지 담론은 부분과 전체의 상호작용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Griggs의 저서에서도 지속가능성 담론을 총체적 담론이 진화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담론을 총체적 담론이라는 용어로 함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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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주요 내용

WHO 
(1948)

•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음

Wright
(1982)

• 건강은 신체중심, 개인, 질병의 부재에 관심을 두는 의료적 개념
보다 더 넓고 통합적인 개념

Ewart
(1991)

•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을 사회, 환경과 떨어뜨려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생태학적 관점을 주장

Lawson
(1992)

• 건강에 대한 생태사회학적 입장, 건강의 분절화 지적
• 의료화, 개인화를 넘어서는 건강에 대한 종합적 관점 

Ministry of Education
(1999)

•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건강 증진
 - 자신, 지역사회, 환경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는 과정
 -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

Miller
(2005)

• 아이들의 신체, 정신, 영성의 총체적인 교육
• 총체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
 - ‘건강과 웰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경제적 측면 고려 

이대형, 이승범
(2007)

• 홀리스틱 건강교육 – 신체적, 정신적, 민주시민교육 등 
•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 교육

Gutman & Feinstein
(2008)

• 웰빙에 대한 종합적 관점 – 정신적 건강, 환경, 사회 등
• 총체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함 

정미라 외
(2009)

• 신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고려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유아 건강

Lee &
Martinek

(2009)

• 책임감 향상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서 문화, 환경의 영향 
• 책임감을 기반으로하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치 전이의 과정

최의창
(2010)

• 체육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전인교육 
• 스포츠맨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신진균, 최관용
(2011)

• 자기건강관리만이 아닌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련성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아우르는 건강증진교육

Alfrey & O’Connor
(2015)

• 사회생태학적 프레임워크에서 바라보는 교육과정 개선 
• 생활 유착형 건강 교육의 사례 

표 11. 건강에 대한 총체적 담론(연도순) 

술하였다. 건강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나열해보

자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WHO가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한 것

을 시작으로 총체적 관점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Wright(1982)는 건강을 의료적인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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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Ewart(1991)은 개인의 건강을 사회나 환경과 떨어뜨려 보는 기존 관점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Lawson(1992)은 전공의 각 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

어서 건강이 더욱 분절적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사회학적인 입장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건강에 대한 총체적 입장은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에서도 나타

나있으며(Ministry of Education, 1999; Culpan & Bruce, 2007),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Miller, 2005). 

  이처럼 총체적인 건강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아동의 건강 및 웰빙이 실

제로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적 요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다(Gutman & 

Feinstein, 2008; Lee & Martinek, 2009). 유아교육 및 아동교육, 체육교육, 지역사

회 및 소비자로서의 교육 등 건강을 다루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도 궁극적 목적

은 서로 다르지만 건강이 총체적 관점에서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되었

다(정미라, 배소연, 이영미, 2009; 최의창, 2010a; 신진균, 최관용, 2011). 

  총체적,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건강을 주장한 Lawson(1992)은 의학적 담론

과 개인 책임감 담론을 넘어선 총체적 담론에서 건강을 바라보았을 때 세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건강을 교육하는 사람이 영적, 지적, 감성

적, 사회적인 건강을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의 맥락인 초등학교에서는 건강을 교육하는 사람이 주로 담임교사, 체육교과전담

교사, 또는 보건교사가 될 것이다. 만약 담임교사가 건강을 가르치며 신체적인 

건강만을 추구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또는 담임교사가 신체·정

신·사회적 건강을 모두 추구할 때 그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건강 교육자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건강을 교육할 때, 교육의 결실 역시 풍족할 

것임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가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

만큼 결과를 의도하며 지도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장 교

사가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의료화, 개인화를 넘어서는 건강의 총체적 관점에서는 개인에게 건강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줄어든다. 개인의 책임감 담론에서 살펴보았듯, 건강은 개

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건강이 개인의 심리, 정신, 사

회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속하는 사회·문화·환경과 얽혀있음을 인

정한다면, 건강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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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총체적 건강의 담론에서는 건강과 약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 총체적 건

강의 담론에서는 신체적 건강의 향상만으로 건강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약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줄어들 것이다. 제약회사

의 상업적인 광고로 형성된 왜곡된 건강 인식을 바로세울 수 있으며, 건강이 한 

알의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식습관과 운동, 여러 가지 

환경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이게 되어 보다 향상된 건강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총체적 관점은 건강의 의료화, 개인화를 넘어서는 건

강 개념 자체의 승격이며, 건강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 되는 담

론이다(Lawson, 1992). 

 

  나. 교육과정과 건강교육의 담론

  교육과정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변

화한다(Kirk, 1992).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내포된 건강

의 담론 역시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시기에 따

라 앞서 살펴본 의학적, 개인의 책임감, 총체적 담론 중 어느 한 담론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고, 여러 담론이 하나의 교육과정의 시기에 어우러져 나타나기도 하

였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건강교육의 담론을 알아보는 과정은 건강교육이 교

육과정 내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왜 어느 특정한 교육 내용을 부각시키게 되었

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이다. 

  교육과정처럼 문서화된 정책 문서에서 그려지는 건강은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강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서술하는 건강은 현재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건강이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이상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

(Ereaut & Whiting, 2008; Griggs, 2015). 이에 대해 체육교육학자 Griggs(2015)는 

정책 문서에서 말하는 건강과 웰빙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

(good life)’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견주어 설명하였다. 즉, “건강한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정책 문서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 그리고 초등학

교 건강 활동의 교육 목표도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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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건강에 대한 이상이 어떠한가를 통해

서 그 시대의 주요한 건강 담론을 역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의학적 담론이 짙게 드러나는 시기는 제

1-2차 교육과정(1954-1963)이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은 체육교과의 명칭 

자체가 ‘보건과’이며, 교과의 목적에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을 강조

하고 있는 만큼, 전쟁 직후의 위생을 매우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문교부, 1955).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역시 ‘보건 위생’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여, 개인

의 청결 및 집단 위생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문교부, 1963). 이처럼 1-2차 교

육과정에서 위생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신체적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1-2차 교육과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조화보

다는 전쟁 이후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신체적인 위생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생 교육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의 중점적인 정책으로 내세웠다

는 점에서 1-2차 교육과정이 의학적 담론을 주요한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제3-4차 교육과정(1973-1987)은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의학적 담론에

서 총체적 담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제3-4차 교육과정에서는 

신체적 건강을 밑바탕으로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지

만, 정치적인 요구로 인해 제한된 의미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일반 목표의 “올바른 경쟁심

과 협동 단결력이 강한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문교부, 1973, p.63)라는 표현

을 통해 유신정권에서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총체적 건강 담론에서 이야기하

는 다차원적 건강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의 교과 목표에서도 “여러 가지 놀이와 운동을 통

하여 체력과 기초적인 운동 기능을 기르고, 건강과 운동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

며, 즐거운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한다.”(문교부, 1981, p. 65)와 같이 군사정권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민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즐거운 생활 태도”에 한정

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3-4차 교육과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차원적 건강의 염원을 교육과정 문서에 담고자 하였지만, 시대의 정

치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는 의학적 담론이 여전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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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확고한 입지를 나타냈으며, 일부 총체적 건강 담론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시작되었다.

  총체적인 건강 담론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에 투

영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총체적 담론에서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

면의 다차원적인 건강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5-7차 교육과정

(1987-2007)은 학생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발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총체적 담론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은 교과목표를 

“운동 능력을 기르고, 운동과 건강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건전한 생활 태도

를 가지게 한다.”로 밝히고 있으며(문교부, 1987, p. 77), 특히 “바람직한 태도

를 가지게 한다.”(문교부, 1987, p. 77)는 표현처럼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사회

적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도 체육교과의 성격을 “잠재된 신체적 능력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교육부, 1992, p.84)시키는 교과로 규정하

여, 건강의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교육과정임이 나타난다. 

이에 덧붙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을 “건강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삶을 향

유할 수 있게 하는 체육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교과”(교육부, 1992, p.84)로 

서술하여, 교육과정이 개인과 환경 및 문화의 조화를 추구하는 총체적 담론을 반

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뒤를 이은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은 “체·지·덕이 통

합된 인간의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을 교과목표로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교육

부, 1997, p. 187). 또한 체육을 내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과로 서술하면서, 내재적 가치에는 “체육문화의 계승”을, 외재적 가치에는 

“정서순화, 사회성 함양”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보았다(교육

부, 1997, p. 187). 이처럼 제5-7차 교육과정은 총체적 건강 담론의 기조와 동일

하게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교과 본연의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지속적 

담론의 핵심인 환경, 문화와의 상호작용(Bonnett, 2002)을 문서에 투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수시개정 체제를 맞이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2009)부터 체육과 교육과

정은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전면 탈바꿈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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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활동, 여가 활동의 신체 활동 가치를 추구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처럼 2007-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가치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면 특정한 가치를 획득하

고, 그것이 개인의 궁극적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개인 책임감 담론의 색채를 띠고 

있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2007-2009)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처럼 체육문화

나 사회성 함양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

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교육인적자원부, 2007, p.185)을 

추구하며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가의 영향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보다는 

개인의 능력 향상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다. 특히 건강 활동을 “건강의 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다.”(교

육인적자원부, 2007, p.185)로 명시하여,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건강이 좌우될 수 

있음을 가정하는 헬스리터러시(Osborne, 2011)의 뉘앙스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9). 

물론,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나 신체 문화를 발전시키

는데 공헌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를 이어나가는 활동 역시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개인의 책임감 담론을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 해주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의 문구에서도 엿보인다. 바로 

학생들이 체육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 및 체력을 평가하고 관리

하며, 개인 및 사회적 건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9).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개인,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가

능성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체육교과를 통해 결국 가치를 내면화하고 창

의·인성을 갖추는 등 개인의 능력 향상을 도모했기에 개인에게 최종적인 책임

을 맡기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담론이 더욱 짙

게 나타났다. 체육교과를 통해 배워야할 내용 또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개인이 

보유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교육부, 2015).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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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담론

교육과정
의학적 담론 총체적 담론 개인의 책임감 담론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국가의 중점 정책으로

신체적 위생을 강조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정치적 요구로 인한

제한된 의미의 건강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학생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발달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제7차 교육과정
(1997-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2009)

신체활동가치와 역량을 내면화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 이후)

표 12.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건강교육의 담론 

역량이란,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능력(소경희, 2007)이다.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사회가 특정한 능력을 기르도록 개인을 안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

에 비해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교육과정의 변천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특정

한 건강 담론이 우세했던 시기도 있고, 같은 교육과정 시기 안에서 하나 이상의 

건강 담론이 녹아있는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건강교육의 담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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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의 <표 12>처럼 교육과정 변천의 시기별로 비교적 우세하게 나타나

는 건강 담론을 살펴보았을 뿐, 반드시 어느 한 시기의 교육과정이 특정한 건강 

담론과 연결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의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이듯, 건

강의 담론 또한 교육과정의 기조와 목표처럼 정책에 따라 만들어지고 고시되는 

정형화된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건강 담론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우세한 하나의 담론은 

또 다른 담론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해하고, 하나의 담론으로 

귀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Johns(2005)는 이러한 경향을 담론의 헤게모니 

라고 설명하였다. 담론의 헤게모니로 인하여 의학적, 총체적, 개인의 책임감 담론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 공통의 합의점을 가지는 하나의 담론이 나타나기는 어려

운 것이다. 하지만 비만에 대한 수치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처방하는 의학적 접

근이 개인의 건강관리를 탓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담론은 어떠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함께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의 담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의학적 관점과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상호간에 관련이 깊으며, 동시에 총체적 관점과 반대선상에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의학적 관점은 개인 질병의 부재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책임감 담론은 의학

적 수치나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 

담론은 문서로 표현된 교육과정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과

정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구성하는 밑바탕이다. 과거와 현재의 

건강 담론을 탐색해보는 것은 건강 활동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를 이해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4. 초등체육 건강 활동 관련 연구

  앞서 살펴본 건강교육의 교육과정적 위상 및 내용과 건강교육의 담론을 바탕

으로 본 절에서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관한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보고서 등을 

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초등체육 

건강 활동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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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이론적 접근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건강 활동을 가르치

는데 기초가 되는 건강, 체력, 비만, 헬스리터러시 등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나가야 할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포

츠교육학회와 한국초등체육학회를 중심으로 체육, 초등체육, 건강교육의 접점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를 본 연구의 주제와 연

관지어 과학적 접근과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접근

  초등체육에서 건강과 관련된 개념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주로 의학, 

운동생리학, 보건학 및 일부 교육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과학적 접근에서 수

행된 연구들은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초등 학령기 아동의 건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

나 효과를 중요시하며, 건강의 여부를 수치화하여 측정, 평가, 판단하는 것을 강

조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세부 주제를 체력, 보건, 안전으로 나누었을 때, 아동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는 McKenzie이다. McKenzie는 Sallis, 

Kahan, Rosengard와 같은 학자들과 함께 학교는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효과적

으로 늘려줄 수 있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

구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늘려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McKenzie & Kahn, 2008),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만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체육교과가 주변 교과의 입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

았다(McKenzie & Lounsbery, 2009). 또한 아동비만 문제의 해결책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스포츠 위주의 기존 체육교육을 비판하며, 스포츠가 학생

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유일한 방법은 아님을 지

적하였다(McKenzie & Lounsbery, 2009). McKenzie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의 신

체활동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 기반의 프로그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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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체력

McKenzie, 
Kahan
(2008)

공중보건에 대한 압력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아동비만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체활동량을 늘려야 함

McKenzie,
Lounsbery

(2009)

체육교육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근거 기
반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적 성과를 수집
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

McKenzie,
 Sallis,  

Rosengard
(2009)

과학적 효과가 검증된 증거 기반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필요. 스파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총 망라하는 연구

보건

Nutbeam
(2000)

헬스리터러시는 건강 증진의 새로운 개념. 건강 교육의 
주요 성과를 헬스리터러시로 나타낼 수 있음

Osborne
 (2013)

헬스리터러시의 개념, 평가, 이해. 다양한 맥락에서 헬스
리터러시의 개념 및 적용

안은정, 권인수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건강정보문해력 정도를 파악하여, 학
교 보건교육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안전

강신원
(2015)

초등학교를 맥락으로 이루어진 안전교육 연구에 대한 메
타연구.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
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적었으며, 양적 연구가 대다수
였음 

류영주, 최지연
(2015)

저학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를 조사
하여 분석한 연구

기타 이광무
(201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2009 개
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지도서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운동생리학적 측면에서 제시

표 13.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과학적 접근

요함을 주장하였다. 쉬는 시간(recess)이나 과외체육활동 시간, 또는 SPARK, 

CATCH, PLAY, TAKE 10!(McKenzie, Li, Derby, Webber, Luepker, & Cribb, 2003; 

Pangrazi, Beighle, Vehige, & Vack, 2003; Stewart, Dennison, Kohl, & Doyle, 

2004; McKenzie, Sallis, & Rosengard, 2009)과 같은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교육과

정과 통합하여 운영하면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켜 건강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중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체

력과 관련하여 체육, 건강, 신체활동량간의 상호관계와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

한 연구들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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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체육교육에 대한 McKenzie의 접근은 체육이 곧 신체활동량을 증가시켜

주는 교과로 단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McKenzie의 과학

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겨준다. 1일 60분 이상의 신체활동과 같은 권

고사항에 따른 신체활동량을 충족시키면 체육교육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 신체활동량을 쉬는 시간이나 과외활동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체육교육은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가? 신체적 건강 외에 정신적, 사회적 건강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학령기의 신체활동량 충족이 과연 비만과 만성적인 성인 

질병의 예방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 

  한편, 의학, 간호학, 보건학의 관점에서 건강을 논의한 연구들을 보면, 초등체

육 건강 활동의 세부 주제인 체력, 보건, 안전 중 보건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만성적인 질병을 과학적 방법으로 진단하고 예방

하는 것을 건강의 기초로 보고 있다. 국외의 의학적 관점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

보를 전달 및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헬스리터러시로 규명하며(Osborne, 

2013), 헬스리터러시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Nutbeam, 2000). 이에 국내에서는 헬스리터러시를 의학, 보건학, 간호학에서 의

료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문해력 등으로 번안하여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건강정보문해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자료를 수집

하는 단계에 있다(안은정, 권인수, 2014). 

  앞서 다룬 체력, 보건의 주제에 비해 안전의 영역을 다루는 이론적 및 과학적

접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간 안전의 주제는 초등체육 건강 활

동의 주변부에 불안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국가·사회의 요구로 인해 2015

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단원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론적 연구 또한 활발해 

지는 추세에 있다. 

  강신원(2015)은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안전교육

을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반면, 류영주와 최지연

(2015)이 저학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교과 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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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연구는 단편적, 일시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씨실과 날실이 조밀하게 짜여 있는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안전교육

을 실천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일에 다양한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렇듯 안전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립은 아직 출발 단계에 

있다. 체육교과 외부의 요구로 인해 신설된 안전교육을 교육과정 안팎에서 어떻

게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둘러싼 교육주체들의 인식이나 요구는 무엇인

지 더욱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체력, 보건, 안전의 세부 주제 외에도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전반을 아우르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이광무(2014)의 연구는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측면에서는 이론보다는 교육 실천적 연구

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교과서 개발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운동

생리학적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점과 운동처방학적 관점의 과학적 적용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과학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2) 인문·사회적 접근 

  초등체육 건강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개념이나 이론을 다루는 인문·사회적 

접근은 앞서 다루었던 과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과학적 접근이 

개인의 건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인문·사회적 접근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문·사회적 접근은 과

학적 접근에 비해 제각기 다른 개인의 환경적인 맥락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

적·사회적·영적으로 총체적인 건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였다. 

  인문·사회적 접근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체력, 보건, 안전과 같은 

초등체육 건강 활동 관련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연구자가 속한 

모학문의 입장에서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문·사회적 관점

에서 초등체육 건강 활동과 연관되는 개념이나 이론을 탐색한 선행 연구물은 교

육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모학문별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을 탐색한 교육학 연구는 방대한 편이다. 교

육학 연구로는 건강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건강, 

신체활동, 비만, 체력 등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와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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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주요 내용

개념

Kirk,
Colquhoun

(1989)

헬시즘이 호주의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나타나며, 
건강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

Tinning
(1991)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는데 건강 지향 체육(Health 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의 역할 및 한계

곽은창, 
손천택
(1996)

건강 체력의 개념 및 학교에서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이재용
(1997) 건강 체력의 정의 및 아동에게 적합한 건강 체력 운동의 중요성 

차건수,
강진홍
(2001)

건강의 다차원적 정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건강의 의미

Gard,
Wright
(2001)

비만에 대한 담론. 아동의 비만, 운동, 건강이 체육교육학계와 문헌
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나가는 과정 

Green
(2004)

건강교육모델(Health education model)과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차
이점. 다양한 여가활동을 안내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

Piotrowski
(2000) 건강 증진 운동(Health-related exercise, HRE)의 의미 및 역할

Kirk
(2006)

아동비만담론의 담론. 아이들이 인식하는 비만과 건강 문제에 대해 
체육교육자들은 책무성을 가져야 함   

발전
방향

Haerens
et al. 
(2011)

특정 종목 기능의 숙달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건강한 생활양식 측
면에서는 실패로 간주. 건강 기반 체육교육(Health-Based Physical 
Education)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 개발이 필요

신진균, 
최관용
(2011)

체육교과의 건강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증진교육이 되어야 함 

Armour,
Harris
(2013)

학생들의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교체
육을 제공해야 할 책무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다양한 아이들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 

연구
동향

이옥선
(2013)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실제성과 응용성을 더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의 협동 연구가 실행되어야 함

이미송,
조기희
(2015)

실천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성교육을 
고려하는 건강 및 체력 관련 연구가 필요 

박용남,
홍연종
(2015)

건강 활동의 가치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연구가 보완되어야하며, 
학생의 삶을 고려한 건강교육을 지향해야 함 

표 14.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인문·사회적 접근

건강 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연구, 그리고 초등교육을 맥락으로 이루어진 다

수의 연구를 분석한 동향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를 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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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체육 건강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논의한 연구에서는 헬시즘

(Healthism), 건강, 비만, 건강 관련 운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들

의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와 수치를 측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처방하는 의학적· 

과학적 접근이 건강의 개인주의(Healthism)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그로 인하

여 학생들마저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외모의 문제로 오인하게 되었

으므로(Kirk & Colquhoun, 1989; Gard & Wright, 2001; Kirk, 2006), 학생들의 건

강한 생활양식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건강의 다차원적인 의미와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논의하였다(Tinning, 1991; 곽은창, 손천택, 1996; 이재용, 1997; 

차건수, 강진홍, 2001; Green, 2004 등). 따라서 과학적 접근이 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이자 수단으로 학교를 인식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교육학 연구에서는 어떠한 접근 방법 또는 누가 가르쳤을 때 프로그램이 잘 전

달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그간의 건강 활동에 관한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논의하는 연구로, Haerens와 그의 동료들은 체육교육에서 특정 종목의 기능 숙달

보다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학적 모델(Health-Based 

Physical Education) 개발이 필요함을 주창하였다(Haerens, Kirk, Cardon, & De 

Bourdeaudhuij, 2011). 

  이처럼 운동기능이나 체력과 같은 신체의 교육에 치우쳐 교육과정의 근간을 

담당해야 하는 전인적 건강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으므로(신진균, 최관용, 2011), 

교사가 포괄적인 건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Armour & Harris, 2013).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발전을 위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교사의 인식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 참여에 대한 연

구 및 교육과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한 동향 연구를 살펴보면, 개념이나 발전방

향을 언급한 연구보다 비교적 연구의 수도 적고,  최근에 수행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체육 교과의 본질과 역할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

력”을 기르는데 있으나(교육부, 2015), 정작 건강 활동은 경쟁이나 도전 활동에 

비해 실제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잘 연구되지 않는 실태를 반영한 모습이다. 연

구 동향에 관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기존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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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교육으로 실행되었던 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교육과정, 학생의 삶, 

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성과 응용성을 더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공

통의 목소리를 내었다(이옥선, 2013; 이미송, 조기희, 2015; 박용남, 홍연종, 2015). 

  

  나.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실천적 접근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실천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연구자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현재’의 교육 양상을 담고자 하였다. 즉, 초등체육 건강 활동이 교

육 현장에서 교사, 학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을 연결고리로 

교육과정 문서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이 절에서는‘건강

지향 초등체육’을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그간의 실천 연구를 돌아보았다. 

 

  1) 과정적 접근

 

  과정적 접근에서는 물이 수증기에서 구름으로, 또 다시 비로 순환하는 여정을 

반복하듯, 초등체육 건강 활동 실천의 맥락을 향후 발전을 위한 피드백 중 하나

의 과정으로 여기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과정적 접근에서 수행된 연구의 공

통점은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나 인과관계 보다는 건강 활동 교육을 구성하는 여

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알아봄으로써 건강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과정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교

육 문서에 대한 연구, 교육 주체의 인식에 대한 연구, 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의 문서적 교육 내용이 교사나 학생

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거름망을 거쳐 교육의 실제로 나타난다고 보았을 때, 세 

영역의 구분은 서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보다는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문서, 교육인식, 교육실천의 세 구분에 따

른 과정적 접근의 선행연구를 연도별로 나열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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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주요 내용

교육
문서

교과서

김영식 외
(2003)

중학교 체육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교육의 연계성은 미흡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학교보건교육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임문택
(2014)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 건강 활동의 학습문제는 이해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 

교육
과정

 김지백, 
신영길
(2003)

개정 차시별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를 신체활동, 건강, 체력, 사
회성, 정서 등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 변천을 살펴봄 

조선녀,
조복희
(2007)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보건교육 내용과 시간 분석. 학년
간의 내용 단절 및 중복과 신체적 건강 위주의 교육내용 지적

이광무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 내용 비
교 분석. 지식, 기능, 태도가 통합적인 건강 교육 지향 

교육
인식

학생

Burrow, 
et al.

 (2002)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건강과 몸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 

Wright, 
Burrow 
(2004)

건강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학생들은 건강을 개인의 책임이라 인식하였음

홍상완,
임문택
(2009)

초등학생 아이들이 인식하는 비만의 요인 및 비만으로 겪는 신
체적, 정신적 어려움 

Burrows
(2010)

건강, 몸에 대한 학생의 인식 연구. 아이들의 집, 학교, 공동체
의 사회나 지리적 다양성이 인식에 영향

최종윤
(2011)

7차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선호도, 장애요인 분석. 건강 활동에 
해당하는 체력 활동의 선호도가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음

Brusseau, 
et al. 

(2011)

구성주의를 근거로 미국 아이들이 신체활동 및 건강 관련 행동
에 관해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지 연구

임문택,
김성곤
(2012)

비만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상이나 운동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 미흡하게 나타남 

Patton,
et al.  

 (2014)

초등학교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다
룬 양적연구.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사교
육이 필요함

교사

김영범
(2006)

초등학교 교사들의 건강 교육을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건강과 
체력을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타남

김봉건,  
이종목
(2011)

연구 참여자들이 건강 활동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 체계적인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야 함 

임문택
(2014)

초등체육전담교사의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이 단편적임. 체육활
동은 곧 신체활동이라는 인식이 보건교육 비활성화의 요인

교육
실천 보건학 김정혜

(1997)
보건교육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정규적으로 지도되는 실
태. 보건 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 및 정규 수업 시간 설정 필요

표 15.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과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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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고승덕
(2007)

우리나라 학교보건교육은 헬스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부재, 교사간의 협력 부재, 학교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지침 부재

신미경
(2008)

설문지를 통한 교사의 인식 분석. 보건교육의 실천 양상이 교
사 개인의 능력보다 학교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음

교육학

이대형,
이승범
(2007)

PRECEDE 모형을 활용한 건강교육의 방향과 과제. 체력활동 영
역을 최대한 활용한 건강교육의 방향

김창룡,
조한무
(2010)

초등 체육수업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전사고와 학습자, 교사, 학습 환경과의 측면에서 원인 탐색

이옥선, 
전세명
(2012)

초등학교 여학생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및 
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탐색.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향후 과제 제시 

Bukowsky,
et al.
(2014)

FIT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실제 적용한 연구. 건강체력과 운동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체육교사
가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함 

  먼저 교육 문서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실천을 위한 개선방향을 탐색하였다.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이 초등학교가 아닌 점은 다르지만, 중학교 보건교육은 학년 간 연계성이 미흡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김영식, 김진환, 김희상, 2003), 이는 학년군이 다른 초등

학교에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낼 것인지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검정교과서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건강 활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지식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지(임문택, 

2014), 다른 학년 군과의 연계성은 어떠한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건강과 체력, 보건·안전을 병렬적인 교육

과정의 주요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김지백, 신영길, 2003),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건강의 포괄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담겨있음을 추측

해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중 건강 활동의 내용만을 다룬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교육과정은 지식·기

능·태도가 통합적인 건강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밝혔다(이광무, 2010). 이로써 

국내 체육교육학계는 초등학교 건강 활동을 다루는 교육문서의 체제나 내용상의 

불안정함에 동의하고,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는 학생과 교사가 어떠한 인식의 거름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

라 다양한 양상으로 실천될 수 있다. 우선, 초등학생의 인식에 대한 국외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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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를 근거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이

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몸을 어떻게 생각하며 의미를 형성해나가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인식은 가정,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지리적 요

인의 영향을 받았으며(Burrows, 2010),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미 건강을 개인의 책

임으로 간주하거나, 건강에 관한 특정한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Burrow, Wright, & Jungersen-Smith, 2002; Wright & Burrow, 2004). 따라서 경

쟁, 도전 활동을 선호하는 초등학생들이 건강 활동에 관해 바르게 인식하고,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는 건강 활동 지도에 관한 지속적인 교사교

육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종윤, 2011; Patton, Overend, Mandich, & Miller, 2014). 

  한편 교사의 인식을 다룬 연구에서는 현직교사가 건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건강 활동을 체력으로 동일시하거나, 이론에 국한

된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김영범, 2006; 김봉건, 이종목, 2011; 

임문택, 2014). 교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교육정책, 교육

과정, 교과서가 제각기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

한 교사인식연구가 보강되어,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철학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구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는 교사면담, 설문조사, 건강 활동 프로그램 

적용 등의 과정을 통해 건강 활동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주목한 연구이다. 건강 활동의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크

게 보건학과 체육교육학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건학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학교보건교육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김정

혜, 1997),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도출

된 학교보건교육의 개선방향으로는 보건 교육을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보건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건강 교육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김혜경, 고승덕, 2007; 신

미경, 2008). 

  그러나 교육학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보건학과는 다른 입장이다. 건강 

활동 영역의 주요 내용을 체력, 보건, 안전의 세 갈래로 가정했을 때, 그간 체육

교육학의 주된 관심은 보건이나 안전(김창룡, 조한무, 2010)보다는 체력에 초점을 

두었으며,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여 긍정

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미시적이며 실천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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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선, 전세명, 2012; Bukowsky, Faigenbaum, & Myer, 2014). 따라서 체육교

육학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연구는 보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건강 활

동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교사연수, 학교보건교육의 당면과제처럼 거시적인 주

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결과적 접근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실태를 결과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학생 건강을 위

한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건강 활동 내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결과적 접근의 연구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

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심동·정의·인지적 

성과 또는 하나 이상의 복합적 요소에서 긍정적 결과를 밝혔다.

  먼저 심동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비만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비만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건강 활

동 프로그램이 생활 습관의 개선과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전매희, 정현택, 

1999; 이승범, 2006; 정성림 외, 2009), 비만도와 체질량지수 또는 건강체력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홍용희 외, 2010; 이양구, 2012; Herbert et al., 2013) 초등체육 

건강 활동은 비만 예방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동비만 이외에도 초등체육 건강 활동 관련 프로그램은 건강체력의 향상(이철

희, 2000; 이승범, 2006; Cowan & Foster, 2009)이나 신체활동량증가(Verstraete 

et al., 2007; Huang et al., 2012)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심동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체력, 안전, 보건이라는 세부 

주제 중에서 체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특

정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후 초등학생들의 안전이나 식습관 실천이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도 하였다(이재남, 정명애, 박지원, 2006; Herbert, 

Lohrmann, Seo, Stright, & Kolbe, 2013). 심동적 성과를 담은 초등체육 건강 활동

의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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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심동적

전매희, 
정현택
(1999)

건강관련 체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12주간 적용.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비만아동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음

이철희
(2000)

구성주의 모형하의 영상 수업이 초등학생의 유연성 운동에 효율적인 교
수학습방법임

이승범
(2006)

10주간의 건강교육 실시. 건강교육과 체육 특기적성 활동은 초등학생의 
신체건강 및 비만예방에 도움

이재남 외
(2006)

12주 동안 8차시의 안전교육 실시.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병행했
을 때, 안전생활 실천에 효과적임 

Verstraete
et al.
(2007)

2년간의 체육수업시간에서 SPARK 프로그램 적용 후 SOFIT 측정으로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효과 나타남 

김준모
(2008)

줄넘기 운동은 남·여 초등학생의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증가에 
도움을 줌 

정성림 외
(2009)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어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비만 아동들의 
신체활동은 성장 발육 및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

Cowan,
Foster
(2009)

10-13살 사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근력 프로그램의 새로운 적
용이 건강 관련 체력에 긍정적 결과

이종완,
김종원
(2010)

하루 25분가량 적은 양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지속한 결과 체격과 체력
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 

홍용희 외
(2010)

어린이 비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이 비만도 및 체질량지
수의 감소를 보임 

이양구
(2012)

건강관련체력평가 측정 기록을 토대로 초등학생의 건강관련체력과 비만
의 관련성을 연구 

Huang
et al.
(2012)

Arts-in education 정규 교육과정 시간의 10주 댄스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들의 신체활동량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Herbert 
et al.
(2013)

12주간의 건강 식습관 교육이 패스트푸드 소비량을 줄이는데 긍정적 결
과를 보임 

정의적

Griffin, 
et al.
(2013)

비만과 과체중 학생에게 숙달 지향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환경은 신체활
동에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됨 

배소라,
엄우섭
(2014)

PAPS 등급이 낮아질수록 초등학생의 스포츠유능감이 낮게 나타남 

인지적 최성규
(200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학교안
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불안은 아동 연령과 관련됨

기타

배정이
(200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방향 설정 및 자료 분석, 
현황조사의 과정을 거쳐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선영,
이동규

12주간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의 실시로 순발력, 심폐지구력 및 자신감 
향상

표 16.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결과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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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임종희 외

(2009)
12차시의 건강 다이어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어린이의 
영양지식 향상 및 비만도 개선의 효과 

남호연,
이동규
(2009)

12주간 재즈댄스 프로그램을 구성 및 적용. 재즈댄스프로그램은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및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임

Reed
et al.
(2013)

매일 45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여학생들의 인지적 능력 및 
체력과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해선, 
박정숙
(2013)

웹기반 초등학생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주간 적용. 
심리적 위축과 시공간의 제약 없는 프로그램 

Crust
et al.
(2014)

정규 수업 시간으로는 신체활동량 향상에 한계. 운동장 놀이 시간을 활
용하면 신체활동량, 자아인식, 자아존중감에 효과 

  

  정의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건강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획

득할 수 있는 태도나 가치를 다루었다. PAPS등급이 낮아질수록 초등학생의 스포

츠유능감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처럼(배소라, 엄우섭, 2014), 학생들의 체력

이나 체격은 자신에 대한 신체상, 자기개념,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신 건강과 밀

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어떠한 수업 환경에서 과체중 학생이 신체활동에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Griffin et al., 2013). 하지만 대

다수의 선행연구가 학생의 정의적 성과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학생과 더불어 교

육 실천의 또 다른 축 역할을 하는 교사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Kulinna & 

Silverman, 2000)는 미흡한 편이었다. 또한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선행연구가 체

력이라는 심동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학생의 인식이나 인지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최성규, 2005)는 드문 편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심동적·정의적 영향을 동시에 측정한 연구(신선영, 

이동규, 2008; 남호연, 이동규, 2009; Reed, Maslow, Long, & Hughey, 2013)와 복

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배정이, 2003; 임종희, 

이해정, 김정원, 2009 등)가 예이다. 이들의 연구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따로 떨어져 형성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건강의 종합적 

차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결과적 접근에 속하는 선행연구

들은 학생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12주 가량의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다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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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규 체육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

되는지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학생들의 체격

이나 체력과 같은 신체적 건강에 역점을 두고 있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의 조

화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 초등체육 건강 활동 연구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 관련 선행 연구

를 알아보았다. 이에 덧붙여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와 연관지어 향후 초

등체육 건강 활동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학생의 인식 연구가 주로 몸과 비만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기에(홍상완, 임

문택, 2009; Burrows, 2010 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몸과 비만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체력, 보건, 안전과 같은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전반에서 어떻게 연결되

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건강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건강을 체력과 동일시하거나 단편적으로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영범, 

2006; 김봉건, 이종목, 2011)를 토대로 교사 인식이 학생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교사와 학생은 하나의 교실에서 함께 가르

치고 배우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리하여 연구하기보다는 교사와 학

생 인식의 상호작용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건강 활동의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향

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고, 아동비만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12주 정도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며, 교

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특정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아동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의 성과를 학교 체육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프로

그램을 언제, 어떻게, 누가 운영할 수 있는가의 장벽을 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 활동 프로그램의 유익함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와 실천의 관심이 

기존의 방과후학교, 아침활동,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정규 체육과교육과정의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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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건강 활동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건강 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또는 

통합적인 성과를 가져왔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도 어떻게 가르쳐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프로그

램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분위기에서 학습하였는지 등 건강 활동의 실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일

상적인 삶과 관련하여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초등학교 건강 활동의 지도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동비만, 체력저하, 신체활동량 부

족, 건강 체력이나 운동 체력의 미흡 등 학생의 건강 이슈를 채워야할 문제로 규

정하고, 학생의 건강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건강은 

건강하지 않은 학생들만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평생에 걸쳐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따라서 건강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 습

관을 기르고, 건강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지도 

방안이 탐색되어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는 건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 중에서 신체적 건강, 그 중에서도 체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에, 학생

들의 건강에 관한 조화로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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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질적 연구는 연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이고 해석적인 틀에 따라 수행

된다. 이러한 틀을 연구의 패러다임이라 부르며,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

호·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Creswell, 2007). 그 중 본 연구는 건강 

활동에 관한 지식이나 인식이 교사와 학생에 의해 주관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에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최대한 동원하여(Creswell, 2012), 연구 참여자의 맥락에서 어떠

한 과정과 상호작용을 거쳐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지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각 학교의 상황에서 건강 활동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의미 구성을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본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정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써 내러티브, 현상

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와 함께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례연구는 단일 또는 여러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관찰, 

문서,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연구 방법이다(Yin, 2003). 

사례연구의 수행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사례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문제에 적

합한지 결정하였고, 건강 활동에 관한 주제를 잘 말해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 각

각의 사례를 유목적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Patton, 2008). 그리고 비참여관찰, 인터뷰, 현지문서, 문헌고찰과 같은 다양한 자

료를 활용하였다(Stake, 1995). 건강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각 학교의 사례를 수

집하고 분석하면서 건강 활동의 인식과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를 통하여 건강 활동 지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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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24개월간 진행되었다. 2015년 8

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는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연구의 세부 추진 일정

을 정하였으며, 자문단을 구성하고, 예비 면담 질문 구성 및 적합성 검사를 위한 

파일럿 테스팅을 실시하여 면담 질문 구성을 완료하였다. IRB 승인을 받은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인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2015

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7개월간 관련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며 

시사점을 찾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며, 교사와 학생이 건강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건강 활동의 실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2월부터 5월

까지 연구 참여 교사의 수업을 비참여의 방식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교사의 동의하에 수업 동영상을 수집하였다. 또한 비참여관찰수업에 관한 질문, 

또는 건강 활동 실천에 관한 교사의 생각을 심층면담하며, 연구 참여 교사가 근

무하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 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교육과정 등의 현지 문서를 수집하였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건강 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앞서 수집된 자료를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1차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현지문서 수집을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으로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2차 분

석 및 범주화하였다. 또한 건강 활동 지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범주화는 유의미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복되었으며, 학교 현장의 맥락에서 실현가능한 개선방

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의 기간에 연구의 

최종 결과 작성 및 결론 도출과 논의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귀납적 범주 분석으

로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학위논문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연구 수행 절차 및 단계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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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015 2016 2017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Ⅰ. 
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파일럿 
테스팅

Ⅱ. 
인식

심층면담

선행연구 
분석

Ⅲ. 
실천

비참여
수업관찰

심층면담

Ⅳ. 
요인

포커스
그룹인터뷰

현지문서
수집

Ⅴ. 
방안

자문회의

자료 분석

범주화

Ⅵ. 
정리

결과 작성

결론 도출

논의 작성

표 17. 연구 수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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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료

수집이나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하나의‘연구 도구’로 비유되기도 한다(김영천, 

2006).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기존의 생각 틀을 유보하

기 위하여 노력하지만(Creswell, 2007), 양적 연구처럼 자신의 입장을 지극히 객관

적으로 투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연구자가 어떠한 렌즈로 건강 

활동에 관한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였는지 알아보는 맥락에서 연구자를 돌아보

고자 한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내 기억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인 지금까지 나는 항상 

신체활동을 좋아했고, 즐기며 살아왔다. 가족들이 모두 늦게 일어나는 주말에는 

아침식사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야 개운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학교 체육 시간 이외에 정기적으

로 운동을 배우거나 접했던 일은 없었기에 초등학교에서 반대표로 단거리 계주 

선수를 했던 것 이외에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잘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

했던 것 같다. 

여자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내가 체육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남학생들과 함께 체육 수업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학생

들의 축구를 앉아서 응원하거나, 피구만 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대표

로 농구선수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체육 실기 평가는 모두 최고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특히 제자리멀

리뛰기나 뜀틀, 철봉에서 매달리기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다. 초, 중, 고등학교 

줄곧 체력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체육에 대한 자신감은 사그라들었다. 기

계체조, 육상수업 등에서 운동선수 수준의 기능을 연습해야 했고, 3시간 동안 이

어지는 실기수업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체육 심화반이었기에 남학생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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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내에서 ‘깍두기’같은 존재인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교대 

배구부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운동에 대한 흥미를 되찾게 되었다. 주 3

일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동아리 지도교수님의 배려

로 주 1회는 여자부 학생들을 위해 네트 높이를 낮추어 연습하였고, 아마츄어 교

대생들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강습을 받을 기회도 종종 있었다. 유명 배구인과의 

대화, 배구 관람, 동아리 방에 있던 배구 만화를 읽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스포

츠에 대한 간접 체험의 기회도 맘껏 가졌던 시간이었다. 또한 겨울방학마다 교육

대학생을 위한 스키캠프가 있어서 스키를 처음으로 신어보고, 스키의 재미에 푹 

빠지기도 했다. 교육대학을 졸업한 직후에는 교육대학교에 스키부가 신설되어 한 

시즌동안 스키를 즐기기도 했다. 

교사가 되어 첫 학교에 발령을 받자, 자연스럽게 동학년 선생님들과 친분을 쌓

게 되었다. 모두 선배 여선생님들이었고, 신체활동보다는 주지교과나 학급 경영

에 대한 연구,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었다. 그로부터 첫 학교에서 5년간 헬스클

럽에 다닌 것 이외에 개별적으로 운동을 배우거나 즐겨하지 않았고, 선배 선생님

들과 플륫도 배우고, 방학 때마다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첫 학교에서의 5년을 보내고, 두 번째 학교로 옮길 즈음 동아리 지도교수님께서 

초등체육전공 석사과정을 권하셨다. 음악과 체육을 놓고 여러 날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역시 내가 좋아하고, 아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체육을 잘 가르쳐

보고 싶은 욕심에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체육을 공부하는 새로운 길은 열리게 되었고, 5학기의 석사과정을 마칠 

때에는 후련함과 동시에 아쉬움을 느껴 스포츠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

었다. 당시에는 교육대학교에 박사과정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사범대학 체육교육

과로 입학하게 되었고, 사뭇 다른 중등학교 교사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와 중학교 체육교육의 연계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문서적, 실천적 차원에서 초등

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연계되고 있는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논문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박사과정에서 가지게 된 또 다른 고민은 바로 본 연구의 주제인 건강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이 스포츠 종목 위주로 가르쳐

지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교육과정이 학생들이 배

우는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육상, 구기 등 스포츠 종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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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스포츠를 잘 배

우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연관은 있을 수 있으나 꼭 그

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포츠만큼이나 학생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력, 보건, 안전의 교육내용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실제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을 가지

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대학교에서 건강 관련 강의를 맡게 되면서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이 왜 실제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어떠한 요인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선행연구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검정 교

과서의 건강 단원을 집필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건강 인식 및 구체적인 건강교육

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성장 과정과 경험들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자가 신체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건강 활

동이 주로 이론의 형태로 가르쳐지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신체활동으로부터 소외된 형태의 여학생 체육을 경험하였기에 연구 참

여 교사나 학생의 성별에 따라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라는 고정관

념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연구자는 현직교사, 시간강사, 박사과정 연구생, 교과서 

집필자인 다양한 역할로 인해 특정한 어느 하나의 역할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인 

견해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연구 

도구로써의 나’의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료의 수집 방법 및 분석의 전 과

정을 전문가 집단과 협의하고자 한다. 

  

  나. 연구 참여 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초등학교 현직교사 12명(남교사 6명, 여교사 6명)이

다. 연구 참여 교사의 모집은 이메일 모집 문건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 

모집의 1단계에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 교사에게 

이메일로 연구의 취지와 과정을 담은 모집 문건을 발송하였다. 2단계로 이메일 

문건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 일정

과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전화 통화에서 연구 참여의 의

사를 밝힌 교사를 직접 만나 교육경력, 담당 학년, 학력, 현재 담당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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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았다. 3단계는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유목적적 추출

(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후보를 선정하였다(Patton, 2008). 

1)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현직 교사, 2) 자료 수집 시점에 담임교

사 또는 체육전담교사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3) 3년 이상 건강 활동 영

역에 대한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4단계로 연구 동의서에 연구 참여 교사의 서

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문서를 사용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방법으로 모집된 연구 참여 교사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순
성명

(가명)
성별 나이 건강 활동 관련 지도 경험 경력 학력

1 정규현 남 33 체육부장, 체력프로그램 운영 11년 석사 졸업

2 강경준 남 44 체육부장, 체육 교과 전담 17년 학사 졸업

3 박윤수 남 42 건강 관련 교육대학 강의 17년 석사 졸업

4 주본우 남 34 건강 관련 교육대학 강의 7년 석사 졸업

5 홍은수 남 41 건강 활동 교과서 집필 16년 석사 졸업

6 송규빈 남 31 체육부장,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7년 석사 졸업

7 임미소 여 3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년 석사 졸업

8 하연주 여 29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5년 석사 졸업

9 박지수 여 40 체육 연구대회 수상 19년 학사 졸업

10 김진희 여 33 주 3회 이상 체력 활동 참여 9년 학사 졸업

11 이윤정 여 30 고학년 담임을 주로 전담 8년 학사 졸업

12 배지영 여 29 체육 수업 연구대회 참관 경험 5년 학사 졸업

표 18. 연구 참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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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학생명
(가명)

성별 학년 신체 활동 관련 학습 경험
지도교사명

(가명)
1 남동규

남

4학년

영어로 인해 태권도 학원 그만둠

김진희

2 이재우 주말마다 집 근처에서 축구를 함
3 변성후 농구, 합기도를 배우고 있음
4 이연영

여
케이팝댄스를 취미로 자주 함

5 곽다해 신체활동량이 많은 편임
6 정미경 운동 관련 사교육을 하지 않음
7 김준우

남
화상영어로 인해 수영 그만둠

박지수

8 신재현 축구, 농구, 태권도를 배움
9 이송민 부모님 의견으로 신체활동 적음
10 유혜우

여
아빠와 함께 테니스를 침

11 이유교 일주일에 3번 수영을 다님
12 박은희 태권도로 진로를 고려 중
13 최광민

남

6학년

학업으로 인해 농구 그만둠

강경준

14 박우형 탁구, 합기도, 축구 활동 참여
15 오수한 매주 2회 탁구 동호회 참석
16 신지윤

여
키 크기 위해 요가를 배움

17 신윤주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18 박솔미 개인 종목의 스포츠를 선호
19 하민성

남
과거 야구부원으로 활동

이윤정

20 한민웅 학원을 많이 다니는 편
21 황우진 합기도를 그만두어 상심
22 정유주

여
주지교과 학습에 대한 부담

23 박한빛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웠음
24 추나현 다이어트 요가에 참여 중

표 19. 연구 참여 학생

  다. 연구 참여 학생

연구 참여 학생은 연구 참여 교사의 지도 학생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학

생 본인 및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24명(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이다. 지도교사

와 학생의 관계로 인해 연구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

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구두 및 동의서로 설명하였다. 동의서는 연구자가 소

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 및 절차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연구 참여자가 초등학생이므로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아 언어 표현 능력

과 성비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 학생을 다음의 <표 19>와 같이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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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비참여수업관찰, 현지문서, 문헌고찰의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수집 방법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연구 문제를 다각도에서 바라

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와 자료원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문제와 자료원의 관계

  가.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교사와 학생으로 나누어 각 3회 실시하였다. 하나의 

현상에서 3~10명의 연구대상을 권장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Dukes, 1984),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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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교사의 
배경

▪교직생활 동안 체육 전담 지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
▪교직생활 동안 체육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 
▪담임 또는 체육교과전담의 역할이 건강 활동 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건강 
활동의 
내용

▪‘건강은 (   )이다’ 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체육교육의 최종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 영역의 세부 지도 내용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 영역을 올해 지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했던, 또는 싫어했던 건강 활동 영역의 내용은 무엇

이었습니까? 

표 20. 교사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교사와 24명의 초등학생을 심층 면담의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 면담은 본 연구자

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은 인터뷰가이드에 따라 반구조화된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질문의 목록과 피면접자의 반응을 간략히 적을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면담 지

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Creswell, 2007). 

연구자는 면담 당시 연구 참여 교사의 표정, 어투,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면담 지침서에 메모한 후, 면담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모든 심층 면담의 내용은 연구자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며, 음성파일은 잠금장치

가 되어 있는 연구자의 개인 PC에서 날짜와 연구 참여자별로 정리하여 한컴오피

스 한글20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심층 면담의 장소는 주로 연구 참

여자의 학교였으며,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약 30-50분 정도, 각 

3회 실시하였다. 다만 초등체육 건강 활동 실천의 요인을 탐색하는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였다. 포커

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적일 때,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이 제한적일 때, 또는 

연구 참여자들이 정보 제공을 망설일 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rueger & 

Casey, 2002).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1) 건강 활동 영역의 내용, 2) 건강 활동 

영역의 목표, 3) 건강 활동 영역의 지도, 4) 건강 활동 영역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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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활동 영역의 지도 경험을 떠올릴 때,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의 
목표

▪학생들에게 무엇을 길러주기 위하여 건강 활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 영역을 잘 배우고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 영역이 경쟁, 도전, 표현, 여가 활동과 다함께 추구하는 목표나 건강 

활동 영역만을 통해 추구하는 독특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의 
지도

▪ 건강 활동 영역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건강 활동 영역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건강 활동 영역을 잘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건강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영역(도전, 경쟁, 여가, 표현)을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의 건강 활동 영역 수행평가 기준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강 활동의 수행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건강 
활동의 
발전 
방향

▪ 건강 활동 영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 중 선생님께서 가장 가르치기를 선호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 활동 영역의 교육과정이나 지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건강 활동 영역과 관련한 연수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초등학교 건강 활동 영역에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서 7560+, 아침건강활동, 아동비만관련 프로그

램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서 PAPS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

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건강 활동의 교육이 방과후학교나 다른 학교 내의 교육활동과 어떻게 연결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정책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참여 학생에 대한 심층 면담은 30분씩 3회 실시하였으며, 방과후 시간에 

보호자와 지도교사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연구윤리심

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은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사용했으며, 연구 참여 학생이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학년의 수준에 따라 문항

의 어휘를 쉬운 단어로 풀이하거나 보조 설명을 덧붙이며 질의하였다. 필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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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학생의 
배경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또는 체육 관련 학원이 있나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나요? 
▪학교에서의 체육수업 외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건강
인식

▪잡지나 신문, 또는 텔레비전에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보고, 
다음 인터뷰 때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강한 사람은 (            )이다’ 
   이 문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최근에 건강한 사람, 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각각 이야

기해 주세요. 왜 건강하다고, 또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나요? 
▪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현재,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건강 
활동의 
내용

▪체육 수업 중 건강 활동에서 배운 내용 중 인상 깊은 기억이 있나요? 
▪다음의 내용 중에서 체육 수업에서 배운 기억이 있다면 체크해보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운동 방법/ 위생 및 질병예방/안전사고/체력/비만예방/몸의 성장과 변화/ 흡

연과 음주의 피해/ 재해예방)
▪위의 건강 활동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내용은 무엇이며, 왜 그

렇게 생각했나요?
▪건강 활동 교육이 다른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학습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르

다고 생각하나요?(내용, 방법, 분위기, 장소, 시간 등)
▪체육 교과의 건강 활동 교육에서 무엇을 더 깊게, 또는 새롭게 배우고 싶나요? 
▪담임선생님(체육 선생님)이 건강 활동 교육의 내용 중에서 강조하신 것은 무

엇인가요?

건강 
활동의 
목표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배운 건강 활동 내용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배운 건강 활동 내용 중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는 지루
하다고 느꼈던 내용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강 활동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건강 ▪ 건강 활동 영역을 배울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 도전, 표현, 여

표 21. 학생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라 시각적으로 메모지나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인터뷰 가이드 내용의 이해를 보

조하였다. 학생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1) 건강 인식,  2) 건강 활동의 내용, 3) 

건강 활동의 목표, 4) 건강 활동의 학습, 5) 체육 교과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구체

적인 면담 가이드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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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학습

가 영역과 같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건강 활동 영역의 위의 내용을 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 배운 적이 있나요?
  (가정, 학원, 지역사회 등)
▪ 건강 활동 영역의 내용을 올해 배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떠한 내

용을 배웠나요?
▪ 건강 활동 영역에서만 배울 수 있는 독특한 내용이나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

하나요?
▪ 학교에서 배운 건강의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해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학교에서 배운 건강의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체육 
교과
전반

▪ (교과서를 보여주며) 경쟁, 도전, 건강, 표현, 여가 활동 중 내가 가장 좋아하
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 활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 학교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인상 깊었던 일을 이야

기해줄 수 있나요? (PAPS/아침 달리기나 기타 체력 프로그램/비만 예방 프로
그램/7560+/체육 관련 방과후프로그램/학교스포츠클럽)

▪ 위에서 이야기했던 건강 활동 내용에서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 건강 활동 수업과 방과후학교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배우는 것의 같은 점
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건강 활동을 잘 배우려면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나. 수업 관찰

본 연구에서 관찰은 초등체육 건강 활동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건강 활동을 교사가 어

떠한 철학이나 인식을 가지고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 교사 중에서 연구자에게 스스로 촬영한 6회의 수

업 동영상 제공을 허락한 교사 2명의 건강 활동 수업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총 12차시의 수업 동영상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관찰의 형태는 연구자가 

수업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에서 수업의 흐름을 관찰하는 비참여수업관찰이다. 

연구자는 수업관찰의 내용을 기술노트(descriptive note)와 반성적 노트

(reflective note)로 구분하여 필드노트로 정리하였으며(Creswell, 2007), 필드노트

의 양식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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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문서를 사용하였다. 기술노트에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1) 교사의 발문, 2) 교사와 학생의 대화, 3) 수업의 흐름, 4) 구체적인 

지도 내용, 5) 수업의 환경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반성적 노트에는 1)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 수업, 2)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수업 관찰 이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 교사에게 건강 활동의 실천 의도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의문점을 추가로 질문 하였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연

구자가 필드노트에 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다. 문헌 분석

문헌 분석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다. 연구 참여 교사가 수업시 활용하는 교과서, 

지도서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여 교사의 인식이 어디에서 

유래하였으며, 교과서와 지도서가 학생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건강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학교체육정책 관련 문서나 

서적을 본 연구의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변천 과정에 따른 건강 활동의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분석한다. 교육과정 문서의 분석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밑거름이자,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

정부터 ‘건강 활동’이 신설되었으나,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특별한 명칭이 존

재하지 않았을 뿐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이 담겨있었기에 1차 교육과정부터 연

구시점에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까지 건강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

과정 문헌 분석의 대상으로 보았다. 

  라. 현지 문서 

본 연구에서 현지 문서는 건강 활동 지도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지만, 그 밖의 다른 연구문제에서도 심층면담과 수업 

관찰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되었다. 현지 문서로는 연구 참여자 교사가 소

속된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년 교육과정, 체육수업 연간 계획서, 수행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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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침달리기나 체력 활동과 같은 학교 자체의 건강 프로그램 계획서를 수집하

였으며,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강 활동 수업에서 사용하는 수업지도안과 학

습지, 학급 게시물,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현지 문서의 수

집은 학교의 관계자, 연구 참여 교사, 학생의 동의하에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문

서는 연구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현지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수집 학교

별,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관리 및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며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나선형 자료 분석의 방법

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Creswell, 2007). 

그림 2. 나선형 자료 분석(조흥식 외 공역, 2010; Creswe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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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인 ‘자료 관리’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의 분석에 용이한 형태

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심층 면담의 자료는 한글 파일로 전사하였고, 수

업 관찰에서 수집된 자료는 관찰을 마친 직후 연구자의 기록 사항 및 비공식적

인 면담을 필드노트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한글 파일로 보관하였다. 문헌 분석의 

자료는 pdf로 변환하였으며, 현지 문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관리하였다. 이처럼 수집된 자료는 한글 프로그램의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추후 

핵심주제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사례별, 날짜별로 폴더를 생성하며 연구 참여자

의 성함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암호화된 연구자의 개인 PC에 저장하였다. 

‘읽기 및 메모하기’에서는 수집된 모든 전체의 자료를 출력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요 단어나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라벨지에 주요 주제어를 기입

하여 부착하였다. 동시에 자료의 파일에도 떠오르는 생각이나 핵심적인 개념을 

한글과 pdf 프로그램의 메모기능을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질적 연

구 분석의 핵심이 되는 범주를 초기의 수준에서 떠올려 보는 단계로 수집된 자

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나 선행 연구의 견해에 비추어 자료 

분석에 주는 시사점을 작성하였다.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는 연구자가 본 것을 사실대로 세세하게 기술한 

후, 초기 코딩을 비슷한 범주나 주제로 묶으면서 자료의 필요 유무를 ‘쭉정이를 

골라내듯(winnowing)’(김영천, 2006;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0) 분류

해내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나 

사례연구의 전통적인 자료 분석 방법인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

(interpretation)의 과정을 따라(Wolcott, 1994),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에서의 ‘분

류’를 ‘분석’으로 일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제시, 시각화’에서는 전체 자료를 통해 얻은 귀납적 분석의 결과를 글, 표, 

그림의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

이며, 자료의 함축적인 제시를 통해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간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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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의 진실성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단계까지 질적 연구의 진실

성(trustworthiness)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

료 수집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확인 과정과 동료 연구

자들로부터 점검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삼각 검증(triangulation)은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자료가 연구 결과를 공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는지 비교하며 확인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9). 본 연구에서는 교사 심층 면

담, 학생 심층 면담, 수업관찰, 문헌 분석, 현지 문서와 같이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수집을 다원화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다양한 증

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자의 자료 수집 과

정에 왜곡이 있지 않았는지 재확인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

을 전사한 후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를 

받고(Lincoln & Guba, 1985), 수업을 관찰한 후에는 필드노트의 기술 부분 내용을 

수업자로부터 확인 받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료들과 협의(peer-debriefing)를 실시하였다(Lincoln & Guba, 

1985; Merriam, 1988). 스포츠교육을 전공하는 초등학교 현장 교사 3인과 연구 절

차의 모든 과정을 공유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처럼 본 연구를 외부자

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연

구의 진실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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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윤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윤리적으로 타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거쳤다. 2015년 6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초기 심의를 의뢰하였

으며, 같은 해 7월에 연구 승인을 받았다. 연구윤리심의에 제출한 서류는 1) 연구

계획 심의 의뢰서, 2) 연구계획 요약문, 3) 심의용 연구 계획서, 4) 연구 참여 동

의서(교사용 및 학생용), 5) 연구결과정리양식(면담 및 비참여수업관찰), 6) 연구 

책임자 경력, 7) 연구 참여 모집 문건, 8) 심층면담 가이드(교사용 및 학생용), 9) 

지도 교수 서약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와 

인터뷰 가이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확인 도장이 있는 서류만을 사용하

였다.

심의용 연구 계획서에서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서약하였다. 첫째, 수집

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지역, 성별, 교육 경력, 직위이다. 둘째, 연구를 위해 수

집한 일체의 자료는 시건 장치된 캐비넷과 암호가 설정된 연구자의 개인 PC에 

보관하여 유출을 예방한다. 셋째,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정보 및 응답 

내용을 기호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넷째, 수집한 모든 자

료는 연구 종료와 동시에 폐기 처리한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서술하며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 

와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심층 면담이나 수업 관찰의 

횟수 및 장소를 밝히며 1) 비밀 보장, 2) 개인 정보 보호, 3) 참여 중단 시 불이

익이 없음, 4)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를 약속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 학생은 미성

년자임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도교사가 학생의 연구 참

여를 승낙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도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인해 연

구 참여가 강요되거나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 86 -

Ⅳ. 결과 및 논의

1.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인식(認識)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眞)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6). 쉽게 말하면 무언가

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포한다(Gage & Berliner, 1992). 그러므

로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를 펼쳐나가는 것은 교사의 인식에 의해 교육 

실천이 좌우됨을 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교사심층면담에서 연구 참여 교사들은 체육교과 밖에서도 존재하는 

건강이라는 광대한 개념에 대해, 체육교과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건강 활동 영역에 

대해, 그리고 실제 건강 활동 수업으로 좁혀가며 조금씩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납적으로 범주화된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인식을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부터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생각까지 뒤따라가며 무엇이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가.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인식은 1) 평생 건강의 기

반, 2) 의무 교육의 궁극적 가치, 3) 지속적 실천의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

다. 참여 교사들은 체육교과를 떠올리기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건강

의 중요성과 고귀한 가치를 교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였다. 참여 교사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체육 교과 속의 건강 활동과 겉으로는 달라 보였으나,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의 기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 평생 건강의 기반 

우리 삶에서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한 순간도 없다. 하지만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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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전 생애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서 더욱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래서 어떤 교과에서 건강을 논의하느냐, 어떤 단

원에서 건강을 지도하느냐 보다 우선하는 것이 초등학교 전반의 교육활동에서 

평생 건강의 밑거름을 쌓는 일이다. 참여 교사들은 초등학교 시기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 �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평생� 동안� 쭉�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

문에� 뭐� 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냥� 좀� 쌩뚱� 맞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히� 다져가야지.� 그래야�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거를�

올바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지.� � (교사� 정규현,� 심층면담)

영유아의 건강이 온전히 보호자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었다면, 

아동기는 자신의 의지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다. 이에 의학, 보건

학, 간호학에서도 평생 건강의 기반으로써 아동기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학은 가르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문의 영역이기에, 

체육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아동 건강교육에 대한 책무를 지닌다(Kirk, 2006).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건강교육의 책임을 인지하며, 건강교육을 

마땅히 교사인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인식하였다. 

  아,� 이거(건강)는� 네가� 평생�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계속� 해서� (학생들에게)� 주

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인식� 전환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건강)를� 이렇게� 꼭�

애들한테� 해야겠다는� 어떤� 교사들의� 전환도� 필요하지.� (교사� 강경준,� 심층면담)

읽고, 쓰고, 셈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인이 함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인 소양을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할 때, ‘헬스리터러시’란 기본적인 건강에 관

한 정보를 획득, 처리, 이해하며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atzan & Parker, 2000). ‘헬스리터러시’에 관한 선행연

구는 지금까지 주로 의학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교육학의 관점에서 초등 학령기 아동이 건강에 관해 알고, 느끼고, 실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제각기 나누어진 교과나 교육과정 보다 더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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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가 건강한 평생의 생활 습관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 평생� 체육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건강� 자체가� 어린� 시절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은� 그걸� 바꾸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

면� 좀� 더� 습관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건강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략)� 학생들이� 그

래서� 평생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걸음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 (교사� 박윤수,�

심층면담)

�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접해야� 그런� 걸� 알지.� 왜� 교육

과정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배웁니까.� 지금� 완

벽하게� 배우진� 못해도� 배웠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거라고.� 경험한� 거� 자체에� 의

미가� 있는� 거라고.� 스펀지에� 서서히� 물이� 차오듯� 그렇게� 초등학교� 때� 서서히� 요만큼� 차고,�

중학교때� 차고� 차는� 거죠.� 초등학교� 때� 그게�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아동기는 처음으로 내 몸에 호기심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평생의 여정

을 시작하는 시기로,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Whitehead, 1929)의 생각을 차

용하여 표현하자면 건강으로 가는 ‘낭만의 단계’(최의창, 2010b)인 것이다. 이

에 참여 교사들은 평생 건강의 기반인 초등학교에 자신이 몸담고 있음에 사명감

을 가지고 이토록 중요한 건강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고민하는 모습

을 보였다.

    2) 의무교육의 궁극적 가치 

건강교육이 아동기의 기본적인 소양이자, 평생 건강의 첫 인상이라면 과연 어

떤 곳에서 건강교육의 주축을 담당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모든 생활양

식을 습득하며 성장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대다수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생활

을 경험하는 유치원인가, 또는 초등학교인가? 물론 이 질문은 정답이 없는 우문

이다. 장소를 불문하고 위의 모든 곳과 사회 분위기까지 함께 조성되어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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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천될 때 건강의 첫 장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응당 초등학교가 건강교육의 방향을 제시

하고 이끄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교육현장에 만연해 있는 ‘학원에

서 다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 굳이 그것까지 다룰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

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이들이 건강교육을 사교육의 형태로 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에 따라 건강이 배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 �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

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2006년도에� 강남을� 갔더니� 토요일에� 애들이� 모여� 있는� 거

야,� 오후에.�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아!� 체육선생님이� 하나� 온다는� 거야.� 와서�

애들이� 뭐� 하나� 봤더니� 줄넘기부터� 애들� 체력,� 건강을� 체계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야.�

� � “이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소속되어� 있

는� 애들�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을� 제공하는� 거야.� 애들� 끝나는� 거� 기다렸다가� 해.� 그

게� 지금� 뭔가� 하면� 토요� 주말� 프로그램이야.� 그걸� 국가에서� 지금� 하잖아.� 국가에서� 하기� �

전에� 이미� 사설로� 하고� 있었던� 거지.� � (교사� 박윤수,� 심층면담)

의무교육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

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으로 우리나라는 초등 교육 6년과 중등 교육 3년

이다(국립국어원, 2016). 의무교육은 헌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

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소양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배워야 한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의무교육을 통해 지켜져야 할 건강의 가치

가 자본에 따라 불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참여 교사의 심층 면

담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 � 소수자만이�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학창시절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것들이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중략)� 건강교육이라는� 것은� 만약�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근데� 엑스트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비용이� 발생할� 거야,� 분명히�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이라는� 가

치를� 얻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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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치� 있는� 거라는� 게� 깔려있는� 거고.� � (교사� 정규현,� 심층면담)

위와 같이 의무교육이자 공교육을 통해 건강교육이 실천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건강교육을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로 본다. 이것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건강의 총체적 담론이다. 총체적 담론에서는 신체․정신․
사회적 측면에서 공동체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건강교육을 강조

한다(Bonnett, 2002). 총체적 담론의 입장에서 논하자면, 사교육을 통한 건강교육

을 당연시 하는 양상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총체적 담론의 반대편에 있는 개인적 책임감 담론이다(Mills, 

1959). 개인적 책임감 담론의 모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제약회사의 건강 보조식품, 건강 관련 산업의 광고이다. 자본주의 현대사회

에서 건강은 이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Lawson, 1992). 하지만 연구 참여 교사들은 적어도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

교에서만큼은 기본적인 건강 지식과 생활습관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참여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건강교육의 결과를 스포츠 기능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건강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궁극적 가

치이기 때문에 건강교육의 결과를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내려는 순간, 건강교

육은 사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스포츠 기능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배워야 할 건강교육의 포괄적인 내용과 궁극적인 가치가 ‘동네 태권

도 학원에서 배우는 줄넘기 성공 개수’로 축소되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막� 병치레하다가� 막� 골골골�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마무리를� 잘하고,� 사는� 동안� 정말�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첫� 장인데,� 그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기능만� 하려면� 그렇

지.� 당연히� 뭐� 헬스장� 가야지.� 그렇다� 라면�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은� 필요가� 없는� 거야.� 학

교� 아닌� 곳에서� 다� 가능하니까,� 그럼� 교육이라는� 의미는� 없어,� 교육하고� 의미가� 달라져� 버

려.� � (교사� 박윤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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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서 건강의 궁극적 가치는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안에서도 주지교과나 스포츠 기능 습득으로 인해 축소될 수 없다. 일

본, 뉴질랜드, 미국과 캐나다의 몇몇 주에서는 체육 교과의 명칭을 ‘체육과 건

강’ 또는 ‘건강과 체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6), 

그 명칭에는 의무교육 시기의 건강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건강의 증진은 체육교육의 당연한 역할(Green, 2002)이기 

이전에 의무교육의 궁극적 가치이다. 

    3) 생활 속 실천의 영역  

의무교육이자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평생 건강의 기틀을 형성하는 교육

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작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

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건강교육의 결과는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

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일상생활로 가지고 갔는

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동일한 선상에서 참여 교사들은 건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때‘실천’과 ‘생활’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건강은� 꾸준한� 거.� 노력해야� 하는� 거.� 자신이� 꾸준히� 실천해� 보고�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

는� 거라고� 생각하고.� � (교사� 박지수,� 심층면담)

건강은� 생활이다.� 아이들한테� 평상시� 생활화가� 될� 수� 있게� 그,,,제반� 지식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활동을� 할� 수� 있

는� (중략)� 생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 (교사� 주본우,� 심층면담)

이처럼 참여 교사들이 건강을 생활 속 실천의 영역으로 거듭 강조하는 이면에

는 건강교육이 학생들의 일상생활로 잘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교사들이 건강 활동을 실천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건강교육이 일상생활로 전이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연구 참여 교사의 심층 면담에서 찾아보자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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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의 흥미가 결여된 건강교육이다. 흥미는 아동기의 독특한 발달적 특

성으로 교육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박종국, 2006). 학생들이 

주지교과의 사막 속에서 단연 가장 선호하는 오아시스 같은 교과로 체육이 항상 

부각되어온 것에 반해(김재춘, 최필순, 2012; Luke & Sinclair, 1991), 과연 건강 

활동도 학생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영역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흥미가 교육적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Placek, 1983),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교육내용을 

교실에서 일상생활로 퍼 나를 수 있는 바구니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건강은� 항상� 뒤에� 활동계획을� 해서� 실천해보는� 표가� 나오는데� 보통� 그걸� 담임할� 때는� 한�

달� 정도� 후에� 내가� 이걸� 검사하겠다,� 계획세운� 걸� 얼마나� 실천했는지� 했는지� 가지고� 와

라,� 아니면� 방학� 때� 내준다거나.� 그런데� 그거를� 정말로� 뜻을� 깊이� 알고,� 재미를� 가지고� 의

욕을� 가지고,� 하는� 애는� 거의� 없다는� 거지.� 진짜로� 수학� 숙제하듯이� 꾸역꾸역해서� 내는� 건

데.� 나는� 그렇게� 애들이� 하게� 된다는� 거는� 아예� 안하느니만�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 정말

로� 애들이� 순발력이나� 민첩성을� 재미있게� 공부했다면� 자기들이� 일상� 속에서� 놀이터에서� 뛰

어놀� 때� 어떤� 활동들이� 그거와� 연관되는지� 알거� 아니야.� 야,� 이거는� 놀면서,� 이거는� 우리�

배운� 것� 중에� 뭐다,� 우리� 이거� 해보자.� 그리고� 그걸� 실천했다고� 체크할� 수� 있는� 건데� 그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 � (교사� 정규현,� 심층면담)

참여 교사들은 건강교육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로 아동의 흥미 결여를 이야기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흥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체육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므로, 

아동 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재미와 유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Kretchmar, 2008). 그러므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건강이 생활 속 실천의 영역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동 흥미의 관점에서 건강 

교육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의학, 보건학, 운동생리학과 같은 거대한 학문의 체계

에서 초등의 크기로 잘게 쪼개어진 건강 관련 지식과 아동의 삶을 눈높이에 두

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건강 관련 주제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역할 차이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체육수업을 학교현장의 실정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또는 스포츠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배운다. 1992년부터 초등교육의 질적 제고 및 담임교사들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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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체능 교과에 한해 교과전담제가 시행되었으며(이승

배, 서장원, 2010), 최근에는 각 학교별로 한 명 이상의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전담제가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

과목이나 학년별 시수 등의 사항이 각양각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은 그 중

에서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과이다. 심지어 주당 3

시간의 체육수업 중 1시간은 담임교사가, 다른 1시간은 교과전담교사가 운영하

고, 나머지 한 시간은 담임교사와 스포츠강사의 협력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입장에서 교사가 건강을 지도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결과

로 나타나는 일상생활 속 전이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담임이� 되었을� 때는� 학교의� 체육과,� 가정의,� 집에서의� 체육을� 연계해서� 했던� 것� 같아.� 건

강,� 어떤,� 7560� 같은� 거� 했을� 때,� 체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막� 아이들이� 하

루� 안에�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

게� 하고,� 운동에� 대한� 걸� 계속�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체육시간�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

로� 건강에� 대한� 가치를� 계쏙� 가르쳐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담임일� 때.� 그런데� 체육전담교

사는� 워낙� 한� 시간� 수업에,� 액티비티를� 한� 시간에� 해결해야� 돼.� 한� 시간� 분절되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거든.� 게다가� 시간도� 짧았고.� (중략)� 담임은� 그게� 좋더라구.� � (교사� 홍은수,� 심

층면담)

담임교사와 체육전담교사로서 체육을 가르쳐 보았던 경험이 있는 홍은수 교사

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교사가 건강교육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신이 맡

은 역할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교육을 일상생활 속으로 옮겨가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

럼 건강이 생활 속 실천의 영역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 운

영상의 수월성보다 교육 목표의 도달 측면에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초등체육

을 가르쳐야 하는지 제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한 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WHO가 정의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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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포괄하는 건강 개념 자체에 관한 인식이었다면, 건강 활동에 대한 교

사의 인식은 그보다 협소한 범위이다. 이번 절의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은 

곧, 체육교과의 다섯 가지 신체활동 영역 중의 하나인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건강이라는 광활한 개념이 체육교과서의 한 

가지 신체활동 영역으로 담겨지면서 어떠한 변모를 거치게 되었는지 참여 교사

의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건강 활동에 대한 참여 교사의 인식은 1) 타 

영역의 기반, 2) 스포츠교육의 수단적 위치, 3) 지식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1) 타 영역의 기반 

참여 교사들은 건강을 ‘평생 건강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건강 

활동에 대해서는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의 네 가지 타 영역

의 기반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자의 건강이 학생들의 전 생애를 수직적으로 인

식하였다면, 후자의 건강 활동은 다른 영역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수평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다.

저는� 건강� 활동이� 기반에� 깔려� 있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경쟁,� 도전,� 표현,� 여가� 같은�

이런� 느낌.� 여가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맨� 위에� 있는� 것,�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들을� 활용

해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런� 느낌.� � (교사� 하연주,� 심층면담)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이런� 것을� 받쳐주는� 것이� 건강� (활동)� 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도전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 (교사� 박지수,� 심층면담)

  

이렇듯 연구 참여 교사들에게 건강 활동이란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비교해본다면, 본래 건강의 

근원적 성격 보다는 체육교과의 테두리 안에서 타 영역의 학습을 지원하는 보조

적 성격을 보인다. 

적어도 ‘건강’이라는 개념이 ‘건강 활동’이라는 영역 명 속에서 그대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 건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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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흔히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사들의 인식에서 ‘건강’과 

‘건강 활동’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체육교과 영역의 선정이나 건

강 활동의 정체성을 제고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체육교과의 영역이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개편된 것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부터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기존의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이

어지던 종목 중심의 구성에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틀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

능(sport skill)’에서 ‘활동적인 삶(active lifestyle)을 위한 생활 기술(life skill)’

로 체육교육 철학의 흐름이 이동함을 반영한 것이다(유정애, 2005a). 그러므로 신

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자면, 건강 활동은 단순히 체력이나 

스포츠 기능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기술로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영역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는 건강 활동이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을 체

력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

정에서 도전, 경쟁, 표현 활동은 기존의 종목 중심 교육과정을 이어오는 고유한 

내용이 있는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이 본래

의 의도를 달성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명맥을 이어왔

으며, 크고 작은 영역의 변경은 있었으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건강 

활동의 가치가 전해 내려지고 있다.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가 도

입된 지 8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의 위치

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음,,,� 건강� 활동이라고� 했을� 때� 사실� 체육� 전체가� 건강� 활동인데� 얘를� 딱!�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느낌?� � (교사� 임미소,� 심층면담)

임미소 교사의 이야기처럼 연구 참여 교사들이 인식하는 건강 활동은 체육교

과 곳곳에 녹아있는 중요한 배경그림 같은 모습이다. 건강 활동이 도전, 경쟁, 표

현, 여가 활동의 배경 일뿐, 건강 활동만으로 구성된 영역에서는 오히려 당황스

러운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건강 활동 정체성의 결여를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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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도 명맥을 이어왔으며,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 2011), 체육교과의 다섯 영역이 낱낱이 가치중립적

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시개정이 몇 차례 거듭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교사들의 

인식 속에 건강 활동의 자리가 공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체육과 교육과정 전

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체 활동 가치 영역별 연구 동향에서 건강 활동 

관련 연구의 수가 극히 부족했으며, 연구의 영역별 불균형을 이뤘음은 이를 뒷받

침한다(박용남, 홍연종, 2015). 

신체 활동 가치가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전체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건강 활동이 지금처럼 타 영역의 기반으로 자리해도 괜찮은 

것인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만약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이 체육

교과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안전의 내용이 독립되고 여가의 내용은 추가되며 더욱 불안정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스포츠교육의 수단적 위치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무교육기관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막상 체육 교과 내의 

건강 활동에 대해서는 스포츠를 잘하기 위한 수단처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나 기능의 숙달은 건강한 삶을 향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포츠 기능을 잘 습득한 것으로 교사가 건강교육의 책무를 온

전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체육은 건강한 생활을 가르치는 교과인가, 스

포츠 기능을 가르치는 교과인가? 

공� 운동� 잘� 하고� 싶지?　그런데� 네가� 팔� 운동�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저기� 멀리까지� 보내고� 싶다면� 될까?� 그럼� 애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

금� 여기(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가� 멀리� 보내고� 싶다고� 해서� 절대� 안� 되잖아.� 뭐

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중략)� 아이들이� 납득을� 하더라구요.� �

(교사� 김진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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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데,� 나는,�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기가� 좋

아하는� 운동을� 즐기려면� 내가� 건강�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신체활동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 (교사� 정규현,� 심층면

담)

위의 대화처럼 지난 50년 가까이 체육교육 학계에는 체육교과의 주요한 부분

을 높은 수행능력에 두고자 하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Whitehead, 2013). 하지

만 체육교과의 중점을 운동 기능에 두는 경우, 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체육교육에 

동기부여가 어려워지며 학교를 떠난 뒤에는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 자체와 멀어

질 수 있다(Whitehead, 2013). 따라서 건강 활동이 스포츠 기능의 향상을 위한 수

단적 위치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참여 교사의 인식이 궁극적 가치의 건강에서 수단적 위치의 건강 활

동으로 변화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체육 교과 전체의 측면에

서는 우리가 기능을 중시하는 스포츠 시대(an era of performative sport)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hilling, 2008). 학계에 스포츠 기술로서의 체육교육

(physical education as sport-techniques)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Kirk, 2010), 건강

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체육 교과의 건강 활동으로 들어오면서 기능을 위한 수단

적 위치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문서상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로 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쟁 활동 위주로 가르쳐지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이미경, 2011). 교육과정 속에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

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이 제각기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기에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로 구성되었지만, 실제 집중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가치는 스포츠 기

능과 비교적 매우 흡사한 경쟁 활동이라는 점이다. 경쟁 활동이 주가 된 초등체

육 수업에서 건강 활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초등체육에서 스포츠를 가르쳐야 한다면 스

포츠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치와 기능을 함께 가르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저는� 포커스가� 경쟁에� 맞춰져� 있어요.� (중략)� 처음부터� 경쟁을� 하면� 망해요.� 싸움� 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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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경쟁� 활동� 자체에� 그� 경쟁의� 의미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건강�

활동을� 해요.� 왜냐면� 체육에� 대한� 마인드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 (교사� 송규빈,� 심층면

담)

참여 교사의 이야기처럼 건강 활동이 체력적인 수단으로써 경쟁 활동을 보조

하는 것이 아니어도 ‘체육에 대한 마인드를 깨우쳐 주는’ 일종의 다른 방식으

로도 결국 건강 활동은 경쟁 활동을 잘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추후 언급할 건강 관련 학생들의 인식에서는 스포츠를 위한 건강 

활동 이외에도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 활동의 양상이 나타났으나, 교사의 인식에

서는 다이어트 관련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3) 지식의 영역 

참여 교사들은 건강이란 생활 속에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인식하였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생활양식(healthy 

lifestyle)을 명문화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도 평가하기, 계획하기, 관리하기, 실천하기의 네 가지 건강 영역 기능을 밝히며 

건강의 가치 속에서 실천이 핵심적인 내용임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5). 하지만 

참여 교사들이 건강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실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의외의 모습이었다. 

건강� 활동은� 이론이죠,� 이론.� 수행평가가� 아니면� 저라도� 가르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교사� 박지수,� 심층� 면담)�

건강� 활동� 하면은� 내가� 생각나는� 거는� 지필평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관찰� 평가� 아니

면� 서로� 간에� 약간� 그� 짝,� 뭐,� 이렇게� 동료평가,�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할� 때� 그런� 걸� 하

는데.� 보통의� 건강� 단원은� 책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걸� 어떤� 단어를� 외운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지필� 평가를� 많이� 봤던� 것� 같아.�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이처럼 참여 교사들의 인식 속에 ‘건강’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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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건강 활동’은  어디까지나 지필평가에 등장하는 이론의 모습이었다. 흔히 

이론과 실천이 상반되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건강과 건강 활동이 

근원은 같지만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꼴이다. 건강의 광대한 개념을 넓은 강물

로 비유하자면, 건강의 강물 중 일부가 교육과정으로 들어왔고, 여러 교과 중 체

육과 교육과정으로 가장 많이 흘러들었으며, 체육교과 속에서는 건강 활동으로 

가장 많은 양이 흐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

강과 건강 활동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인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과 건강 활동의 지식이 어디에서부

터 왔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참여 교사들이 인식하는 건강의 개념은 모두가 보

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 초등학교시기에 꼭 배워야 하는 것처럼 교육적인 당위

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학, 사회학과 같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한편,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건강을 어

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물음과 맞닿아 의학, 운동생리학, 보건학 

등 의 자연과학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활동에� 대한� 수업을� 교수님하고� 1대� 1로� 했거든.� (중략)�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를� 했어.� 건강� 활동은� 너무� 어렵다.� 의학에� 가까기� 때문에�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그냥� 누구나�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후배가� 나� 때문에� 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어.� 그래서� 2학기� 때� 또� 얘가� “선배님� 제가� 생리학�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

데,� “아니다.� 돌아가면서� 하자.”� 내가� 이걸(건강� 활동� 관련� 수업)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선

택한� 것이� 바로� 건강� 활동� 관련� 수업을� 듣게� 됐는데.�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박윤수 교사는 자신의 동료교사들이 건강 활동을 의학, 생리학으로 표현하며 

생소한 과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자신 또한 건강 활동

에 관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기 전까지는 건강 활동이 나의 삶과 밀접한 교육 

내용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걸쳐 다양한 여러 영역에서 고립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건강의 문제

는 다차원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Lawson, 1992) 건강과 건강 활동의 인식 사이

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참여 교사가 건강 활동을 고유한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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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과만의 독특한 교육환경에서 기인한다. 체육은 날씨와 장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교과로(김중형, 백종수, 2011;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2005),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수업여건상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섯 가지 신

체 활동 가치 중에 교사들이 선택하게 되는 영역이 건강 활동이었을 것임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건강 활동에 대해 이론, 즉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저는� 편해요.� 뭔가� 수업을� 막� 엄청� 준비해서� 하기� 보다는� 준비� 없

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준비가�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 (교사� 주본우,� 심층� 면담)

그리고 연구 참여 교사들이 건강 활동을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교

육과정 문서상의 영역인 ‘건강 활동’이 문자의 뜻 그대로 ‘활동’의 형태로 

실천되지는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현장에서 건강 활동을 활동의 형태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관념 수준을 가르치는데 그

쳤기 때문에 “건강 활동은 지식이다.”라는 교사 인식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의 내용 체계가 이론과 실기의 이분법적

인 모습으로 나뉘어있던 시절(문교부, 1987), 건강 활동 교육 내용의 다수는 과거 

이론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을 이론을 닮은 또 

다른 모습인 지식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천 보다 지식에 대한 인식이 짙게 나타났다고 하여 건강 활동에 대

한 교사의 인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교육부, 2015)는 영역의 

목표에 언급된 것처럼 지식은 실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 관련 지

식이 지식 자체에서 머물지 않고, 지식을 이해하여 실천하고, 실천의 결과로 지

식에 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지식과 실천의 끊임없는 환류를 어떻게 체

육수업으로 녹여낼 것인가의 과제가 남겨진 것이다. 

또한 건강 활동에서의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향

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의학에서의 건강 지식, 생리학에서의 건강 지식,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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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건강을 둘러싼 지식과 교육의 범주 안에 있는 초등학교 건강 활동

에서 다루는 지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

한 모 학문에서 작은 조각으로 떼어낸 지식보다는 정규현 교사의 심층 면담 내

용처럼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고뇌하여 생

산하고, 소비하며,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보면� 건강� 활동의� 목표는,� 영역� 별로� 목표가� 써� 있는데� 건강� 활동의� 목표에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 물론� 경쟁에도� 게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식이랄까.�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다

는� 측면에서는� 다른� 영역이랑� 차별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운동체력에� 대한� 네� 가

지는� 운동이지만� 건강� 체력에� 대한� 네� 가지는� 그냥� 삶이거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

요한� 요소거든.� 그거는� 다른� 교과에서� 얻을� 수� 없고,�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없는� 고유의�

지식인� 것� 같아.� 그런� 걸� 학급이나� 학생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게� 독특한� 점인� 것� 같아.�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다.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문헌 연구와 심

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건강 활동으로 묶여져 있는 체력, 보건, 안전

은 한 지붕 세 가족과 같은 상호 이질적인 내용으로 건강 활동 수업 전반의 인

식을 아우르는 범주가 도출되지 않았다.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기에, 그 내용에 

관한 참여 교사의 인식도 판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체력, 보건, 안전의 하

위 주제별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인식은 1) PAPS로 대체되

는 체력 수업, 2) 설 자리를 잃은 보건 수업, 3) 탁상공론으로서의 안전 수업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PAPS로 대체되는 체력 수업

체력은 체육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틀어 체육교과의 주된 내용으로 항상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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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최근 아동비만과 학생 체력 저하의 증가로 정책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 내용이다. 참여 교사의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체력은 건강 활

동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인식하는 건강 활동 수업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자

면, 그 중 체력은 메인 요리와 같은 모습이었다. 연구자가 건강 활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면담 질문에 대한 참여 교사의 대답은 한결같

았다. 

우선� 교사한테,� 담임한테� 맡겨지는� 것들은� 기본적인� 건� 체력,� 그� 다음에� 교사가� 맡진� 않

지만� 보건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그� 정도인거� 같아요.�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그냥� 체력에� 관련된,� 그리고� 보건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것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체육

전담교사� 할� 때는� 체력을� 중심으로� 가르쳤지요.�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그런데 심층 면담의 결과, 실제 건강 활동 수업에서 가르쳐지는 체력의 내용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참여 교사들이 전하는 체력 관련 

수업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교육부에서 기존의 체력장으로 

불리던 신체능력검사를 변경하여 개발한 PAPS였다. PAPS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에 시행되었고 5-6학년 모든 학생은 PAPS측정의 대상이다. PAPS의 시행으로 교

육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건강 체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체격과 체력을 되돌아보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건강 체력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계기가 제공

된 것이다.

문제는 PAPS가 건강 활동과 관련되는 작은 부분 중 하나 일뿐, 건강 활동 전

체나 체력교육의 모든 부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건강 체력은 대개 5학

년이 배우는 체력 학습 내용의 주요한 요소일 뿐, 5-6학년에서 매년 PAPS를 실

시했다고 하여 건강 활동을 다 가르쳤다거나 배웠다고 볼 수는 없다. 건강 활동

의 주요 골자인 체력교육이 1년에 1번 시행되는 PAPS로 대체되고 있다면, 이는 

학생들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PAPS의 본래 목표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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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라는 건강 활동이나 체육교과 전체의 목적에

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참여 교사 인식에

서는 건강 활동은 곧 PAPS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 활동?� 건강� 활동에� 관한� 이미지라면,� PAPS가� 제일� 크죠.� (한숨을� 내쉬며)� 사실�

PAPS가� 제일� 크죠.� 건강을� 신체� 건강이나� 체력으로� 한정하고� 싶지� 않지만,� 건강� 활동은�

신체를� 단련하는� 활동이고,� 가장� 빠르게� 눈으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PAPS니까.�

PAPS� 때는� 체력� 훈련을� 몰아쳐서� 하니까.�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저는� 건강� 활동하면� 그냥� 계획� 세우기,� 이런� 거,� (웃음)� 방학� 전에� 계획� 세우기,� PAPS� 이

런� 걸로� 땡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이처럼 PAPS가 건강 활동 수업을 대체하는 모습도 우려되지만, 체력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PAPS 자체가 교육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었다. 참여 교사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며, 현행 

PAPS의 운영 방식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 교사들은 PAPS에 관해 이

야기할 때, 말이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다소 격양되는 등 전사 자료로만 나타내기 

힘든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첫째, 학교 현장이 PAPS의 목적에 공감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참여 교사들은 

PAPS를 왜 시행해야 하는지, 표면적인 목적 외에 PAPS로 인해 실제 아이들이 얻

을 수 있는 교육적 성과는 무엇인지 학생은 물론 교사인 자신부터 확신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부장을 5년째 맡고 있고, 담임으로서 체육을 8

년째 가르치고 있는 송규빈 교사는 “PAPS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정

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이게� 뭔가,� 목표가� 뭐지?� 저부터도� 모르겠어요.� 목표가� 발달인가?� 능력인가?� 그런� 것도� 모

르겠고.� 목표가� 있다면� 그� 전에� 과정이�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자주� 재어보고�

할� 텐데,� 갑자기� 1년에� 1번� ‘유연성� 측정’한다� 하는� 거죠.� 남자� 아이들은� 유연성� 측정하기�

더� 힘들어해요.� 목표를� 알거나,�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지도� 내용이나� 방법이� 뒤따

라�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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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어요.� 그� 목표나� 내용,� 지도� 방법�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있다면� 다를� 것� 같긴�

한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측정� 후의� 지도� 그런� 게� 빠져� 있지� 않나.� � (교사� 박지수,�

심층� 면담)

PAPS� 할� 때요?� 뭐하는� 지를� 하나도� 모르죠,� 애들이.� (웃음)� 그게� 제일�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한숨을� 쉬며)�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 일단� 이거� 잡아,� 꽉� 쥐어,�

어,� 일단� 다리� 뻗고� 앉아.� 누워.�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이게� 뭐� 유연성을� 측정하는� 거야,�

악력을� 측정하는� 거야,� 뭐� 이게� 지구력� 있는지,� 네가� 심폐지구력이� 어떤지� 알아보는� 거야�

뭐� 이런� 거를� 하는� 설명이� (망설이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냥,� 대충� 이거는,� 어!� 네가�

얼마나� 뭐� 이렇게� 잘� 뻗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이� 정도에서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나서� 제대로� 된� 기구가� 있으면� 그리고� 충분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실효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PAPS는.�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PAPS는 아동 건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교육 정책으로 완화하려는 수많은 시

도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현장 친

화적인가에 의해 좌우된다. PAPS라는 교육 정책이 학교 내부의 필요에 의한 정

책인지, 외부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돌이켜본다면 PAPS가 학교 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의 요구에 의한 하향식

(top-down)교육 정책이이라면, 정책을 실제로 마주하는 교사나 학생의 공감을 얻

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

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교‘밖에서 안으로’의 그 어떠한 

개선방식(최의창, 1998)도 교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만큼 실천 가능하기 때문이

다. 

둘째, PAPS 측정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지도 경험을 이야기하며 PAPS의 측정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5-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PAPS는 담임교사가 직접 측

정하거나 체육교과전담교사 또는 스포츠강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PAPS 측

정에 관한 연수를 체육을 담당하는 부장교사만 받고, 부장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전달하는 연수를 하거나 PAPS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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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PAPS 측정의 원인이 교사의 부주의나 실수

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PAPS 등급을 높이려는 특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일임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제자리멀리뛰기를� 해.� 아주� 정확히� 재면� 160인데� 야~대충� 170!� 이렇게� 불러

버린다는� 거지.� 나도� 가서� 모이면� 체육� 부장들한테� 들으니까,� 아,� ‘나만� 제대로� 했다가� 나

만� 완전� 망하는� 거� 아냐?’�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해봤어.� 우리반� 애들� 데리고� 샘플로�

FM대로� 해봤더니� 큰� 일� 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기회� 두� 번� 줘야� 되는데,� 세� 번�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윗몸말아올리기도� 정확한� FM� 동작이� 있어.� 동영

상에도� 나와.� 그런데� 동영상� 그거대로� 하려면� 교사가� 한� 명� 한� 명� 감독을� 해야� 돼.� 맥시

멈� 2명.� 그런데� 보통은� 쫙� 눕혀� 놓고선� 하거든.�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하다가� 힘들면� 대충할�

수� 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걸� 다� 잡아내지� 않는다는� 거지.�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PAPS를 시행하는 교사부터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PAPS 등

급에 따른 추후 지도의 실효성 또한 의문일 수밖에 없다. PAPS에서 4-5급을 받

은 학생들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미흡하여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4-5급 학생들을 위한 교내 

단기 프로그램의 목적이 PAPS 등급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학생들이 건강 체력

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예산이� 오잖아요.� PAPS� 결과를� 내면� 그러면� 모집을� 해요.� 그러면� 신청자를� 한� 4명,� 5명�

받아요.� 그러면� 아침에� 8시부터� 8시� 40분까지� 모아서� 하는데� (중략)� 강당을� 일주일에� 두�

번을� 같이� 썼는데,� 그� 때� (지도교사가)� 하시는� 걸� 보니까� (쓴웃음)� 애들한테� 뛰어!� 강당�

뛰어!� 쉬지� 마!� 뛰어!� 40분을� 뛰다� 끝나요.�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서로� 간에� 사이만� 더� 안� 좋아진�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걔네들� 데려다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습을� 시켜� 가지고,� 아침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수시� 평

가를� 했을� 때� 뭔가� 좀� 좋아진� 게� 좀� 보여야� 되는데� 거의� 못� 봤거든.� 그� 4등급� 애가� 3등

급으로,� 또는� 5등급� 애가� 4등급으로는� 갈� 수� 있어도� 우리가� 교육청이나� 뭐� 원하는� 건� 사

실은� 다� 3등급까지인데.�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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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APS가 현대 의학적 사고의 관점에서 기인하는 정책이라면 과학적인 측

정과 측정의 결과에 따른 처방이나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Griggs, 2015). 또

한 PAPS가 교육적 관점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면 왜 필요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삶

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미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PAPS의 운영방식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PAPS에서 학

생들에게 수치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특별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건강 체력을 재 측정하여 보고하는 모습은 지극히 결과 중심의 운

영이다. 등급을 잘 받지 못한 학생이 몇 프로로 줄어들었는가 보다는 체력에 어

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력을 향상하

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의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운동 수행 

및 성과 중심의 운동 처방 모델(Exercise Prescription Model, EPM)에서 건강과 과

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속 신체활동 모델(Lifetime Physical Activity Model, 

LPAM)로 체력을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이옥선, 전세명, 

2012), PAPS의 운영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PAPS가 초등학생들의 건강과 관련

되는 정책인 만큼, 매년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생활 속 건강

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고려하여 정책과 실천을 하나

의 방향으로 발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설 자리를 잃은 보건 수업

보건은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제7차까지 체육교과 내용 영역의 한 부분

이었으며(유정애, 2005a),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건강 활동의 영역 안에 포

함되었다. 위상의 차이는 있지만, 보건은 초기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체육교과의 교육내용으로 존재했다.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틀어 보건 영역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보건교육을 전담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의 초등학교 안에서도 어떤 학년은 담임교사로부터, 또 어떤 학년은 체육교

과전담교사나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을 받고 있다. 3-6학년 중 어떤 학년의 교

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는지는 학년별 학급 수에 따른 시수나 교사의 선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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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의 여건에 의해 정해진다. 보건교사가 한 학기에 주당 17차시의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대다수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1학기에는 5학년, 2학기에는 6학년

과 같은 방식으로 고학년 한 학기 분량의 교육을 도맡고 있다. 3-6학년 체육과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보건교육이 담겨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학교마다 천차만

별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체육교과서 속에 구현된 

보건교육 해당 차시와 보건교사가 지도하는 한 학기 17차시의 수업을 표면적으

로 어림잡아보면, 두 개 학년의 보건교육 차시만큼은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셈이

다. 이로 인해 보건교사가 지도를 담당하는 학년의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보건교

사가 지도하지 않는 학년의 교사들까지도 일부 보건교육을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을 나타냈다. 

보건은� 사실� 안� 다뤘어요,� 왜냐면� 6학년이다� 보니까� 보건� 수업이� 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제가� 할� (망설이며)� 필요는� 못� 느꼈기� 때문에� 아직� 안� 했구요.� � (교사� 송

규빈,� 심층� 면담)

생각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일단� 내가� 뒤에� 있는� 약물이나� 뭐� 술이나� 담배는,� 이거는�

분명� 성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 보건� 선생님이� 다뤄�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 정도는� 내가� 이제� 거의� 건너뛰는� 편.� (중략)� 이거(보건교육)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

거는,� 거의� 내가� 손을� 안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하지만 초등체육에서 실질적으로 보건교육을 간과하였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

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첫째는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보건교육이 초등체육에서 

가르치는 보건교육과 같은가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은 

정규 체육교과가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로 계산된다. 학생들은 보건교사와

의 수업에서 검정도서인 초등학교 체육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인정도서인 보건

교과서로 배운다. 그러므로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이 겉보기에는 음주, 흡연예방, 

성폭력예방처럼 교육 내용이 비슷하여 체육교과 속 보건교육을 온전히 대체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엄연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다른 교육과정 틀 속

에서 실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재구성자로서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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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굳이 이것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하는 마음으로 초등체육 속 보건교육

을 실질적으로 축소시켜 가르친다면, 본래 보건교육에 할당된 시수는 다른 무엇

을 가르치는데 활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여 교사들이 초등체육의 최

종목표를‘운동을 즐기는 마음, 기본적인 운동 기능’으로 언급한 점에서 교사들

이 인식하는 교과의 목적에서 보건교육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추

측해 볼 수 있다. 

최종� 목표?�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생각해보자면� 저는� 일차적으로는� 즐기는� 것,� 두� 번째는�

기본적인� 기능을� 배워서� 나가는� 것.� 물론� 스포츠가� 아니지만� 그래도� 간이� 활동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스포츠� 전체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백분의� 하나라도� 배워�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즐기다� 끝나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 물론� 그

런� 파행적� 운영도� 필요하지만� 그� 즐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라도� 아이들이� 배워서,� 배드민턴�

서브� 하나라도,� 그렇게� 기본적인� 기능은� 배워서�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교사� 임미

소,� 심층� 면담)

모든� 사람이� 운동이라는� 거를� 우리� 체육� 전공자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동반자,� 친구� 이런�

걸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초등학생� 애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나는� 피구나� 축구� 같은� 잘

하는� 애들� 위주로� 돌아가는� 스포츠를� 애들이� 많이� 접하면� 못� 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 학

습된� 무기력이� 자꾸� 생기면� 얘네들이� 커서� 운동을� 하겠냐� 이거지.� 커서� 운동을� 하게� 되려

면,� 좋은� 낭만의� 감성을� 학생� 때� 만들어줘야지� 얘네들이� 자라서도� 운동이라는� 거랑� 친하

게� 지내고� 결국은�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도�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운동이

랑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좀,� 약간,� 건강과� 행복이랑은� 멀어진다고� 생각

을� 하거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

육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애들을� 키워내는.�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둘째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보건교육에 다른 교사가 대체할 수 없

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며 학생의 개인적인 요구나 흥미, 배경을 잘 알고 있다(Powell, 2015). 그러

므로 학생들과 레포 형성이 두터운 담임교사가 가르칠 때, 보건교육의 결과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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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생활 속 건강 습관으로 연계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는 

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의 내용을 상호 연계

하여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있다. 

예를� 들어� 성교육이라고� 한다면� 담임은� 그� 아이들의� 맥락을� 알고� 있잖아요.� 얘가� 야동을�

봤는지,� 안� 봤는지� 2차� 성징이� 어느� 정도� 인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교

육을� 할� 수� 있지만.� 보건선생님도� 뭐� 물론� 관심이� 많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

겠어요?� 짜여진� 데로� 하나� 준비해서� 4개� 반,� 5개� 반을� 돌리겠죠?� 과연� 그리고� 그런,� 하,�

(한숨)� 뭐랄까요,� 그렇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 선생님이� 가르치기� 보다는� 담임교

사가� 안전이든� 성교육이든� 뭐� 보건이든� 뭐� 흡연이든� 이거는� 융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해요.� 국어에도� 그런� 제제가� 나올� 수� 있다는.�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보건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감은� 많이�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 보건은� 어떻게� 보

면� 담임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 왜냐면� 애들이� 성장하

잖아.� 근데� 그런� 걸� 상담하고,� 담임선생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알고� 있어

야� 되는데.� 보건선생님은� 가끔� 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다시� 피드백� 되서� 돌아

오냐,� 환류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냥� 똑같은� 뭐� 했을�

때� 나도,� 사실� 그거는� 아이가� 새롭게,� 자기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걸로� 결론은� 그때� 그런� 고민을,� 아,� 얘가� 지금� 그런� 고민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그� 교실� 안에서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고� 이럴� 게� 있는데� 보건선생님이� 보건선

생님만� 알고� 끝나거나,� 체육전담선생님이� 이미� 알고� 그냥� 끝나버리면� 얘는� 사실은� 그걸로�

지금� 고민하고,� 내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이게� 끊긴다는�

거지.� 그러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요즘�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경우라면�

담임선생님이� 그런� 데서� 그� 학생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라면,� 담임선생님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특히� 초등학

교� 같은� 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생활에� 담임이�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

보들이� 한� 쪽으로� 좀� 모인� 곳이� 되어야지� 않겠나.� 근데� 과연� 체육� 전담� 선생님이라든가�

보건� 선생님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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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한 보건교육은 학생생활과의 

연계 측면에서 담임교사의 지도가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가

정, 학교생활과 밀접한 보건교육이 본연의 업무임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체육에

서의 보건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보건교육이 그 어느 하나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육방법과 장점을 살려, 학교 내 보건교육의 질을 높

일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 영역이 체육교과의 다른 영역이나 학

년, 타 교과와 중복되는 경향을 지적하는 선행연구(김명수, 2005; 유정애, 2007; 

임문택, 2014)는 보건교육에서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3) 현장감 없는 안전 수업 

안전교육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5 개

정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1-2학년에서는 안전이 새로운 교과로 신설되었고, 3-6학

년에서는 안전이 체육교과의 독립된 영역이자 단원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하였기에 건강 

활동 내에서 체력, 보건과 함께 포함된 안전 수업을 참여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

였는지 알아보았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안전이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체육교과 내에서 안전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여 

교사의 안전 수업에 대한 인식은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 내에 비교적 작게 자리 잡고 있는 안전 수업마저 건강 

활동에서 ‘겉도는 수업’으로 인식하였다. 

안전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외부에서� 항상� 해주는� 수업� 이런� 식의� 인식이� 많아서� 아직�

완전하게� 포섭되진� 못� 한� 것� 같아요.� 건강� 활동� 안에.�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안전교육이 기존의 건강 활동 내에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다면 향

후 독립된 안전 영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수업 실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인

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여 교사들은 왜 건강 활동 내에서의 안전교육을 ‘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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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으로 인식한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참여 교사의 심층 면담 내용 

에서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가르치는 내용의 측면에서 안전과 체육의 연결고리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체활동을 매개로하는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벅찬 포괄적인 안전교육의 내용이 체육교과에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 교사들이 종종 안전교육을 체육교과에서 다루어야 하

는 이유를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강 활동 내에서의 안전 수업도 불안정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는� 재해안전,� 지진�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다른� 교과에� 못� 넣으니까� 체육에�

넣는데,� 체육� 중에서도� 건강은� 다른� 영역에� 비해� 범주가� 제일� 넓기� 때문에� 뭘� 넣어도� 되

거든.�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안전은� 사실� 항상� 언제든지� 강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모든� 교과에)� 다� 스며� 들

어가� 있고.�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안전의 교육 내용이 체육 교과에서 가르쳐진다면 신체를 매개로 하는 체육의 

고유한 성격과 부합하는 내용이 선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9 개정 체육

과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 내용 체계 중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재해 예방’은 

체육교과와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거나,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

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과 수상 활동 안전, 운동 장비와 게

임 활동 안전, 응급 처치와 빙상․설상 안전, 운동 시설과 야외 활동 안전’으로 

적어도 신체활동과 관련된 안전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

다(교육부, 2015). 

둘째, 가르치는 방법의 측면에서 안전교육을 활동의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실패

했기 때문이다. 건강 활동 내의 안전교육 내용체계가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학

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같이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에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면 활동이나 체험의 수업방식이 적합하다. 하지만 장

소, 용․기구 등 학교 여건으로 인해 교사가 가르치기 용이한 안전교육의 형태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안전교육은 주입식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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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육교과의 다른 교육내용과는 더욱 동떨어진 모습

을 보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안전� 쪽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 체험을� 할� 수� 있는,� 나가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인데�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얘기하고,� 뭐� 그냥� 교과서로� 얘기하고� 하다보니깐� 실질적으

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아� 우리가� 이때� 빨리� 어떻게� 조심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

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뭐� 정말� 실제적인� 체험공간에서� 해보고� 느껴보

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그렇고.� (중략)� 안전과� 관련한� 평가

는�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거� 가르치고� 나서� 정확한� 안전수칙을� 적어봐라.� � (교사� 이윤정,�

심층� 면담)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활동의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얘기하고, 교과서로 얘기하는’안전 수업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쩌면 체육교과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힘든 교과로 손꼽히기 때문에

(김명수, 최흥섭, 2009;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가끔 안전 교육을 동영상 

위주로 지도하는 것이 교사에게 ‘쉼터’같은 공간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전

교육이 체육교과 내에서 실천될 때에는 체육교과만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체

육교과만의 교육 방법과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육교과의 고유한 

성격이 담겨있지 않다면 안전교육은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의 다른 교과에서

도 담당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김용익, 2003; 이지혜, 2016).

체육교과 안에서 안전교육이 더욱 온전하게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라는 목표 아래 초등학교 전 학년의 모든 교과를 통틀어 각 교과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명료화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새로 

변경된 체육교과의 다섯 영역 안에서 안전이 건강, 도전, 경쟁, 표현의 다른 영역

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체육교과 전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안전영역

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교과에서 안전이 잘 가르쳐지려면 교

과 외부보다는 내부의 목소리에 의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번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과의 영역에서 밝히듯‘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에서’(교육부, 2015, p.295) 교과 외재적 이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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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안전 영역이 독립적으로 신설되었기에 체육교과와 안전, 그리고 타 영역과 안

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치열하게 되묻는 교육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에서 살펴본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2.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

교사의 ‘잘 가르침’은 학생들의 ‘잘 배움’으로 드러난다(조용환, 2012). 학

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창에 담겨지는 

만큼 배운다. 그러므로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해 논할 

때, 교사의 인식이나 교육 실천만큼 학생이 어떠한 인식으로 건강 활동을 바라보

는가도 중요하다. 

그간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사의 인식, 신념, 관심

이나 개인적인 교육 동기에 주된 관심을 쏟아온 것에 비해 교육활동의 최종목적

지에 있는 학생의 생각을 살펴보려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특히 스포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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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학 연구의 대다수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왔기에 초등학교 학

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이옥선, 2013).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장은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

한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남

학생과 여학생의 여부에 따라 작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건강

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체육교과서로 만나는 다섯 가지 신체활동 영역 중의 

하나인 건강 활동에 대해, 그리고 실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해 더욱 상이한 인식

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건강의 개념이 건강 활

동 안으로, 그리고 건강 활동 수업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왜 그러한 인식

의 변화를 나타냈는지 알아보았다. 

 

  가. 건강에 대한 인식

심층면담에서 건강에 대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1) 체격 및 체형, 2) 스

포츠 수행능력, 3) 가치덕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학생 심층 면담에서 6학년 

박우형 학생은 “운동을 하면은 체력도 길러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실력도 많이 늘어서요.”와 같이 초등학생의 수

준에서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종합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

지만 이처럼 포괄적으로 건강을 인식하는 참여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종합

적인 건강의 개념을 몸의 겉모습이나 스포츠 수행능력처럼 신체적 건강에 국한

하여 결과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도, 

끈기처럼 건강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녀야 할 가치덕목으로서 인식하기도 하

였다.

    1) 체격 및 체형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식은 건강을 

곧 몸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체격 및 체형 측면에서의 건강이었다. 이는 지극

히 신체적 건강에만 치중된 인식으로 학생들이 건강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는 ‘근육’임에서 입증된다. 하지만 근육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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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중에서도 일부분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격 및 체형으로서의 건강은 정

신적, 사회적 건강을 담지 못하는 한정적인 인식이므로 학생들이 건강의 개념을 

더욱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강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제가� 티비� 프로그램에서,�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한� 육십� 대� 아저씨를� 봤는데� 아저씨가�

엄청나게� 근육이� 팡팡하고� 엄청나게� 힘이� 세서� 막� 역도도� 엄청� 잘하고.� 어,� 병이� 없는� 것�

같고.� � (4학년� 남학생� 이재우,� 심층� 면담)

제가� 어제� 한강공원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 에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요,�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흐흐� 웃으며)� 근육이� 이렇게� 뽈록하게� 올

라와서(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지하게� 건강해요.� � (4학년� 남학생� 김준우,� 심층� 면

담)

이처럼 건강한 사람은 근육이 있는 사람이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병이든 사

람으로 양극화하는 건강에 대한 인식은 일부 6학년 연구 참여 학생에게서도 나

타났다. 특히 건강의 표상을 ‘태권도 관장님’으로 형상화하는 모습도 몇몇 연

구 참여 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이 묘사하는 

‘태권도 관장님’의 모습에서도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측면은 누락되어 있었으

며, 오히려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오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초

가 되었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부터 줄넘기, 공놀이 등의 종합적인 신체활동, 

그리고 체육교과 관련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까지 담당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의 

모습 속에서 사교육에 의한 아동건강교육의 현주소를 되짚어볼 수 있다. 

저는요.� 최근에� 태권도� 사범님을� 봤는데� 태권도�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어떤� 매로� 어

떤�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살짝� 가보니까,� 관장님이� 좀� 부실한�

무슨,� 카페트� 갖다가� 둘둘� 말아서� 때리고� 있었어요.� 수업시간에�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뛰어다녀서� 다쳐서� 혼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좀� 작은� 카페트� 갖다가� 엎드

리고� 발바닥에� 대가지고� 때리고� 있었어요.� (중략)� 사범님이� 건강하죠.� 왜냐면� 소리나게� 때

렸으니까� 엄청� 근육도� 셀� 거고� 힘도� 셀� 거고.� � (4학년� 남학생� 이송민,�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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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 태권도� 관장님이랑� 사범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맨날� 맨날� 뭐� 한� 시

간마다� 계속� 아이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치지� 않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단련도�

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6학년� 여학생� 신윤주,� 심층� 면담)

“건강의 상징은 근육이잖아요.”라는 신윤주 학생의 말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

은 건강을 근육이 많고, 태권도 사범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떠올렸다. 이와 같

은 학생들의 체격 및 체형으로서의 건강 인식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건

강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가깝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심

층 면담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언급할 때 남녀 학생 모두 유

독 건강한 성인 남성을 예로 들고 있는 점에서도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을 

‘나와는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건강을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건강, 성인의 건강, 노년의 건강 모두 건강의 자

연스러운 모습이며, 어느 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건강이 완성된 얼굴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학생 스스로 건강을 나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

을 때, 나의 건강을 되돌아보며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건강 영역의 평가하기, 계획하기, 관

리하기, 실천하기의 네 가지 기능과 건강 관리 능력의 역량(교육부, 2015) 역시 

학생 스스로 건강을 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때 가

르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영역에서 바른 

자세, 개인위생, 비만 예방 등 다양한 성취기준의 예시를 제시하기 이전에 학생

들이 체육교과를 통해 건강의 참된 의미를 적극적인 주체로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체격 및 체형으로서의 건강 인식은 뉴질랜드 초등학생들

이 건강은 ‘몸과 관련 되는 것’으로 이야기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urrows & Wright, 2004). 또한 건강개념의 변천을 고려할 때, 심신이나 전인적 

개념의 건강이 도입되기 이전에 유일하게 신체 개념으로써 건강을 정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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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의 건강 개념과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이동규, 엄우섭, 박성태, 안근옥, 

한은상, 2013). 건강의 의미와 상징이 점차 우리의 몸에서 몸 이외의 것(off the 

body)으로 변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Crawford, 1980)이지만, 아동의 건강 인

식은 아직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아동의 인식이 성인의 종합적인 건강 

인식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건강 인식 변화의 흐름 속에 

아동의 건강교육이 어떻게 발맞추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스포츠 수행능력

  연구 참여 학생들의 또 다른 건강 인식은 건강과 스포츠 수행능력을 동일시하

는 것이다. 학생들이 건강을 스포츠 수행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체

격 및 체형으로서의 건강과 함께 건강으로 향하는 과정보다는 건강 생활 습관을 

통한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인식이라 볼 수 있다. 건강을 스포츠에 대한 

수행능력으로 인식하는 연구 참여 학생들은 연구자가 건강에 대해 물었을 때 

‘스포츠’나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건강의 척도로 답하였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머뭇거리며)� 스포츠를� 잘� 하는� 사람.� 어..� 건강하면은� 스포

츠도� 잘해서� 계속�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스포츠를� 점점� 하게� 되면� 잘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 (4학년� 여학생� 곽다해,� 심층� 면담)

건강한� 사람은� 음,,� 운동을� 잘하고� 음..� 운동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 (4학년� 남학생� 신

재현,� 심층� 면담)

  건강과 스포츠기능을 동일시하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주로 6학년보다

는 4학년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건강을 외형이나 

스포츠기능과 같이 신체에 국한시키는 인식에서 부분적이더라도 점차 종합적으

로 건강을 인식하는 모습으로 발전해나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2년이라는 시

간동안 학생들의 건강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그만큼 초등학

생의 건강 교육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도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태권도, 수영 등의 체육 사교육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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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심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건강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둔다는 점에서 종합

적으로 건강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이 더욱 많은 역할

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건강’하면 ‘스포츠’를 떠올리는 학생들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건강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스포츠선수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건강 관리 능력을 쌓아나가기를 바라는 교육과정의 

체육교과 역량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15). 또한 스

포츠 수행능력과 건강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교육과정에 근거하는 학령기 이후의 

평생 건강 측면에서도 올바른 건강교육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건강,,,음,,,박지성� 선수요.� 운동을� 잘하니까.� � (4학년� 여학생� 박은희,� 심층� 면담)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건강과 스포츠 수행능력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첫째, 스포츠가 지배하는 체육교육이다. 체육교과의 명칭을 스포츠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정도로(강신복, 2016) 스포츠는 체육교과의 많은 부분을 

대변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스포츠 안에는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이 깃들어있

기에 스포츠는 건강의 문으로 향하는 열쇠이다. 하지만 체육교과 전체를 통해 추

구하는 최종 가치가 과연 스포츠일지는 의문이다. 특히 스포츠를 정식으로 가르

치지 않고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게임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초등체육에서의 

스포츠 역할은 중등체육에서의 스포츠와는 분명히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로 체육을 접근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가 스포츠로 인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Kirk, 

2010, Shilling, 2008), 초등체육에서는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적어

도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좋아하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주력해야하기 때문이다(최의창, 2010b).

  둘째, 미디어의 영향이다. 건강 관련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병원 등의 홍보를 

누가 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운동선수들이다. 김지혜 교사와 박지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2교시와 3교시 사이의 중간놀이시간에 체

조 방송을 주 3회,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방영하고 있었다. 그 체조는 국가대표 남

자 축구선수와 여자 체조선수가 체조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국내 유명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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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으로 제작한 동영상이었다. 직접적인 병원 광고가 방송으로 나오진 않았지

만, 건강과 운동선수 및 병원을 연결시켜주는 간접적인 매개체로 작용할 소지가 

보였다. 운동선수를 내세워 건강의 모습을 극대화한 홍보물들이 쏟아지는 사회적 

배경 속에 학생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무분별한 미

디어의 과대광고 속에서 학생들은 의약품을 먹어야만, 어떤 상품을 사용해야만 

운동선수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포화상태인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자신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력을 기르며 스스로 건강을 가꿔나

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건강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건강 활동은 타 

영역에 비해 교육과정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체력, 보건, 안전을 골자로 내용상의 

변화가 비교적 미비한 영역이다. 따라서 미디어라는 거대한 매체가 텔레비전, 컴

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바람직

한 건강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건강 관련 의사결정을 돕

는 헬스리터러시 교육이 새롭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atzan & Parker, 2000). 

    3) 가치덕목

  체격 및 체형과 스포츠 수행능력으로서의 건강이 결과를 중시하는 인식이라면, 

가치덕목으로서의 건강은 건강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전체에 

의미를 두는 인식이다. 건강을 가치덕목으로 표현했던 연구 참여 학생들은 주로 

6학년 학생으로 4학년에 비해 성숙한 인식을 보였으며, 남녀의 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가치덕목으로 건강을 인식한 연구 참여 학생들은 건강을 긍정적인 

태도나 노력, 끈기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건강한� 사람은...음.� 자기가� 한� 번� 결심한� 거를�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책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잘� 먹고� 평소에� 활기차게� 행동하는� 사람.� � (4학년� 남학생� 남동규,�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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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자기� 건강�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단� 소리니까요.� � (6학년�

여학생� 신지윤,� 심층� 면담)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성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건강의 사례를 학생 자신의 친구나 가족 등 가까

운 생활 주변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격 및 체형이나 스포츠 수행능력

으로 건강을 인식했던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텔레비전에 나온 놀라운 인물이나 운동선수를 언급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

이었다. 학생들이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에게서 건강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건강 활동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청신호이다. 

�  또한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연구 참여 인식이 신체적 건강에만 치중한 인식

이었다면 가치덕목으로 건강을 인식하는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신체적 건강과 함

께 정신적 건강도 건강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사회

적 건강의 측면은 6학년의 소수 학생들에게서 또래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정도로 정신적 건강에 비해서는 다소 미약하게 나타났다. 

건강한� 사람은요,� 음...�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슬프지� 않다?� 어,� 건강한,� 만약에�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맨날� 뭐� 움츠리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래

서,� 그러니까,� 그,� 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그� 친구들도� 만나고� 이

럴� 텐데� 하면은� 약간� 슬픈� 감정을� 하니까�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

구.� � (6학년� 여학생� 신윤주,� 심층� 면담)�

아프지� 않고� 밝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다는� 거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건강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서� 밝을� 것� 같아

요.� � (6학년� 여학생� 박솔미,� 심층� 면담)�

  위의 신윤주 학생의 심층 면담 자료를 통해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정신적 건강은 슬프지 

않다는 말로, 사회적 건강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예로 들며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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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었지만 건강이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개념임을 인지

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박솔미 학생의 심층 면담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으며, 정신적 건강의 주요한 부분인 ‘스트레스’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의․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도 맞닿아 있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에서는 건강 활동 영역을 통해 자기인식, 자율성, 자기이해, 상황 판단력을 가치

덕목으로 가르치고자 하였다. 새로 개정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영

역에서는 자기인식, 실천의지, 자기수용, 근면성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한다. 이처

럼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사회적 건강향

상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 짙은 색채로 담겨있는 건강의 종

합적인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건강 관련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활동을 매개로하는 체육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담긴 가치보다는 학년군별로 제시되어 있는 

신체활동 예시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마음, 자아정체성, 자기조절을 건강으로 연결하여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Burrows & 

Wright, 2004). 선행연구에서도 정신적인 내면의 건강을 중요시 하는 학생들의 인

식은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로써 가

치덕목으로 건강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 인식의 바람직한 성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덕목으로서의 건강 인식은 자칫하면 건강을 개인의 노력여부

로만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 건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Kirk & Colquhoun, 1989) 올바른 건강 인식

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학교체육에서 배우는 건강 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심층면담에서 건강 활동에 대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귀납적으로 1)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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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영역, 2) 인지 활동의 영역, 3) 필요악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앞서 살펴

본 건강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 중 어떠한 부분

을 더 중요시 여기든 학생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확신을 보였다. 반면, 학

교체육에서 배우는 건강 활동에 대해서는 무인식, 인지 활동, 필요악처럼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1) 무인식의 영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체육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연구 참여 학생들은 최소 1년

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건강 활동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초등체육에서 건강 활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웠는지 작은 생각조차도 꺼내

어 말하기를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은 문자 그대로 건강 활동이 무엇인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무인식의 형태

였다.

(망설이며)� 음..� 건강� 활동?� 학교에서� 따로� 배우는� 거요?� 올� 해� 배웠던� 거요?� 올� 해� 넷

볼,� 핸드볼,� 축구,� 아� 맞다!~� 배드민턴.� � (4학년� 여학생� 이연영,� 심층� 면담)�

건강� 활동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는� (건강� 활동을)� 몰랐어요.� � (4학년� 여학생� 이

유교,� 심층� 면담)�

  1년 이상 매주 3시간 동안 체육교과를 학습해온 학생들인데 어떻게 건강 활동

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생각해 내기가 어려웠던 것일까? 그에 대한 첫 번째 이

유로 성인에 비해 미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

을 적용하여, 체육교과에서 배우는 모든 학습을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동일시하

면서 건강 활동을 하나의 단원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4학년 

여학생인 이연영 학생은 “운동하는 건 다 건강 활동이라고 보는데”라며 건강 

활동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체육교과 속에

서 행해지는 신체활동 또는 운동 자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건강 활동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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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조차 헤매는 원인은 무엇일까? 교사가 건강 활동을 아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건강 활동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도하지 않기 때

문인가? 연구 참여 학생들의 심층 면담 자료에서는 교사가 체육교과서를 활용하

며 두드러지게 건강 활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도 무인식의 원인이 산재해

있음이 나타났다. 신체활동을 매개로하는 독특한 색채를 가진 체육교과는 초등학

교에서 가르쳐지는 그 어떠한 교과보다도 교과서가 잘 활용되지 않는 교과이다. 

건강 활동은 하나의 영역이자 체육교과서의 첫 번째 단원인데 학생들이 그것을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체육교과서를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학년� 때는� (체육교과서를)� 1번� 밖에� 안� 했어요.� � (4학년� 남학생� 변성후,� 심층� 면담)�

체육교과서를� 잘� 안� 봐요.� 체육은� 그,� 몸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보고� 하

는� 건� 지금� 4학년� 때�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라고� 할� 때

만� 보니까� 체육하면은� 체육교과서� 꺼내는� 게� 아니라� 바로� 체육관�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체육교과서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 (4학년� 여학생� 이연영,� 심층� 면담)�

그게� 체육교과서로만� 하면� (배우는� 내용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활동들도� 있

고.� � (4학년� 남학생� 이재우,� 심층� 면담)�

  전 교과목을 담임교사가 도맡아 가르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와 지도서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학습 자료이다. 더욱이 2007년 이후, 수시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 속에서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교과 교육과정의 원문 보다

는 교과서와 지도서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정혜승, 2002)이 더욱 짙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체육교과서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건강 활동뿐만 아니라 체육 교과 전체의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스포츠교육학계에서는 체육교과서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을 두

고 연구하였다. 교과서 외적인 이유로는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 

낯선 환경을 찾을 수 있으며(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내적인 이유로는 교

과서의 구성 체제나 내용, 기능, 분량(강신복, 이승배, 전세명, 성기훈, 2008;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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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김명수, 조호제, 2007; 박재정, 2007) 등에 요인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

로 인해 체육교과서의 활용이 미흡한 현실은 그 어떤 단원보다 건강 활동의 교

육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건강 활동이 학생들의 신체활동 보

다는 교사의 주도하에 체육교과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가르쳐진다면, 체육교과

서의 활용이 낮다는 점으로 건강 활동이 실제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 영역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지 활동의 영역 

  학생들이 인식하는 건강 활동은 몸이 아니라 책으로 배우는 인지 활동의 영역

이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건강 활동을 “책으로 배우는 단원, 비오는 날 교실

에서 배우는 단원, 지필평가 볼 때 하는 단원”이라며, 교과 고유의 신체활동이 

결여되어 있는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체육 수업에서 교과

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점과 건강 활동이 실제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 점 사이에 

등호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건강� 활동)는� 쓰거나� 듣거나� 공부하는� 거라� 좀� 싫고,� 이거(경쟁� 활동)는� 활동하는�

것� 때문에� 재밌고� 좋아요.� � (6학년� 남학생� 박우형,� 심층� 면담)�

이거(건강� 활동)는� 거의,�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체육� 할�

때� 환경이� 안� 좋을� 때만� 거의� 이런� 걸� 하고요.� � (6학년� 남학생� 오수한,� 심층� 면담)�

  건강 활동을 인지 활동으로 여기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김진희 교사와

의 심층 면담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학생들이 건강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주된 이

유이다. 건강 활동은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년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대체로 학생

들이 좋아하지 않는 영역으로 손꼽혔다. 선행연구에서도 건강 활동은 경쟁이나 

도전 활동에 비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임문택, 김성곤, 

2012), 그 중에서도 체력과 보건은 학생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교육 내용이다(이

미경, 2011; 최종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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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생각하기에� 건강� 활동은� 어,� 건강� 활동� 이코르� 교과서� 체육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실에서� 체육을� 한다고� 하니까� 교실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

가� 좀� 많잖아요.� 건강� 활동.�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해요.�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정도는 남녀 학생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들은 단연 경쟁 활동을 가장 좋아하는 영역으로 이

야기하며 건강 활동을 다섯 영역 중 하위로 거론하였다. 반면 여학생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오히려 경쟁 활동 보다는 건강 활동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쟁 활동에 대한 남녀 선호의 차이가 건강 활동에 대한 학생 인식에 영향을 주

는 모습이었다. 

경쟁을� 하면은� 친구들하고� 싸움이나� 무슨�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무슨� 약속을� 하는

데,� 무슨� 자기는� 쟤� 안� 맞춰주겠다고� 하고� 그런� 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건강� 활동)는� 싸우는� 게� 아니니까.� � (4학년� 여학생� 박은희,� 심층� 면담)

좋아하는� 건,� 음.� 건강� 제일� 먼저,� 그리고� 도전,� 여가,� 표현,� 경쟁.� 경쟁이� 제일� 꼴찌인� 이

유는,� 음..� 경쟁은� 하면서� 제일� 많이,� 경쟁은� 하면은� 격해지더라고요.� 그니까� 뭔가� 더� 승부

욕이� 오르니까� 더� 격해지고� 싸움이� 나는� 것� 같아서� 맨� 꼴찌로� 넣었어요.� � (6학년� 여학생�

박솔미,� 심층� 면담)

  위의 자료처럼 6학년 박솔미 학생의 경우, 다른 연구 참여 학생들과 달리 건강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하였으며, 그 이유를 과격한 경쟁 활동이 제일 싫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은 체육교과의 다섯 영역 중 건강 

활동은 경쟁 활동과 가장 성격이 다르고, 정반대편에 있는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

였다. 경쟁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가르쳐지는지의 여부는 건강 활

동에 대한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체육 교과 중 건강 활동(이광무, 2010), 도전 활동(김명

수, 2008; 정성우, 2014), 경쟁 활동(김성곤, 2014; 이규일, 한만석, 2012), 표현 활

동(조은숙, 이현경, 2011; 황숙영, 2007), 여가 활동(한만석, 이해령, 김매이, 2014) 

중 하나의 영역만을 골라 해당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이나 교육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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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연구 방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체육

교과 안에서 영역 상호간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향후 초등체육에 관한 연구는 초등체육수업이라는 하나의 숲 안에 

심겨진 다섯 그루의 나무와 같은 각 영역들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타 영

역과 선택한 연구 주제 영역의 상호관계가 개방된 형태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체육교과의 다섯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하지

만, 실제 체육교과를 배우는 학생들은 모든 영역이 어우러진 상태로 배우기에 자

연스러운 체육수업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존중해야한다. 다섯 영역의 학습은 

결국 제각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과의 교육목표라는 하나의 방향

으로 나아가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 활동을 인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건강 

활동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 활동에서 신체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건강 활동을 선호하

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잘 가르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 활동

을 무인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6학년 남학생인 하민성 학생은 

“건강 활동은 보통 좀 체육 같은 활동보다는 교과서 활동하니까 별로 와 닿지

가 않아요.”라고 말하며 신체활동이 부족한 건강 활동 학습의 효과가 미흡하였

음을 밝혔다. 이는 연구 참여 교사들이 건강 활동을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3) 필요악의 영역 

  연구 참여 학생들이 건강 활동에 대해 가지는 또 다른 인식은 건강 활동은 힘

들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몸에 좋

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옛 속담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은 건강 활동을 자신들에

게 필요한 “쓴 약”으로 인식하였다. 건강 활동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은 아동건강교육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른� 거(다른� 영역)는� 재미로� 하는� 거랑�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데,� 건강� 활동은� 자

기가� 싫어하는� 걸�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고� 상당히�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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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야� 하니까.� � (4학년� 남학생� 남동규,� 심층� 면담)

건강� 활동은� 하기는� 싫은데� 배우면� 좋은� 거.� 솔직히� 건강� 활동� 같은� 거는� 안에서� 하니까�

재미가� 없지만요.� 일상생활에서� 몰랐던� 게� 생각보다� 많아서요.� � (6학년� 남학생� 하민성,� 심

층� 면담)

  위의 심층 면담 내용에서 남동규 학생은 체력의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하민성 학생은 안전의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두 학생 모두 건강 활동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피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

은 건강 활동의 필요성에 수긍을 하면서도 여전히 건강 활동은 배우고 싶지 않

은 영역으로 명확한 선을 그어 보였다. 

  심층 면담에서 김진희 교사는 학생들이 건강 활동을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교사로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또

한 교사 역시 건강 활동을 아이들과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건강 

활동을 ‘백설 공주의 사과’에 비유하였다. 

� � 필수악?� (웃음)� 필수악!� 애들한테.� 저한테는� 말고�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생각하

기에.� (중략)�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필수악?� 필요악!�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맞죠.

� � 그냥� 백설� 공주의� 사과� 느낌이� 살짝�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백설� 공주의� 사과!� 백설� 공

주가� 사과를� 받아들었을� 때� 약간� 애들이랑�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강조하는� 영역이잖아요.� 강조하는� 부

분인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냥� 왠지� 독을� 품은� 사과� 느낌이� 조금� 나요.� 네.� 아이들에게� 욕을� 먹잖아요.� 그니까� 하지

만�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니까� 백설� 공주� 입장에서� 보면� 독이� 있는� 걸� 알면서도�

먹는� 느낌처럼.� 그냥� 그런� 느낌?�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건강 활동에 필요는 느끼나, 흥미는 못 느낀다

는 점을 비유를 통해 나타내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건강 활동이 꼭 필요한 내용

임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백설 공주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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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독이든 사과를 먹듯 꾸역꾸역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토로하

였다. 

  하지만 과연 필요와 흥미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입에 좋은 약은 반드시 

쓴 맛이어야만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건강 활동 교육이 당위성을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 그 다음 과제는 ‘어떻게 건강 활동의 유익함을 흥

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가?’이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건강 활동이 필요하면

서도 재미있는 영역으로 실천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간 건강 활동 관련 연구는 ‘무엇’을 가르치면, ‘얼마나’유익한지에 집중

해왔기에, 막상 흥미와 밀접한 ‘어떻게’가르쳐야 하는지의 교육적 실천 부분

(이미송, 조기희, 2015)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건강 지식의 근원이 의학, 생리

학, 보건학과 같은 자연과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교육학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얼마나’유익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학습자에게‘어떻게’전달할 수 있느냐이

다. 따라서 향후 건강 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필요하

지만 재미없는 필요악의 건강 활동이 필요하면서도 재미있는 필요선의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체력, 보건, 안전의 교육내

용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 학생 중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

을 한 명 이상의 교사로부터 배우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였고, 그러므로 교육 내

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건강 활동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6학

년 학생들의 경우, 건강 활동의 하위 내용별로 체력이나 안전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전담교사로부터, 보건은 주로 보건교사로부터 배웠다. 따라서 연구 참여 학

생의 인식을 체력, 보건, 안전의 하위 주제별로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심층 면

담에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1) 체력 수업에 대한 인식: “뿌

듯해요 vs 안 하고 싶어요.”, 2) 보건 수업에 대한 인식: “와 닿은 거 없는

데.”, 3) 안전 수업에 대한 인식: “위기탈출넘버원에서요.”로 범주화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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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력 수업에 대한 인식:  “뿌듯해요 vs 안 하고 싶어요.”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체력 수업을 굉장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4학년 학생들은 체력 수업을 시간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고 싶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한 반면, 6학년 학생들은 체력 수업을 힘들고 재

미없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체력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은 성

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학년에 따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불과 2년이라는 시간이 학생들 사이에 존재할 뿐인데, 체력 수업에 대한 

인식은 왜 판이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4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들어보며 그에 관한 물음을 풀어가고자 한다. 

  먼저 4학년 학생들의 심층 면담을 살펴보면 체력 수업은 재미있고, 뿌듯하다는 

의견이었다. 4학년 연구 참여 학생들은 대다수 체력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을 나타냈으며 자신에게 여가시간이 더 주어지기만 한다면 학교에서 배운 체력 

활동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나� 연영이가� 말한� 내용도� 있지만�

스쿼트나� 워킹� 런지� 같은� 것들도� 해서� 하체� 체력도� 키우고� 그렇게� 했던� 게.� 팔� 벌려� 뛰기

를� 되게� 새롭게� 바꾼� 게� 있어요.� 되게� 새로운� 걸� 배워서� 조금�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요.� � (4학년� 여학생� 곽다해,� 심층� 면담)

엄마랑� 같이� 스쿼트� 해요.� 엄마는�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하고� 저는� 학교에서� 배워가

지고� 하는� 거예요.� � (4학년� 남학생� 변성후,� 심층� 면담)

  위의 면담자료처럼 4학년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체력 수업은 즐겁고 더 배워

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고 싶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체력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불만은 체력 수업 내적인 요인 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있었다. 심층 면

담에서 4학년 이유교 학생은 “학원을 뭐 한 두 개 정도 줄이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처럼 체력을 일상생활에

서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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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6학년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체력 수업은 힘들고 재미가 없는, 피하고 싶

은 것이었다. 6학년 학생들의 부정적인 체력 수업에 대한 인식 이면에는 5-6학년

에서만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PAPS가 있었다. 4학년과 달리, 6학년 학생들이 경

험한 체력 수업은 PAPS를 준비하거나, PAPS를 측정하며 대체된 체육 수업이 전

부였다. 그러므로 6학년 학생들은 체력 수업을 PAPS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 교사들이 체력 수업을 PAPS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언

급했던 점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요� (PAPS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동작과� 동작들이�

어울러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개개인으로� 그냥� 점수� 매겨서� 채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PAPS라는� 게.� 그거는� 별론� 거�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다� 어우러지는� 면도� 있어야� 하는데�

다� 각각� 따로따로� 놀고� 뭐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괜히� 뛴다?� 그냥� 이제� 초등학교� 성

적이랑� 상관없는데� 괜히� 뛰는� 것� 같다� 약간,� 아니� 자기,� 내� 인생이랑�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뛰고� 있나� 이런� 생각.� � (6학년� 여학생� 신지윤,� 심층� 면담)

  앞서 교사들이 PAPS 목적의 공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듯, 연구 참여 학생들

과의 심층 면담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PAPS를 왜,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지윤 학생이 “내 인생이랑 관련이 없는데 왜”해

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PAPS 측정에 동의하지 않는 학

생이 있다면 PAPS뿐만 아니라 체력을 가르치는 건강 활동 수업 전체의 목표 도

달이 초석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과 같다.  

  학습 동기는 학습 목표 도달의 출발점이다. 어떤 교과의 어떤 차시를 주제로 

하는 지도안을 작성하더라도 교수․학습 과정안의 도입 부분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동기유발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PAPS로 대체되는 체력 수업이 공공연

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PS라는 교육활동 주제에 대해 어떻게 학생들

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정으로 가르칠 것

인지 교수․학습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PAPS 측정 시 기기사용과 측정방법에 

관한 지침만 무성하다. 

  초등학교 5-6학년에서 PAPS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단위학교로 내

려오지만, 정작 체육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PAPS를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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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했던 것이다.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괴리를 줄이려면,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의 연결고리를 찾는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PAPS의 경우, 지금처럼 5-6학년

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정책이라면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 활동의 5-6

학년 군에서 건강 체력이 가르쳐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체육수업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PAPS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업의 일부로 PAPS가 실시된다면 학생들이 PAPS에서 느

끼는 불편한 감정들도 줄어들 것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단체

로 측정하는 PAPS가 자신들에게 비교당하는 느낌과 소외감을 주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은 자신의 성취와 노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결과가 결정

되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데, PAPS는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받는 평가이다. 그래

서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치로만 평가결과가 정해지

는 PAPS는 친숙할 수 없었다. 

저랑� 같은� 의견은� 비교� 당한다는� 느낌.� 비교� 당하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고.

(6학년� 여학생� 신윤주,� 심층� 면담)

막,� 그냥� 혼자� 뛰면� 그래도� 괜찮은데� 같이� 뛰니까,� 경쟁이� 있으니까,� 또� 못� 뛰면� 또� 짜증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는� 경쟁이� 아니라� 그냥� 50미터(달리기)나� 그런� 것도� 경쟁인

데,� 50미터는� 그래도� 그냥� 몇� 초면� 끝나는데� 이거(1000미터� 달리기)는� 몇� 분� 동안� 계속�

지고� 있으면�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또� 빨리� 뛰어야겠는데� 또� 힘들고� 그러니까� 제일� 짜증

나고� 힘들어요.� � (6학년� 남학생� 오수한,� 심층� 면담)

  6학년 하민성 학생처럼 “PAPS는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라며 PAPS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도 소수 있었지만 하민성 학

생이 야구부 활동을 했던 학생으로 체력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 하는 학생임을 

감안한다면, 평범한 학생들의 인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체력 수업은 곧 PAPS, PAPS는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라는 등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체력 수업을 

PAPS로 인식하고, 걱정하며 기피하는 것은 연구 참여 교사의 심층 면담 자료에

서도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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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지금� 6학년이다� 보니까� 특히� 여자애들은� PAPS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 PAPS�

어떡해요,� 맨날� 이러는데,� 맨날� 어떡해요� 이러는데.� 일단� 오래달리기� 싫어해서� 그거� 하는�

게� 싫고.�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재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못할까봐,� 작년보다� 못� 할까봐�

걱정되고.� 4급� 5급� 나오면� 체력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2학기� 때� 다시� 측정해야� 된다

는� 것도� 알고.�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3급안에� 들고� 싶어� 가지고,� 선생님!� 3급� 받으려면�

윗몸말아올리기� 몇� 번� 해야� 해요?� 맨날� 물어보거든.� 나도� 기준을�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6학년은� 알더라고.� 몇� 개

를�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지.� 남자애들� 중에� 걱정하는� 애들은� 뚱뚱한� 애들인데.� 여자애

들은� 어떡해요,� 선생님� 하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뚱뚱한� 남자애들은� 얘긴� 안� 하고� 뒤에서�

한숨만� 쉬고� 있거든� 아!� 올� 게� 왔구나� 하고� 체념하는� 것� 같아.� � (교사� 정규현,� 심층� 면

담)�

  위의 면담자료처럼 PAPS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결과로 알려지지만 학생들

의 입장에서는 1-3등급은 ‘살 수 있는 등급’으로, 4-5등급은 ‘살 수 없는 등

급’으로 받아들였다. PAPS에서 4-5등급을 받으면 재측정을 하거나 보충 체력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다. 그

리고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6학년 남녀 학생 모두 체력 수업을 기피하는 마음

을 토로하였다.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친구들 앞에서 키와 몸무게를 재는 

PAPS가 달가울 리 없었다. 

  초등학교에서의 체력 수업은 즐거워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활동에서 좌

절과 실패의 쓴맛보다는 성공 경험의 단맛을 맛보아야 하는 시기이다. 체력 향상

을 수치로 기록하고 체력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추가로 과제를 안겨주기보다는, 

평생 건강을 위해 체력을 길러야 하는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실천해야겠다는 의

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 활동으로 체력을 접근하고(김용환, 2015), 활

동적인 삶을 지향하며 체력 향상을 체험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옥선, 전세명, 

2012)은 체력 수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 아이(장애가� 있는� 아이)는� 아이나� 부모님이나� (PAPS에)� 참여는� 하고� 싶다고� 해서�

개별반� 선생님하고� 같이� 뛰었어요.� 하긴� 다� 했어요.� 그냥� 최하점이죠.� 최하점.� 그냥� 최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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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결과� 보고하는� 공문이� 오면,� 그때� 구제해주도록� 사유를� 적

어서� 올려� 보내요.� 최하점을� 받기� 전에� 뭐� 배려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죠.� 애들이� 많으

니,� 워낙�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말끝을� 흐리며)� 처음부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라�

하는� 그런� 건� 없어요.�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량 증가 또는 체력 향상이라는 목적이 

PAPS와 같은 하나의 가시적인 교육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한다.  

학생들이 왜 움직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지 학생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문화

를 이해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5-6학년의 평범한 초등학생이라는 프리사이즈 옷

과 같은 PAPS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입혔을 때 가려지는 장애, 젠더, 학습유

형, 다문화와 같은 개인적인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의 현재 PAPS 등급보

다는 일상생활과 미래에서의 평생건강을 ‘피트니스’뿐만 아니라‘페다고지’

의 관점에서(박용남, 홍연종, 2015)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체력 수업이 필요

하다. 

    2) 보건 수업에 대한 인식:  “와 닿은 거 없는데.”

  보건 수업에 대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인식과 매

우 닮은 모습이었다. 앞서 교사의 인식에서 언급했던 보건 수업의 반복, 체육수

업과의 연계성 미흡과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보건 수업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 연

구 참여 학생들의 심층 면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연구 참여 학생 중 4학년

은 담임교사로부터, 6학년은 보건교사로부터 보건 수업을 주로 배우고 있었으나,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보건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건 교

사가 담당하는 학년의 경우 한 학기 17차시라는 시간 동안 한정하여 보건 교사

로부터 수업을 듣기 때문에, 보건교사의 지도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깊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보건 수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이지만, 

지루하고 와 닿지 않는 수업이라고 인식하였다. 6학년 최광민 학생은 보건 수업

에 대해 “와 닿은 거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보건 수업

의 어떤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와 닿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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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보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높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

은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의 심층 면담 자료에서 위의 물음에 대한 몇 가

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업 내용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내가 배운 보건 수업의 내용이 과연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수업 내용에 관

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만 가르쳐준다고 토로하

는 의견과 아직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업 내용을 너무 앞서 가르쳐준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좀� 수준이� 낮아요.� (중략)� 저희가� 다� 아는� 것만� 가르쳐주세요.� 예를� 들면� 칼로리가� 높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 막� 일일이� 설명해주시고� 귀찮아요.� � (6

학년� 남학생� 최광민,� 심층� 면담)

아니,� (교과서를� 펼치며)� 이렇게� 교과서가� “금주� 홍보대사가� 되어보자.”는� 건데,� 여기서� 절

주해야� 한다고(웃음).� 우리� 어린� 나이인데� 아직�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술�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초등학생이� 술에� 중독이� 돼서� 막� 술�

사먹고�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6학년� 남학

생� 오수한,� 심층� 면담)�

  위의 면담 자료에서 수업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는데 실패한 것은 아닌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 수업이 학생들의 눈높이 아래에 있거나 또는 너

무 높은 곳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더욱 받지 못한 것은 아

닐까. 초창기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건이 줄곧 체육교과의 변함없는 

내용 영역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의 초등학생과 거의 모든 아동

들이 유아교육기관을 거쳐 입학하는 현재의 초등학생 사이에는 무수한 세월만큼

의 수준 차이가 있을 것이며,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수시개정에서 다른 영역에 쏟아진 노력만큼 보건의 내용체

계에도 발전이 있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 수업은 학생들의 삶을 기

준으로 교육내용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초등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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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관련하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삶을 축으로 가

르치는 내용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 방법이다. 6학년 정유주 학생은 보건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배웠는

지에 관한 연구자의 질문에 “연극처럼 했는데”와 “눈으로만. 말로만.”이라는 

매우 상반된 대답을 내놓았다. 모스턴의 티칭스타일(Mosston & Ashworth, 2002)

을 토대로 연구 참여 학생의 인터뷰 자료를 살펴본다면, 연극처럼 배우는 학생 

주도형과 말로만 배우는 교사 주도형은 정 반대의 수업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동

일한 연구 참여 학생이 보건 수업의 방법에 대해 상이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 것이다.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면 전자는 담임교사의 보건 수업 방법에 관한 

대답이었고, 후자는 보건교사의 수업 방법을 설명하는 면담 내용이었다는 것이

다. 

담임�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여자들끼리� 모아� 가지고,� 남자애들은� 보건선생님께� 보내고� 이렇

게� 했는데.� 연극처럼� 했는데.� 상황극� 까진� 아니고� 선생님이� 여자들만� 모아서� 연극하고,� OX

퀴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보건� 선생님은� 말로만.� 엄청� 오래된� 영상으로.� 눈으로만� 알려

줘요.� � (6학년� 여학생� 정유주,� 심층� 면담)

  정유주 학생이 묘사한 보건 수업의 방법을 되살려보면, 사춘기 학생들이 예민

하게 느끼는 성(性)이라는 주제는 남녀 학생을 분반하여 남학생은 보건교사가, 

여학생은 담임교사가 담당했다. 그 이후 다시 학생들을 바꾸어 남학생은 담임교

사가, 여학생은 보건교사가 가르쳤다. 6학년 연구 참여 학생들은 위의 면담 자료

처럼 같은 주제를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각기 배운 경험이 있었으며, 가르치

는 교사에 따라 수업의 방법이 달랐음을 이야기하였다. 앞서 연구 참여 교사들이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보건 수업의 장점을 논의했던 것과 맞닿는 부분으로 교육

학을 배경으로 아이들을 잘 아는 담임교사가 연극, OX퀴즈와 같은 학생들이 흥

미를 느끼는 수업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어...� 보건� 선생님이� 그� 순서를� 좀� 더� 잘,� 이렇게.� 좀� 더� 깊이� 더�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 살짝� 그냥� 맛보기?� 이� 정도.� � (6학년� 남학생� 최광민,�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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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칼로리?�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칼로리가� 만약� 감자튀김이라고� 하면� 감자튀김이� 뭐� 이

렇게� 하나에� 몇� 칼로리인지� 아니면� 뭐� 다해서� 뭐� 몇� 칼로리인지� 뭐� 백� 그램� 이렇게� 안�

써� 있어가지고.� 그냥� 뭐� 주스� 한� 캔� 뭐� 그러는데,� 주스가� 캔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 (6학년� 남학생� 오수한,� 심층� 면담)

  한편 위의 면담자료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은 보건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더 생

생하게 배우고 싶다는 아쉬움을 전하였다. 6학년 최광민 학생은 “더 깊이 가르

쳐 줘야 하는데”와 같이 표현하였고, 오수한 학생은 실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게 

더욱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업의 주제는 달랐지만, 보

건교사의 수업 방법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

료였다. 물론 보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개인의 수업 방법 선호도와 수업에 대

한 학생 개인의 반응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환경을 고려해본다면 연구 참

여 학생들이 교사에 따른 수업 방법의 차이를 왜 지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담임교사는 25명 남짓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한다. 1년 동안 같은 학생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준비하는 모든 

수업은 학급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수업이자, 일회용 수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담임교사는 학급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반면 보건 교사는 일주일에 작게는 4-6개 학급, 많게는 두 개 학년을 가르쳐야 

하는 수업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식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수업 시

간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보건 교사는 어떤 학급을 만나도 입힐 수 있는, 40분이

라는 시간에 맞춰진 기성복과 같은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요

구를 반영하여 수업을 재구성하기 힘든 구조에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또는 체육교사와 보건교사 중 어느 집단이 아동 

보건 교육에 더욱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기 이전에(유정애, 

2007), 초등학교 보건교육의 지향점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체육과 교

육과정에서는 건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의 함양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자기 주도적(自起 主導的)이라는 말의 어원 그대로, 스스

로의 힘으로 이끄는 건강 관리 능력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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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들이 교사의 전문성, 교과의 성격, 사회적 합의와 국내외 

보건교육의 비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이다. 

    3) 안전 수업에 대한 인식:  “위기탈출넘버원에서요.”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안전 수업을 ‘보는 수업’

으로 인식하였다. 6학년 하민성 학생의 심층 면담에서는 구체적인 텔레비전 프로

그램의 이름까지 등장하였다. 위기탈출넘버원이라는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뿐

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이 안전 수업으로 특히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기탈출넘버원� 같은� 안전� 프로그램� 보면서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습득하고� 어떨� 때�

가장� 위험한지� 같은� 거� 봤어요.� 음.� 쓰지는� 않아요.� 보기만.� 가장� 미끄러운� 곳이� 비� 올� 때�

어디냐� 하니까� 대리석이나� 그런� 거� 생각했는데,� 가장� 미끄러운� 곳이� 운동장인� 게� 신기했

어요.� 그게� 모래� 표면� 같은� 게�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튀어져� 나가니까� 흔들리는� 게� 더� 미

끄럽다고� 하더라구요.� � (6학년� 남학생� 하민성,� 심층� 면담)

이거(안전� 활동)는� 좀� 그냥� 앉아서,� 안전� 그,� 영상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냥.� � (6학년� 여학생� 박한빛,� 심층� 면담)

  사실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동영상을 활용하려면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내용 

부분만을 선택하여 편집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지도교사가 각기 다르고, 학년이 다르면서 안전 수업에서는 위기탈출넘

버원을 약속한 듯 똑같이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료의 접근성이다. 학교 현장에서 위기탈출넘버원이 안전수업에 가장 

좋은 자료이거나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해서 많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하

지만 그보다는 교사들이 주로 수업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유료 수업자료사이트에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탑재되어 있는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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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을 것이라는 점이 더욱 설득력 있다. 그와 동시에 드는 의문은 안전 수업

을 위한 교재연구에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성을 쏟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쟁, 도전 활동 수업에 비해 건강 활동 수업 전체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남을� 때,� (중략)� 어떻게� 보면� 짜투리�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수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

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교사� 주본우,� 심층� 면담)

  주본우 교사와의 심층 면담 자료처럼 실제 안전 수업이 학교현장에서“짜투리

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안전 수업을 동영상 시청으로 동일시하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수업’

으로서의 안전이 교육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면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비난 보다는 안전 수업을 ‘보는 수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입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향후 독립된 영역으로 가르쳐질 초등학교 안전 수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 수업이 학생들에게 ‘보

는 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업의 부실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동영상 시청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도 안

전 관련 수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배우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에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물음에 연구 참여 학생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안전 수업을 잘 배웠다, 못 배웠다, 또는 어떻게 배우고 

싶다.’ 라는 대답에 앞서 왜 학교 체육시간에 안전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되묻고 

있었다.

걔(안전)는� (머뭇거리다)� 귀찮아요.� 뭔가,� 이거는� 일단은� 필요한� 지식이긴� 하지만� 우리� 학

생들한테� 체육� 시간에?� 이런� 거는� 뭔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6

학년� 남학생� 한민웅,� 심층� 면담)

  한민웅 학생의 이야기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은 안전 수업의 내용이 자신들에

게 필요한 지식임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왜 체육시간에 안전을 배워야 하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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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앞서 안전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다뤘던 이야기

처럼 안전과 체육의 연결고리가 공고하지 못함이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체육수업에서 안전 교육을 왜 배워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면, 교사가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수업의 

결과로써 성취할 수 있는 학습량과 수준은 역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체육교과에서 안전을 다룬다면, 적어도 체육교과 고유의 특성과 부합하는 형태

로 수업의 주제 및 방법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체육교과 고유의 성격은 안전 교육 속에서도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

안 안전 수업 속에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부분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굳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학교 체육수업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안전 활동을 배워

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미� 우리�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는� 날씨나� 환경이� 보통� 부모님들이�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환경이� 뭐� 사막이나� 북극� 같이� 완전히� 춥거나� 더운� 데도� 아니잖아요.� 그�

사계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날씨와� 환경에� 알맞게� 생활해요.’는� 그냥� 그거에� 맞게� 그

냥� 자기가� 그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반팔� 입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배워야� 할)필요성을� 못� 느껴요.� � (6학년� 남학생� 한민웅,� 심층�

면담)

  위의 심층 면담 자료는 연구 참여 학생이 3학년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개인 

위생 및 질병 예방’의 한 주제로 구성된 날씨와 환경에 알맞게 생활하는 내용

을 왜 체육시간에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 내용 체계처럼 ‘개인 위생 

및 질병 예방’을 가르쳐야 한다면 체육 교과의 고유한 성격과 필요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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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5-6학년군
(가)건강과 생활 습관
•운동의 단계와 방법
•개인 위생 및 질병 예방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 자기 인식

(나)건강과 체력 향상
•기초 체력의 유형과 
증진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자율성

(가)건강과 신체 발달
•건강 체력의 유형과 
증진
•몸의 성장과 변화
•상해 예방
•자기 이해

(나)건강과 재해 안전
•운동 체력의 유형과 
증진
•흡연과 음주의 피해
•재해 예방
•상황 판단력

표 22.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강 활동 내용 체계(교육부, 2011)

  

  신체를 매개로 하는 체육교과 고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안전 수업이란, 신체활

동을 하는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질병 예방

의 주제를 예로 들자면, 날씨와 환경에 따른 일반적인 대처방법이 아니라 야외에

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내� 수업은� 1번이� 그거야� 오늘의� 온도가� 몇� 도고,� 미세먼지� 얼마,� 대기환경지수� 얼마.� 그래

서�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이고� 대기환경지수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

세먼지는� 신경� 쓰지만� 대기환경지수는� 쓰지� 않아.� (중략)� 그거를�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미세먼지가� 보통이지만� 통합대기지수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와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건� 이제� 그런� 날은�

조금� 운동� 강도를� 낮추려고� 하지.� 그건� 어떻게� 보면� 건강� 활동이거든� 운동� 환경� 안에.� 그

런� 거의� 중요성을� 왜,� 그거는� 애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인식해야� 되는� 것이니까� 막...� 애

들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해만� 뜨면�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줄� 수� 있는� 거는� 다른� 종목에서는� 줄� 수� 없어� 건강� 활

동에서� 줄� 수� 있는� 거야.�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박윤수 교사의 이야기는 체육교과의 성격이 담긴 안전 주제를 어떻게 펼쳐나

가야 할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체육수업에 필요한, 체육다운 안전 교육

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의 안전사

고 예방과 체육 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재해 예방과 체육 교과는 어떤 관

련이 있는가? 안전교육이 체육교과 안에 속해 있는 한, 안전과 체육의 고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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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

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

동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

3.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수업이라는 체육수업의 질 향상은 학교체육에 대한 연

구의 종착지이다. 체육교과교육의 이데올로기, 그것을 바탕으로 수차례를 거듭하

여 개정하는 국가교육과정, 예비교사교육 모두 체육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실천되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은 유독 수업환경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규현 교사는 건강 활동은“비오는 날 하게 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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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

였다. 강경준 교사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체육관, 다목적실, 운동장을 사용 못

할 때”건강 활동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천되는 건강 활동의 특성은 비참여수업관찰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교사 

자신도 건강 활동 수업이 언제 실천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업 동영상에 관한 필드노트와 사후 추가 면담, 그리고 연구 참여 교사가 근

무하는 학교의 지도계획서 및 교수․학습 과정안 등의 현지 문서에서 초등체육 건

강 활동 수업의 실천은 1) 목표(미합의 목표, 한정적 목표) 2) 내용(일상생활 준비

용 체력 지도, 교내행사 대비용 체력 지도), 3) 방법(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 4) 평가(결과 중심의 평가, 태도 중심의 평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가. 목표

초등체육에서 건강 활동은 무엇을 위해 실천되어야 하는가?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건강 활동은 “신체 활동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운동 방법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

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건강 관련 지식을 알고, 건강을 위한 운동을 

행하고, 건강을 위한 태도를 기른다는 점에서 건강을 위한 인지․심동․정의적 요소

를 모두 포함하는 목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건강 활동의 목표에서 언급되는 건강은 무엇인가? WHO에서 정의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개념과 같은가? 교육과정 문서상으로 건강 활동은 

매우 독립적이고도 병렬적으로 보이는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체력, 보건, 안전이라는 세 개의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

해 건강의 가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 활동은 인지․심동․정의적 

요소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체력․보건․안전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잡한 함수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 143 -

신체 활동 가치와 
내용 영역 주안점 및 내용 구성

건강 활동

‘건강 활동’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리하며, 건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
정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건강의 실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체
력 증진 및 관리, 보건과 안전, 건강 관리로 구분한다.

도전 활동

‘도전 활동’은 개인의 신체적 수월성과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에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
력 계발에 초점을 둔다. 도전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 도전, 동작 
도전, 표적 및 투기 도전으로 구분한다.

경쟁 활동

‘경쟁 활동’은 신체 활동에 존재하는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인식하고, 선
의의 경쟁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기 수행 능력과 다양한 
인지 전략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쟁의 유형에 따라 피하기형 경
쟁,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으로 구분한다. 

표현 활동

‘표현 활동’은 신체 활동의 심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표현 유형과 문화적 특성을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현의 대
상을 기준으로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및 창작 표현으
로 구분한다.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일상 생활에서 신체적 여가 활동이 가지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체육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른 여가 문화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둔다. 여가의 교육적 지향성에 따
라 크게 여가 생활과 여가 문화로 구분한다. 

표 23.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신체 활동의 가치와 내용 영역(교육부, 2011)

물론, 위의 <표 23>과 같이 타 영역에도 세부 내용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

쟁 활동은 피하기형․영역형․필드형․네트형 경쟁의 세부 내용으로 나뉜다. 하지만 

도전․경쟁․표현 활동은 신체 활동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유기적인 짜임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 건강․여가 활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어지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내용체계는 그간 건강 활동의 구성이 불안정한 모습

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안전은 새로운 영역으로 분리되었고, 여가는 건강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가의 요구라는 교육과정 외부의 영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하필 건강 

활동이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건강 활동의 복잡다단하고 불안정

한 구성은 초등학교 건강 활동이 미합의와 한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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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합의 목표 

  초등체육 건강 활동은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가르쳐야 하는가? 건강 활동

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유익함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건

강 활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각기 다른 방향의 답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문

서상에는 건강 활동의 교육 목표가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과정 실천의 장

에서는 동일한 목표가 가르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재해석되었다. 건강 활동 

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 간에 실질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건강 교육의 

목표는 존재하는 것일까?

  건강 활동 교육 목표는 현 교육 시점의 가시적인 건강 향상인가, 학생 미래의 

건강 향상인가? 물론, 건강 활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 향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의 건강관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위의 질문은 우문이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건강 활동을 교육하는가의 측면에서 

학교 현장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월과� 4월을� 비교해� 보면� 처음� 했을� 때� 줄넘기� 실력,� 그� 다음에� PAPS� 같은� 것도.� 윗몸일

으키기� 다음에� 1000미터� 달리기도� 애들� 본인들도� “아� 작년보다� 좀� 수월한데요?”� 라고� 얘

기할� 정도로� 그런� 조금씩의� 체력이� 알게� 모르게� 그� 했던� 것들이� 좀� 늘지� 않았나.� 내� 스스

로� 그냥�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들이� 해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있는� 체육시

간� 3시간만이라도� 매일� 나가서� 그� 중에� 잠깐만이라도� 한� 5분,� 10분만이라도� 계속� 해주면�

애들은� 분명히� 느는� 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지.�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요?� (중략)� “웬만하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잘했으

면� 좋겠다는� 것이� 막� 엄청난�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어쨌든� 체력이� 바탕이� 되어서� 아이들

한테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10분� 뛰면� 엄청� 힘들지.� 근데� 선생님이랑� 일�

년� 동안� 열심히� 체육을� 해서� 일� 년� 후에는� 30분을� 뛰어도� 막� 죽을� 것처럼� 헉헉거리지� 않

는� 정도는�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그러니까� 기능에� 맞춰지면� 대부분의� 사람이� 왜� 체육을� 싫어하냐면� 난� 이런� 트라우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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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는� 이걸� 못� 해� 못� 한다는� 거� 자체가�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내

가� 좀� 흥미를� 갖게� 해서� 나중에라도�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아,�

나� 나중에라도� 내가� 기회만� 닿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가� 초등의� 체육�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강경준 교사와 김진희 교사는 건강 활동의 교육 목표를 본 차

시 수업 또는 한 학기나 일 년 동안의 학생 체력향상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

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길러주기 위해서 건강 활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

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임미소 교사는 “1차적으로는 신체 체력이죠.”라고 답

하기도 하였다. 반면 박윤수 교사는 학생 현재의 체력이나 기능 보다는 “나중에

라도”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건강 활동 교육

의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건강 향상과 미래의 건강 향상이라는 교육 목표, 그 둘은 무

엇이 다른가? 전자가 단 기간의 건강 수치나 성취에 연연한다면, 후자는 결과보

다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체

력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학생들이 반복적인 훈련으로 짧은 시간 동안 체력의 

변화를 경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체력을 기

르는 활동에 참여 하고 싶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성취와 흥미 중 무엇이 

먼저인가의 갈림길에서 건강 활동은 어떠한 방향성을 띄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성취와 흥미는 꼭 서로 다른 방향의 길이어야만 하는가? 건강 활

동의 가장 이상적인 장면을 그려보자면, 학생들이 건강의 변화를 수업에서 몸소 

재미있게 체험해보고 그 경험을 평생에 걸쳐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일 것이다. 

양립이 쉽지 않은 성취와 흥미(Kretchmar, 2008), 그 둘을 연결해주는 힘은 바로 

유익한 것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 동안 건강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적․실천적 연구에서 건강의 의미와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명맥을 이어왔지만 건강 활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건강 활동을 더 잘 가르치고 배우려면 초등학교의 성격

에 부합하는 명료하고 합의된 교육목표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방향의 건강 교육은 건강 활동의 밖에서도 나타난다. 정규 

교육과정과 정과 외 체육활동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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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정규 교육과정과 정과 외 체육활동 모두 단위 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근

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건강교육이 체육교과의 건강 활동

이라면 정과 외 체육활동에서의 건강교육은 교내 아침달리기 프로그램이나 과체

중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과 외 체육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성

격일지, 심화적인 성격일지, 아니면 부가적인 성격일지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건강 교육의 

목표는 있어야 하며, 그것을 벗어나는 정반대의 교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발등� 찍는� 건데� 예산이� 오잖아요.� 저거� 비만관련� 예산이� 오잖아

요.� PAPS� 결과를� 내면� 그러면� 모집을� 해요.� 그러면� 신청자를� 한� 4명,� 5명받아요.� 그러면�

아침에� 8시부터� 8시� 40분까지� 모아서� 하는데� (중략)� 그� 때� 000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니

까(쓴웃음)� 애들한테� 뛰어!� 강당� 뛰어!� 쉬지� 마,� 뛰어!� 40분을� 뛰다� 끝나요.� 물론� 장기적

으로� 보면� 건강해지겠죠.� 매일매일� 열� 바퀴� 뛰면.� 그런데�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를� 안다거

나�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거나� 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걸�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때우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침� 시간�

때우기.�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합니다�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스포츠강사가� 아침달리기� 시간에� 걔네들(과체중�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 한� 가운데서� 줄

넘기� 이런� 거� 시켰다고� 하더라고.� 얘길�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엄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안� 나오고� 싶어�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위의 심층 면담 자료는 과체중학생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심층 면담에서 언급된 지도교사는 과체중 아이들에게 달리기만 강요하

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학생들이 아침에 운동장을 돌고 있는 트랙의 중간

에서 눈총을 받으며 줄넘기를 해야 했던 과체중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건강교육

의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비교육적인 ‘아나공’수업이다. 활동의 형태는 정

과 외 체육활동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와 스포츠강사로 정규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이다. 건강을 가르치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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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사람은 같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 외 체육활동에서의 건강교육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건강 활동 교육의 목표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교육부, 2015). 체육 교과를 잘 

배웠다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 그것이 교과 역량이다. 

그리고 체육 교과 역량 중 건강 영역과 가장 밀접한 역량은 ‘건강 관리 능력’

이다. 그러므로 향후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눈으로 미합의 목표 상태인

건강 활동을 바라볼 때, ‘건강 관리 능력’은 정규 교육과정과 정과 외 체육활

동에서 가르치는 학교 내 모든 건강교육의 대안적인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또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생애능력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

을 고려한다면(소경희, 2009), 건강 활동의 나아갈 방향은 학생 평생의 폭넓고 활

발한 신체 활동 참여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한정적 목표 

  건강 활동은 체력, 보건, 안전이라는 삼원색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괄하는 영

역이다. 그로 인해 연구 참여 교사들은 체력, 보건, 안전 중 한 가지 세부 내용에

만 깊은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셋 중 하나만 잘 가르쳐도 건강 

활동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여겼다. 본디 건강 활동의 목표는 체력, 보건, 안전 

모두를 잘 가르치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세부 내용에서 추출된 한

정된 목표만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 독특한 점은 12명의 연구 참여 교사 중에서 

오직 1명의 교사가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11명의 목소리는 동일했다는 점이다. 

정말로,� 그렇게� 교수님하고� 하면서� 3학기� 동안� 발표를� 했는데,� 나도� 관심이� 있고,� 운동� 안

전하고� 관련되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 토론도� 활발하고,� 우리는� 이런� 경

우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박윤수 교사는 건강 활동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안전의 내용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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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특히 안전이나 환경이라는 건강의 세부적인 개념들이 자본에 의해 사유화

되는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을 몸소 실천

하였다. “내 수업의 1번이 그거야. 오늘의 온도는 몇 도고, 미세먼지 얼마, 대기

환경지수 얼마.”박 교사는 자신의 체육 수업은 늘 학생들이 운동하기에 안전한

가를 아이들과 함께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반면 다른 11명의 연구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에 관한 심층 면담에서 하나

의 특정 목표에만 관심을 쏟았다. 연구자가 건강 활동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해도, 

하나의 세부 내용만을 예로 들며 모든 답변을 하였다. 최근에 지도했던 건강 활

동을 소개한다거나 건강 활동을 잘 배우면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는 것은 무엇

인지 등의 질문에서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건강 활동 중 오직 하나의 세부내

용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바로 체력이었다. 본 연구의 비참여수업관찰에 동의

한 두 명의 교사가 직접 촬영한 수업 동영상도 한 개의 차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력을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천

되고 있는 대다수가 체력 수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제가� 중점� 두고� 가르친� 것은� 체력요소.� (중략)� 건강� 체력,� 운동� 체력은� 꼭� 가르쳐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건강에서� 체력� 개념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체력� 네� 가지,�

건강� 체력� 네� 가지.� 그건� 진짜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건강� 체력은� 건강하게� 살기� 위

해서� 필요한� 체력이잖아.�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그� 기본적인� 그� 순발력,� 그리고� (고민하며,� 교과서를� 뒤적이며)� 그� 작년에는� 근력,� 순발력,�

지구력� 뭐� 이렇게� 유연성� 이렇게� 나누는데� 요번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성� 이렇게� 뭐�

비슷한� 말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약간� 좀� 틀리긴� 하지만� 어...� (망설이며)� 이런� 것들이�

언제,� 언제� 필요한� 건지는� 꼭� 필요할� 것� 같아.� 언제� 아�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아이들이.�

근력은� 다리� 힘이건� 팔� 힘이건� 그게� 왜�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복근이건.� 그� 다음에� 유연

성은� 왜� 이래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어떨� 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건강� 운동� 체력에�

뭐� 개념이나� 종류가�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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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왜 연구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 수업을 유독 체력이라는 한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으로 풀어가는 것일까?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체력이 

건강 활동의 지도 내용 중 스포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교과는 스포츠를 가르치는 교과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Kirk, 2005), 스포츠라는 안경을 쓰고 건강 활동의 지도내용을 봤을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보건, 안전 보다는 체력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체력은 분명 체육교과의 타 영역을 잘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보건

이나 안전도 다른 영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력은 체육교

과의 수업 운영에서 필요한 학생 건강 상태 파악이나 준비운동과 접목시켜 실천

하기에 매우 적합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력활동이 체육교과에서 학생 

선호도 1순위인 경쟁 활동과 2순위인 도전 활동(이미경, 2011)의 밑받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 활동은 수업 실천 사례로 잘 드

러나지 않고, 눈에 띈다 하더러도 체력을 한정적인 목표로 하는 수업의 형태이

며, 그 조차도 경쟁이나 도전 수업 속에 녹아내린 모습인 것이다. 

체력� 활동으로?� 그러니까� 뭐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운동을� 이제� 할� 때에� 기본�

스트레칭은� 다� 똑같이� 하고,� 이제� 활동이� 다름에� 따라서� 그� 활동과� 연계한� 준비운동에� 그�

코너� 활동이� 있는데� 그� 코너� 활동을� 달리�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도전� 활동� 같

은� 경우에는� 멀리뛰기다,� 그럼� 멀리뛰기에� 맞는� PT를� 한� 세� 세트나� 네� 세트� 정도는� 따로�

스트레칭을,� 따로� 준비를� 하고.�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애들이� 방학� 동안�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움츠러져� 있던� 몸들을� 이렇게� 풀어주려면� 건강� 활

동이� 제일� 적합해.� 3월에는.� 애들이� 굉장히� 몸이� 굳어� 있고� 그때� 만약� 예를� 들어� 게임이

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애들이� 충분히� 그런� 기능적인� 수준이� 발휘하

지� 않는데� 겨우� 내내�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몸을� 이제� 웜업한다는� 의미가.� � (교사� 정규

현,� 심층� 면담)

  이처럼 체력이라는 건강 활동의 부분적인 목표도 도전 활동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또는 경쟁 활동의 게임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장면에서 주로 포착되었

다. 그러므로 건강 활동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연구, 건강 활동의 교육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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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건강 활동

이 더 잘 가르쳐져서 본래 영역의 교육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체력, 보건, 

안전이라는 삼원색의 합으로 실천되는 건강 활동 수업 목표의 균형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체력, 보건, 안전,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력, 보

건, 여가를 통해 그려낼 수 있는 건강 활동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 활동에서 체력이라는 한정적인 목표만 꾸준히 가르치는 교사도 

‘교육과정 재구성자로서의 교사’(Penney, 2006)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끊임없

이 지속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체제에서 강조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폭은 

과연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향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나. 내용

  초등체육 건강 활동은 앞서 살펴본 미합의와 한정적인 목표로 인해 본 연구의 

비참여수업관찰에서 체력에 관한 수업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에 관한 내

용은 보건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것도 초등체육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다른 교과의 일환으로 실천되고 있었기에 본 연구의 주

제를 벗어나는 범위였다. 안전에 관한 내용 역시 동영상으로 대체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가르쳐지며 체험형 부스의 설치와 같이 외부기관에서 학교

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실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초등체육 건강 활동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은 건강 활동의 세부 내용인 체력을 중심으로 탐색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심

층면담, 필드노트, 현지문서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건강 활동 

실천의 내용은 일상생활 준비용 체력 지도과 교내행사 대비용 체력 지도가 서로 

상충하는 양상이었다. 

    1) 일상생활 준비용 체력 지도

  연구 참여 교사들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체력 수업을 실천하

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명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체력 증진(교

육과학기술부, 2011)의 바탕이 되는 바람직한 건강 활동의 실천 모습이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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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교육의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다. 최근 

학교가 학생 체력 저하 및 과체중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되

면서(McKenzie, Sallis, & Rosengard, 2009), 사회가 학교에 요구하는 내실 있는 

체력 교육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학교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수업을� 정리하며,� 아이들이� 사용했던� 원형� 마커를� 교사에게� 반납한다.�

교사� B� :� “차렷,� 열중� 셧.� 오늘� 민첩성� 운동� 열심히� 했어요.”� 교사가� 다시� 낮춘� 수비� 자세

를� 보여준다.� 민첩성이� 좋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 좋을까?� 한번� 생각해봐.

아이들� :� 사고� 났을� 때,� 도망칠� 때.� 테러� 났을� 때.�

교사� B� :�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사고는� 선생님이� 처음� 생각해봤는데,� 정후(가명)가� 사고라�

했어.� 운전하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를� 덮쳐.� 이때� 민첩성이� 좋은� 사람은� 빨리�

피하거나� 다음에� 갈� 수� 있겠지.� � (교사� B의� 수업,� 필드노트� #3)

  위의 관찰 자료에서 교사 B의 “민첩성이 좋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 좋

을까?”라는 발문은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계하도록 교사가 이

끄는 모습이다.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며 

되새기거나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물으며 수업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데 교사 B는 열린 발문을 하면서 학습의 맥락을 다목적실에서“우리가 살아가

는” 일상생활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고려하며 체

력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A� :� 생수병은� 잠시� 빼시고,� 목에� 수건을� 거세요.� 다리� 90도로� 만들면서� 일어나겠습니

다.�

학생들은� 윗몸일으키기의� 동작에서� 발을� 떼고,� 목에� 수건을� 걸고� 하려� 한다.� 학생들은� 개

별로� 준비한� 생수병과� 수건을� 이용하며�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교사� A� :� 자� 내가� 된다� 하시는� 분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 둘� 하고� 멈추고� 내려옵니다.� � � � (교사� A의� 수업,� 필드노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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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A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일상을 준비시키는 체력 지도의 내용이 포착되

었다. 교사 A는 6학년 학생들에게 다리 굽히고 윗몸 일으키기의 체력 운동을 생

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건을 활용하여 지도하였다. 그밖에도 학생들이 

생수병에 물을 담아오도록 하여 덤벨처럼 운동 기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생활도구의 사용은 학교 현장에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 용기구가 부

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손

쉽게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실천해보기를 바라는 교사의 마음이 담겨있었

다. 사후 추가 면담에서 교사 A는 생활도구를 활용한 체력교육은 “무언가 거창

한 것이 있지 않아도 학생들이 배운 것을 일상에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유용한 방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상생활 준비용으로 체력을 배운 학생들은 실제로 여가 시간에 학교에서 배

운 체력 운동을 몸소 실천한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배운 체력 향상 운동을 가족

들 앞에서 선보이거나 가족들에게 따라해 보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학생 스스

로 체력을 잘 배웠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체력수업

의 경험은 체육교과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되게�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4학년이� 되어� 가지고�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학교에서� 오늘� 공부한� 거랑� 체육� 한� 거는� 다� 아빠한테� 거의� 보

여주고,� 유연성�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배우고� 온� 거� 다� 언니랑� 아빠한테� 해보라고� 한� 적이�

많아요.� � (4학년� 여학생� 이연영,� 심층� 면담)

숙제를� 먼저� 하고� 집에서� 할� 일� 다� 했을� 때� 시간이� 틈틈이� 조금씩� 남거든요.� 그� 때� 몇�

번씩� 해요.� 스쿼트,� 런지랑� 팔� 벌려� 뛰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힘들다는� 생각은� 뒤로� 하게� 되고.� (중략)�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체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체육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를� 느끼고요.� 그리고� 체육도� 다,� 더,� 좋아졌구요.� � (4학년� 여

학생� 곽다해,� 심층� 면담)�

  이연영 학생처럼 가족들에게 체력을 위한 신체활동을 소개하거나 학교에서 배

운 내용을 집에서 다시 선보이는 모습은 학생들이 체력을 일상생활과 연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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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배워서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곽다해 학생의 경우에도 

체력 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체육교과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선호도가 긍정

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에서 배운 체력 수업이 실

생활까지 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체력의 저하와 아동비만의 문제

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체력 지도

를 막아서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이어지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이 실천되

는 두 번째 내용 양상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다. 

    2) 교내행사 대비용 체력 지도   

  비참여수업관찰 자료 속 건강 활동 수업의 내용은 야누스와 같은 두 방향의 

서로 다른 얼굴로 그려졌다. 한 방향이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체력 

지도였다면, 반대 방향은 일상생활 보다는 1년에 한번 있는 교내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었다. 교내행사를 대비하며 배우는 체력 수업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체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실패

의 경험은 일상생활로의 연계를 단절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수업의 도입 부

분에서 오늘의 활동 방향을 학생들에게 명시하였는데, 교내행사를 대비하는 수업

의 도입부에서 교사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모

습을 보였다. 

교사� B� :� “차렷!,� 인사!”

� � � � � � � � 교사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앉은� 채로� 인사를� 한다.�

학생들� :� “안녕하십니까”.�

� � � � � � � � 교사가� 학생의� 인사에� 목례로� 답하며� 준비운동에� 대한� 확인을� 한다.�

교사� B� :� 자,� 우리� 모둠의� 준비운동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손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그저�

그렇다� 손들어.� 내리세요.�

� � 자,� 요즘� 우리가� 건강�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PAPS도� 준

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굳은� 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5학년

에� 건강� 체력이� 나오고� 6학년에는� 운동� 체력이라는� 게� 나와.� 두� 가지가� 달라요.� � (교사�

B의� 수업,� 필드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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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5학년� 때� 인증제해서� 줄넘기� 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잘못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동작� 교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 (교사� A의� 수업,� 필드노트� #1)

  교사 B는 “우리가 이제 PAPS도 준비해야 되고”라는 말처럼 PAPS를 염두에 

둔 체력 수업을 시작하였다. PAPS라는 단어를 듣자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소리내어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한편, 교사 A는 위의 첫 번째 수업에 대해 

“학년 말에 실시되는 줄넘기 인증제를 대비하는”수업이었다는 추가 설명을 덧

붙였다. 위의 두 자료의 공통점은 교내행사를 대비하는 체력 지도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교내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왜 행사를 대비하

는 내용으로 체력 수업이 실천되는 것인가? 

  첫 번째,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이다. 단위 학교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년에 1회 의무적으로 PAPS를 측정하여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PAPS 측정을 위한 별도의 시간은 학교교육과정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라는 5-6학년군의 교과 중에서 시수를 확보하여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의 

여건상 5-6학년 체육 교과의 수업에서, 그 중에서도 건강 활동의 체력 수업에서 

PAPS를 다룰 수밖에 없는 고충이 뒤따른다. 

  문제는 PAPS 측정이 한 차시의 시간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담임교

사 1인이 25명 정도 되는 한 학급의 건강 체력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하는 과정

은 적게 어림잡아도 3차시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검정교과서 출판사별

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통상 건강 활동 영역은 단원의 도입과 마무리를 제외

하고 15차시 정도로 배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다시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으

로 차시가 배분됨을 고려한다면, 교내행사를 위한 체력 수업이 왜 나타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산술적인 계산을 토대로 과장하여 말하자면, 

PAPS를 대비하고 PAPS만 측정해도 체력 수업은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 6학년� 학생들이� PAPS에� 대비하여� 1000미터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다.� 운동장의� 가장� 큰�

트랙을� 아이들이� 돌고� 있다.� 트랙에는� 접시콘,� 라바콘으로� 달리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교

사가� 1000미터� 달리기의� 방법을� 설명한다.

교사� A� :� (표시된� 트랙의)� 안으로� 돌면� 안� 돼.� 가까이� 돌아.� 다� 돌고� 온� 학생은� 스탠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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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순서대로� 앉아서� 아직� 돌지� 않은� 친구를� 기다린다.� (중략)� 선� 안으로� 돌면� 실격이

야.� 실격이야!� 밖으로� 돌아.� (학생� 한� 명을� 가리키며)� 넌� 실격!� 야!� 이리와,� 이리와.� 앉으

세요.� 차례,� 차례.� 마지막은� 손� 들어!� 손� 안� 들면� 선생님이� 모른다.

-� 아이들은� 줄줄이� 들어오고� 교사는� 혼자� 정리와� 기록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교사� A� :　손� 안� 들지?� 손� 안� 들지!� 바깥으로!� 마지막은� 손� 들어.� 너희들� 순서대로� 앉은�

거지?� 너,� 마지막이야?

학생� 1� :� 한� 바퀴� 남았어요.�

교사� A� :� 끝까지� 안� 오면� 레코딩이� 안� 돼.� 여기까지� 뛰어야지.�

-� 과체중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힘겹게� 걷고� 있다.� 걷는� 친구를� 교

사와� 학생들이� 모두�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트랙을� 내내� 걷다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

는� 스탠드� 부분에서만� 가까스로� 뛰고� 있다.�

교사� A� :　(체격이� 크고,� 과체중으로� 보이는� 걷고� 있는� 마지막� 남은� 친구를� 가리키며)� 어

우,� 쟤,� 큰일이다.� 우리　반은� 자기� 기록� 다� 외워� 가야� 된다!� 자,� 기록하는� 애!� 선생님이�

기록을� 부를� 거야.� 1등,� 4분� 13초,� 2등.� 4분� 16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분� 10초.

-� 선생님이� 학생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기록을� 부른다.� 아이들이� 기록� 순서대로� 한� 줄로�

스탠드에� 앉아서� 자신의� 기록을� 듣는다.�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 � (교사� A의� 수업,� 필

드노트� #4)

  하지만 PAPS를 위한 체력 수업은 여러 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위의 

자료는 1000미터 달리기 측정을 대비하여 PAPS 측정을 연습하는 수업의 한 장면

인데, 교사 한 사람이 한 학급의 체력요소를 일일이 측정하고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보여준다. 넓은 운동장에서 25명의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확한 기록을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교사에게서 그 어떤 자그마한 여유조차 느

낄 수 없었다. 

  PAPS 측정을 연습해보는 시간이었지만,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체육지도와는 다

른 차가운 수업 분위기와 명령형으로 일관하는 교사의 말투가 실전을 방불케 하

였다. 달리기를 마친 학생들은 운동장 스탠드에 들어온 순서대로 가만히 앉아있

어야 했고, 완주하지 못한 학생은 친구와 교사의 눈총을 받으며 힘겹게 걷다 뛰

는 것을 반복했다. “실격이야, 실격, 넌 실격!”이라는 교사의 말처럼 PAPS 측정

을 대비하는 건강 활동 수업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나 뿌듯함 보다는 실패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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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경험을 안겨주는 수업이었다. 1000미터 달리기 기록의 순서대로 서열화 되

어 있는 학생들의 자리에서 일찍 들어온 학생이나 늦게 들어온 학생이나 자신의 

기록이 하나씩 호명될 때 괴로운 기색이 역력하였다. 학창시절 엄격한 방식의 체

력장을 경험한 교사들에게 PAPS는 이름만 달라진 또 다른 형태의 체력장으로 받

아들여진 것은 아닐까?

  PAPS 측정은 과연 담임교사가 담당해야만 하는 교육적인 업무인가? 체격과 체

력이라는 학생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측정되어도 괜찮은

가? 학생들의 체력 측정과 향상이라는 가치가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성공 경

험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가?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학생체력향상이 

학교 현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PAPS를 대비하는 현재의 체력 

수업이 학생 평생의 건강을 위한 체력 수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당면 현안이다.  

  두 번째, 교내 줄넘기 대회이다. 연구 참여 교사들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현장

에서는 대다수 교내 줄넘기 대회나 인증제를 매년 실시하였다. 줄넘기라는 초등

학생이 접하기 쉬운 신체활동을 소재로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교

내행사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줄넘기 대회가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동기와 흥미보다는 횟수의 기록과 수상에 치중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

다. 

� � 줄넘기� 대회도� 마찬가지죠.� 다� 기록� 재잖아요.� 그니까� 기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바

뀌지� 않는� 이상� 건강� 활동은.� (말을� 흐리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건강하게� 하고� 싶

으면� 아이들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마음을� 심어줘야지� 여기다� 막� 기록하라�

그러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학교의� 줄넘

기� 행사에는)� 따르죠.� 네� 일단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걸� 막� 횟수를� 막� 몇�

개를� 해가지고� 와� 있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애들한테� 줄넘기를� 놀라고� 해요.� 땀을� 흘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줄넘기를� 가지고� 뛰든,� 아니면� 애들� 이렇게� 잡고� 막� 돌잖아요.� 그럼� 막�

점프� 점프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든,� 긴� 줄넘기� 형식으로� 하든� 형식에� 구애를� 주지�

않아요.�

� � 자,� 우리� 오늘� 지금부터� 오늘은� 뭐� 준비� 체조로� 5분이나� 10분� 정도� 줄넘기를� 할� 거야.�

그래서� 10분� 동안� 열심히� 애들이랑� 같이� 줄넘기해요.� 오늘� 선생님이랑� 짝� 줄넘기� 하자� 그

러면� 뭐� 한� 작년에� 썼던� 거예요.� 작년에� 준비� 운동으로� 줄넘기를� 하는� 주간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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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뭐� 3주를� 해요.� 그러면� 3주� 동안에� 뭐� 매일매일�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

간을� 할애하면�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저랑� 짝� 줄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애들도� 서로� 짝� 지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의미를� 두었지,� 100번� 막� 200번� 이렇게는� 안� 했었어요.�

� � 그런데� 대회� 나갈�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는� 해요� 그냥.� 선

생님이랑� 하는� 체육은� 이거고� 대회를� 나갈� 때는� 다� 전체� 다� 같이� 전교에서� 이제� 하는� 거

니까� 그때는� 공식적인� 기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잴� 수밖에� 없다고.� 그거는� 그렇

게� 따로� 분리시켜서.�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심층 면담에서 김진희 교사는 평소 자신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즐겁게 줄넘기

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의미를 두었다면, 교내 행사는 철저히 기록 

중심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르죠. 일단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는 김 교사의 

이야기처럼 교사는 평소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내행사의 방향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김 교사가 비판한 기록 중심의 줄넘기 대회, 그리고 기능이 약한 학생은 

소외되고 잘하는 학생들의 우수한 체력만 더욱 향상되는 방식의 줄넘기 대회는 

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현지 문서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정작 체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은 1회전의 모둠발넘기에서 탈락하여, 대회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

아만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교내 줄넘기대회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라.� 실시방법

� � � (1)� 5,6학년�

� � � � � � ①1회전:� 모둠발넘기를� 1분간� 실시한다.� 탈락한� 선수는� 제자리에� 앉는다.

� � � � � � � � � � � � � � � 3분간� 휴식

� � � � � � ②2회전:� 1회전� 통과한� 선수만� 발바꾸어넘기를� 1분간� 실시한다.

� � � � � � � � � � � � � � � 탈락한� 선수는� 제자리에� 앉는다.� 3분간� 휴식

� � � � � � ③3회전:� 2회전� 통과한� 선수만� 팔엇걸었다풀며넘기를� 1분간� 실시한다.

� � � � � � � � � � � � � � � 탈락한� 선수는� 제자리에� 앉는다.� 3분간� 휴식

� � � � � � ④4회전:� 3회전� 통과한� 선수만� 이단뛰기를� 2회� 실시한다.

� � � � � � � � � � � � � � � 2회� 실시한� 횟수를� 합산한다.� � (B� 초등학교의� 교내줄넘기대회�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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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김 교사 개인의 생각만 교내행사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연구 

참여 교사들도 기록 위주의 일제식 줄넘기 행사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으며, 답답

한 마음에 이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을 교사 스스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줄넘기 

활동에 여러 다른 활동을 접목하여 친구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식

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모둠별 경쟁과 게임의 요소를 가미한 줄넘기 

빙고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도 교내 행사로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상

장을 주려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서열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의 새로운 교육활동 재구성은 학급 단위 수업의 변형에만 

머물게 되었다. 

� � 줄넘기� 활동을� 빙고처럼� 해서� 뭐..� 얘를� 맞춰야� 되니까� 줄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빙고를� 한다.’� 라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요.� (중

략)� 아!� 종이에� 빙고판에� 아홉� 칸을� 만들어서�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넣

어요.� 뒤로� 열� 번,� 앞으로� 열� 번,� 뭐� 쌩쌩이� 다섯� 번�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1,� 2,� 3,� 4,� 5,�

6,� 7,� 8� 순서를� 정하고� 주장이� 3번!� 부르면� 3번이� 나와서� 그� 미션을� 하는� 거야.� 그럼� 성

공하면� 그� 다음� 미션을� 지목을� 하면� 6번을� 지목했다� 그럼� 6번이� 나와서� 빙고를� 해.� 그럼�

3번이� 6번이� 성공이� 되면� 9번만� 하면� 한� 줄이잖아요.� 그럼� 9번이� 나와서� 하면� 그게� 한�

줄�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줄넘긴데도�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별로� 지겹게� 느끼지� 않게.� 줄넘기가� 되게� 지겹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하면� 지겹지� 않다고.�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줄넘기 대회는 누구를 위한 대회인가? 체력이 이미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것

인가, 아니면 앞으로 체력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은 체력수업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인가 원래 기능이 우수했

기 때문인가? 더 나아가 교내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정규 체육수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체육수업의 배움을 지지하는 교내행사가 실천되어야 하

는가? PAPS나 교내 줄넘기 대회를 대비하는 체력 수업의 내용은 교육 목적의 본

말이 전도된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적어도 입시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체력에 대한 기록보다

는 흥미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학교 행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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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행사인지를 떠나, 정규 교육과정을 지지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학습 내

용의 성취를 확인하며, 학생들에게 배움의 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보람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해야할 것이다. 

 

  다. 방법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 환경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변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 중 건강 

활동과 중첩되는 교수‧학습의 방향은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개

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및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에 비추어 초등학

교 건강 활동의 체력 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심층 

면담, 필드노트, 연구 참여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같은 현지 문서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귀납적으로 건강 활동의 실천 방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건강 활동의 체력 수업은 게임 또는 훈련 중심의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  

  연구 참여 교사들은 체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가의 문제

와는 무관하게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서의 체력은 응당 게임의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을 입증하듯, 초등학

교 현장에서 체력은 게임 형태의 수업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다. 

교사� B� :� 오늘은� 민첩성,�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게임� 두� 가지랑� 협응성까지� 기를� 수� 있

는� 거� 추가해서� 세� 가지.� 달리기� 게임이야.

학생들:� 에이!� 아이!� -� 아이들이� 달리기가� 싫다는� 의사를� 교사에게� 야유로� 표현하고� 있다.�

교사� B� :� 달리기� 그냥� 할래?� 그럼?� 50미터� 10번� 뛸래?

학생들:� (당황하는� 목소리로)� 아니요.� 아니에요.�

교사� B:�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쪽으로� 모이세요.� � (교사� B의� 수업,� 필드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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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들이 가장 힘이 들면서도 지루하다고 느끼는 내용이 바로 체력을 기

르는 활동이다. 6학년 박한빛 여학생은 체력을 배우는 것에 대해 “다른 활동보

다 좀 힘든 것 같아서요”라고 말하였고, 추나현 학생도 체력하면“왠지 힘든 느

낌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체력 향상 활동의 특성상 4학년 이재우 학생처

럼“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힘들어요.”라고 토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힘들다고 손꼽은 활동은 단연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

한 장거리 달리기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 체력 

향상 활동이기에 연구 참여 교사들은 게임의 형식을 차용하여 학생들에게 체력

을 키우는 건강생활습관을 길러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게임으로 배우는 체력 수업은 교수‧학습 과정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미

소 교사의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교수‧학습 과정안을 현지문서로 수집하였는데, 

지도안의 학습목표는 ‘운동체력의 4가지 요소를 알고, 게임 활동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였다. 이어지는 활동들도 모둠발로 콘 뛰어넘기, 한 발

로 점프하여 균형잡기 등으로 학생들이 각 코너 별로 이동하며 게임 활동을 통

해 체력을 배우는 수업이었다. 

그림 5.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가 나타난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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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참여 교사 중에서는 게임으로 체력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라고 토로했던 교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게임의 방식으로 가르치지는 것

이 어렵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의 체력 수업은 게임이라는 흥미의 당의정을 

입힌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재밌었다고� 하죠.� 그니까� 아이들은� 건강� 활동에서� 건강� 체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길렀다

고� 생각을� 안� 해요.� 게임을� 한� 거야.� 게임을� 하고� 재밌었어.� 근데� 교사의� 숨은� 의도는� 그

러면서� 저절로� 그거(건강� 체력)를� 또� 기르게� 하는� 거죠.�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이야.� 이걸� 수업� 시간에� 오래달리기를� 해

야� 되고,� 나와� 있어� 오래달리기가� 책에.� 그런데� 생각보다� 수업시간에� 오래달리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근력� 근지구력에� ‘아령� 들기’가� 있단� 말이야� 책에,� 그러면� 수

업� 시간에� 실제로� 아령� 들고� 하면은� 재밌게� 어떻게� 딱�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워� 그런,� 뭘� 가르쳐야� 되는지.�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이토록 게임 중심으로 체력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며 게임의 형태로 체력 활동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임으로 체력을 배우는 수업의 장점은 표면적으로는 학생 흥미 유발

의 측면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인성지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담겨 있었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맞닿아있는 부분이다. 체력 향상 활동을 게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경쟁의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게임으로 배우는 체력수업은 

인성교육을 가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사� B� :� 1번� 학생이� 공을� 떨어뜨리는데,� 손에서� 떨어뜨리는� 순간� 그� 다음� 친구가� 출발할�

수� 있어.� 공이� 원바운드� 되면� 잡는� 거야.� 이� 공� 이름은� 리액션� 볼이예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리액션� 볼이라고� 해요.� 민첩성은� 집중이� 중요해.�

-교사가� 과장된� 동작으로� 리액션� 볼을� 던지고� 잡는� 시범을� 보인다.�

교사� B� :� 1번� 튀기고� 잡아야� 1점이예요.� 이� 게임을� 할� 거예요.� 단,� 눈빛으로� 언제� (공을)�



- 162 -

놓는다는� 것을� 친구에게� 보여줘야� 되.� 말은� 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 한� 명이� 시범을� 보인� 후,� 학생� 2명이�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다시�

시범을� 보였다.� 첫� 번째�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어색해하거나,�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공

을� 주고받았다.� 학생간의� 교우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한� 활동으로� 보인다.� (중략)

-두� 번째� 활동은�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두� 배로� 넓혀서� “00야,� 하나,� 둘,� 셋!”하고� 친구

의� 이름을� 부르며� 공을� 주고받는� 활동이다.� 첫� 번째� 활동보다� 확장된� 형태로,� 공을� 던지는�

친구가� 받는� 친구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눈빛도� 주고받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서� 협력이� 가미된� 게임의� 형태라� 볼� 수� 있다.� � (교사� B의� 수업,� 필드노트� #3)�

  위의 자료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체력의 수업 내용을 게임 중심으로 가

르치는 수업이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르면 6학년 건강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가치는 ‘상황 판단력’이다. 하지만 위의 필드

노트처럼 교사는 운동 체력을 증진하는 게임 활동을 통해 상황 판단력이라는 정

해진 가치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협력 등 체육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인성적 요소를 가미한 우수수업사례를 보여주었다. 

  그간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타인존중이나 협동심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는 주

로 도전‧경쟁 활동의 수업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에 

비해 건강 활동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인식, 자율성, 자기 이해, 상황 판단력(교육

과학기술부, 2011)과 같은 개인적 가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로 이어져 3-4학년군에서는 자기인식과 실천의

지를, 5-6학년군에서는 자기수용과 근면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개인적인 가치

에 가깝다. 하지만 인성적인 가치의 지도가 현재의 모습처럼 체육교과의 영역별

로 나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역의 성격을 반영하되 영역 보다는 학년군별

로 점차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게임 중심의 체력 수업이 흥미와 인성교육을 두루 가르칠 

수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으로 체력을 가르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

움이 따르는 것인지 탐구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 담임교사보다

는 교과전담교사가 게임으로 체력을 가르쳤던 경험을 더 많이 언급했던 점을 고

려한다면, 게임으로 수업의 방법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는 선택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수시개정과 학년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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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 등으로 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재구성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과연 교육과정 재구성의 책무를 오롯이 교사의 책임으로

만 남겨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조력하기 위한 현직교

사교육, 검정교과서의 개발,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  

  협동학습은 이제 초등학교 모든 교과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국어, 사회, 과학 

등 대다수의 교과에서 4-5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모둠을 이루어 그 안에서 역할

을 맡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과거 강의식 및 

주입식의 초등교육이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지고, 구성주의를 배경으로 하면서 학

생들 간의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주도의 수업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체육 교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심층 면담과 비참여수업관찰에서 초등학교 체력 수업은 

협동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하며 배우는 체력 수업

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함께 학생 대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관

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모둠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스스로 책임을 가지

고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노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협동 학

습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교사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했던 과거 전

형적인 군사 훈련 방식의 체육 수업(Kirk, 2013)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호도나 기

능에서 오는 개인차를 고려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다. 

교사� B� :� 자.� 경기진행� 알려드립니다.�

-� 교사가� 경기의� 진행� 방법을� 설명한다.� 교사의� 뒷� 편으로� 쇼핑카트,� 쇼핑� 바구니,� 생수병,�

말랑한� 재질의� 플라잉디스크� 등� 자료가� 수북하다.�

교사� B� :� A팀!� 볼링왕� 학습지에� 자기� 이름을� 적고,� 주장들� 알겠니?� 여기에� 점수를� 적는�

거예요.� A팀이� 경기를� 할� 때� 1줄로� 서겠지.� 그러면� B는� 무대에� 올라가서� 쓰러진� 거� 세워

주는� 거,� 디스크�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교사가� 학생들을� A,� B,� C의� 세�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스테이션� 학습으로� 수업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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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첫� 번째는� 디스크를� 볼링핀에� 맞히는� 활동,� 두� 번째는� 디스크� 볼링을� 돕는� 활동,�

세� 번째는� 벽에� 과녁을� 맞히는� 세� 가지의� 협응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사� B� :� C팀은� 과녁을� 서서� 맞히는� 연습하고� 오세요.� 자,� 이제� A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는� A는� 정리하고,� B는� 과녁� 맞추고�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거야.�

-학생들이� 분주하게� 자신의� 역할� 위치로� 이동한다.� 볼링왕의� 후예라는� 학습지를� 아이들이�

파일에� 들고,� 스테이션별로� 돌아다니며� 활동� 후� 스스로� 기록한다.� � (교사� B의� 수업,� 필드

노트� #4)�

  위의 자료에서 교사는 아이들끼리 역할을 맡아 모든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테이션 학습의 방법으로 코

너를 돌며 여러 가지 체력 활동을 할 때에 순회 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개별적

인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인 체육 수업에서 교사가 수업 운영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가졌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학생의 책임감 함양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소수의 우수 사례를 제외한다면, 학생간의 협동을 가장

한 새로운 형태의 반복 훈련 중심으로 체력을 가르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둘씩, 

또는 넷씩 모둠으로 함께 배우는 체력 수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협동학습과 같

은 방식이었지만, 학생들의 상호작용이나 책임감의 함양 보다는 어디까지나 수업 

운영의 편의나 학생 관리를 위해 협동을 활용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이러한 수

업은 주로 학생들이 2인 1모둠을 이루어 서로 체력 활동의 성공 개수를 세어주

거나, 기록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서로 어려운 체력 운동의 

자세를 옆에서 교정해주거나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짝 활동은 앞

서 살펴보았던 수업의 형태에 비해 학생들의 역할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교육 활동을 위한 의견 교환 보다는 짝이 성공한 개

수를 단순히 불러주고 받아 적는 정도에 그쳤다. 

교사� A� :� 두� 사람이� 짝꿍인건� 아시죠?� 잡아주는� 친구가� 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 칸� 안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잡아!

-� 한� 학생이� 매트에� 눕고,� 다른� 한� 학생이� 잡아주어서� 시범을� 보이려� 한다.�

교사� A� :� 자,� 엉덩이를� 친구� 다리� 위에� 올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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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 :� 아,� 꿈틀� 꿈틀거려요.�

교사� A� :� 말아� 올리기는� 손이� 무릎을� 스쳐서� 요� 정도까지� 오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저질체력을� 감안하여�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안� 돼!� 바지� 잡고� 올라오는� 건� 안� 돼.�

무릎잡고,� 잡고� 올라오는� 건� 카운트에서� 빼겠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은� 힘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만� 줍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몸을� 비틀� 거야.� 잘� 잡아� 주셔야� 되

요.� 잡아주는� 사람� 책임도� 큽니다.� 잘� 잡아주면� 10개는� 더� 할� 수� 있어.� (중략)�

- 교사가� 남학생� 만점� 개수와� 여학생� 만점� 개수를� 안내해준다.�

교사� A� :� 지금� 앞뒤로� 앉아있는� 사람이� 잡아줍니다.� 일단� 머리� 위치� 확인해주시고,� 자� 여

자� 일어섯.�

학생� 2� :� 신발� 벗고� 해도� 되요?�

-� 아이들이� 남녀로� 나뉘어� 둘씩� 짝을� 이루어서� 한� 명은� 매트에� 눕고,� 한� 명은� 잡아주고�

있다.�

교사� A� :� 합죽이가� 됩시다.� 합!� 속으로� 개수를� 세어주세요.� 둘� 사이에는� 일절의� 대화� 금지

입니다.� � (교사� A의� 수업,� 필드노트� #3)�

  “둘 사이에는 일절의 대화 금지”라는 지도교사의 말처럼 위의 수업은 겉으

로 보기에는 협동 활동이지만, 사실 수업 내용이나 방법상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협동이나 책임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으로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교사가 지시하고, 학생이 따르는 전형적인 훈

련 중심의 수업이었다. 비참여수업 관찰 자료에서 한 두 개의 동작을 40분이라는 

1차시 수업 동안 계속 반복하여 지도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히려 학생

들이 모둠을 조직하여 서로를 관리함으로써 과거 단체 훈련식의 교수법보다 교

사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모둠의 형태를 띤 수업인 것은 분명

했지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동료학습이나 협동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처럼 협동학습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반복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는 여러 

검정 지도서에서도 수차례 확인되었다. 이는 A 교사만의 독특한 체력 수업 방법

이 아니라, 초등학교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건강 활동 수업의 양상임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C 출판사의 ‘몸의 힘을 길러요’소단원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협동학습모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윗몸 말아 올리기 측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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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명씩 2개 모둠을 구성한다.”는 준비사항에서 지도서의 교수‧학습 과정안이 

A 교사의 수업과 비슷한 구성의 수업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보조자는 실시자가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실

시 횟수를 알려 주도록 한다.”라는 문구도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 간에 협력적

인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는 협동 학습의 본래 의미에 비추어 볼 때(Dyson, 2001), 

체력 활동의 기록이나 자세만 보조하는 것은 모둠 활동 중에서도 가장 낮은 차

원에서의 협동에 불과한 것이며, 그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통제와 관리를 학생이 

돕는 형태로 훈련 중심의 지도방식이라 볼 수 있다. 협동학습모형의 허울을 쓴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는 왜 나타난 것일까? 

그거는� 그냥� 그동안� 우리나라는� 운동을� 훈련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운동체력

이면은�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등이� 있는데� 그거를� 운동선수� 출신들이� 교육과정을� 짜고� 교

과서를� 만들고� 하니까� 굉장히� 드릴� 위주로의� 활동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거야.�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교육학적으로� 발달� 단계나� 흥미�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요

즘에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교과서� 보면�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 재미가�

있게� 됐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재미없는� 것,� 단순한� 기능의� 반복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까� 그게� 아주� 크게� 바뀌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았나.� � (교사� 정규

현,� 심층� 면담)

  위의 자료처럼 “훈련으로”, “드릴 위주로” 가르쳤던 과거의 체육교육 역사

에 기록된 수업 방식은 여전히 건강 활동의 체력 수업에도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체력을 가르치

는 다양한 방법이 교사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체

력을 가르치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교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 자신이 

과거 학생 시절에 배웠던 방법을 다시 재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초등학교 체육 지도서에서 소개하는 체육 수업 모형은 여섯 가지이다. 직접 교

수 모형, 협동 학습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동료 교수 모형, 탐구 학습 모형, 이

해 중심 게임 모형이다. 여기에 최근 초등체육에서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 

하나로 수업 모형과 책임감 모형을 더하면,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할 때 여덟 개 

정도의 학습 모형 선택지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학습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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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어떤 내용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정답은 없지만, 체력 보다는 경쟁 활동이나 

도전 활동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더욱 다양한 학습 모형을 놓고 고민할 수 있음

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력을 가르치는데 주로 사용되어 온 학습 모형은 직접 교수 모형이다.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이끄는 형태로, 앞서 살펴

본 교사 A의 수업이나 지도서 속 수업은 협동 학습 모형이나 동료 교수 모형의 

탈을 쓴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체력을 가르치는 상

황에서 교사가 연상해낼 수 있는 또는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모형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은 체력에 적합한 학습 모형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사가 교

육과정 실행에 필요한 수업 모형에 관한 지식이나 재구성의 전문성(장경환, 이옥

선, 2014b)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교사는 과거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운동

을 처방하는 방식의 체력 교육을 받았으나, 현재의 학교 현장이 그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데에서 느끼는 괴리감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스포츠를 잘 가르치기 위한 학습모형의 개발에 무수한 노력

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체력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모형은 무

엇인지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도 필요하다. 체력은 운동 처방의 방법으로 접

근해야 하므로 무조건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또는 최근 

유행하는 학습 모형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력 학습 활동의 

내용에 따라 기존 학습 모형의 본질을 어떻게 살려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

아야 한다. 체력을 잘 가르치기 위한 새로운 모형에 관한 연구((Haerens et al., 

2011)는 그 다음의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비참여수업관찰을 통해 초등학교 체력 수업에서도 체력의 향

상이라는 1차원적인 목표와 함께 활동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체력 활동으로 학생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끈기, 인내

심, 자기인식 및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상호 작용하며 배울 때 경험할 수 있는 

책임감, 배려, 협력 등의 가치이다. 하지만 체력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는 잘 가르치고 배웠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와 같다. 겉과 속이 

다른 체력 수업, 성인의 체력 활동을 그대로 차용하는 헬스클럽 축소판의 체력 

수업이나 훈련 중심의 수업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가르

치고자 하는 체력이 학생 개인의 단순한 체력 향상인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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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평생 건강 습관의 일부로써의 다차원적 체력인지 교육의 목표를 정련해야

만 그에 따른 학습 방법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평가

  초등체육교육에서 평가는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취약한 부분이다

(Doherty & Brennan, 2014).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다는 체육교과의 특성은 평가

를 더욱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평

가에 관한 관심과 변화의 폭은 지대하게 높아졌으나, 국내외 체육교육 평가 관련 

연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가에 관한 최신의 요구들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평가의 방향을 세 가지로 명시하였다.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평가 내용의 균형성, 평가 방법과 도구의 다양성이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 본 절에서는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에 근거

하여 초등학교 건강 활동의 평가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

참여관찰과 현지 문서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초등학교 체력 수업 관련 자료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건강 활동의 체력 수업은 

결과 또는 태도에 치중된 평가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결과 중심의 평가 

  연구 참여 교사들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야 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체력 측정 수치를 그대

로 평가에 사용하거나 평가 결과에 다수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체력 학습활동

의 종합적인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

천 양상은 수업의 목표 및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Q.� 올해는� 건강� 활동� 영역� 수행평가를� 무엇으로� 하실� 예정이신지요?

A.� PAPS로� 그냥.

Q.� PAPS로� 무엇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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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기능으로요,� 기능으로요.�

Q.� 그러면� PAPS� 측정� 결과�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A.� 네� 수치로.� 저도� 사실� 평가가� 좀� 약한데,� 평가가,� 수행평가가� 그러면� 안� 되는� 데요.� 그

냥� 아직까지는� 평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아서..(머뭇거리며)� 에.� 저의�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거죠.� 제가� 기능�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 (교사� 송규빈,� 심

층� 면담)

  송규빈 교사는 심층 면담 당시 6학년 학생들에게 운동 체력을 가르치고 있다

고 하였다. 송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6학년의 운동 체력이었고, 평가는 PAPS 

측정 기록에 근거한 건강 체력인 셈이다. 물론 학년군제의 도입으로 5학년과 6학

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학년은 건강 

체력, 6학년은 운동 체력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의 심층 면

담 자료의 경우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은 운동 체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평가만 PAPS의 건강 체력 측정 기록에 머물러 있어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학생의 인식에서 체력 수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PAPS의 평

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위의 송 교사처럼 학교 현장에서 

PAPS 결과를 체력 수업에 대한 평가로 대체하고 있다면 PAPS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PAPS가� 처방을� 하면서� 애들이� 그걸� 집에서� 열람하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에� 그

걸�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게� PAPS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그거� 나이스에

서� 처방전에서� 출력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담임선생님도� 처방전� PAPS� 처방기록�

들어가서� 보는� 법도� 모를� 걸?� 나도� 잘� 몰라.� 그런데� 그게� 있거든� 메뉴에.� 그런데� 보통� 담

임선생님들의� 업무는� 입력하고� 끝이야.� 체육부장은� 통계내가지고� 보고하면� 끝이고.� 그니까�

체력장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PAPS에서� 처음에� 홍보할� 때는� 이걸� 하면� 개

인의� 운동수준을� 측정해가지고� 처방을� 한� 다음에� 우리� 교원능력개발평가하는� 것처럼� 얘가�

뭐가� 부족한지를� 진단을� 해서� 막�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 그게� 있긴� 있는데� 그게�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거지.�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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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면 끝. 보고하면 끝.”이라는 정교사의 말처럼 PAPS의 평가 역시 측정 

결과의 기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행 취지대로라면 PAPS의 결

과는 학교‧가정‧학생에게 공유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에게 맞는 새로운 

체력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PAPS를 측정하여 기

록을 아는 것을 끝으로 평가 결과는 사장된 것이다. 왜 본래의 목적대로 PAPS 

결과의 열람과 처방은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일까?

  정교사는 이에 대해 공문과 학생생활지도로 바쁜 교사가 미처 챙겨주지 않아

서 학부모가 PAPS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활용 할 줄 모르는 점도 있

겠지만, PAPS가“성적과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설사 학생 체

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그것을 주지교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처럼 큰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학원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만큼 중

요한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심층 면담에 의하면 

일부 학부모들은“체력이 정말 필요한 건 수능준비 할 때이니 차차 길러준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에서 조차 체육교과가 성적과 무관한 주변 교과(Sparkes, Templin, & Schempp, 

1990)로 여겨지면서 평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변화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결과 중심의 체력 평가를 불러 오는 또 다른 이유는 전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

는 초등교사의 업무 부담에 있다(문경남, 한유정, 이옥선, 2016). 신체활동을 매개

로하는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평가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찰나

의 순간에 관찰이 필요한 까다로운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량화된 객

관적인 평가를 선호한다(조미혜, 오수학, 2004). 송 교사처럼 전 교과목을 가르쳐

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이양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PAPS의 기록을 수행

평가의 결과로 재사용하는 것은 교사 편의에 의해 선택된 평가 방법이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기별 평가 기준은 동학년의 논의를 거쳐 통일하여 작성

되기 때문에 학년의 모든 교사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수월한 평가 방법을 채택

하게 된다는 아래의 심층 면담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선생님들한테� “좀� 쉽게� 가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걸� 학

년� 전체가� 통일해야� 되는� 문제라서� 선생님들�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

호하시는� 편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갔을� 때� 어렵다는� 얘기� 몇� 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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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같고.� 쉽게� 가다보니까.�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그러나 측정 결과에 치중한 평가는 비단 잘못된 평가 방법이라는 문제에서 끝

나지 않는다. 향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목표, 내용, 방법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학습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체력을 재고 기록하는 일에만 매몰된 체력 교육은 건강 관련 학습 활동들

이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실천(Harris, 1995)되는 것을 방해한다. 초등학교 

건강 활동 수업은 체력의 측정 결과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과 활발한 신체활

동을 유지하는 과정(McConnell, 2005)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태도 중심의 평가 

  연구 참여 교사들 중에서는 체력 측정의 결과를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는 기존

의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측정 기록

에 대한 평가는 건강 활동 수업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체력을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그리고 체력 활동에서 횟수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동작이기 때문에 횟

수에 대한 기록만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운동�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결과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점수를� 좋게� 주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 구요.� 그래서� 다

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얘기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점수랑,� 평상시에�

너희들이� 농구형� 게임을� 할� 때도� 슛을� 몇� 번� 성공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가진� 절대� 않

을� 거라고.� (중략)� (건강� 활동� 부분의� 교과서를� 들추며)� 결과중심,� 횟수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냥�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그렇다면 체력 측정 기록을 평가의 결과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선택은 학생들이 건강 

활동 수업에 바른 태도로 참여했는가, 즉 성실을 지표로 하는 평가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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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이라는 가치 또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는 체력 학습의 전 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성실하게 배운 학생은 체력을 잘 배운 학생

과 동일한가? 

체력활동은� 음� 생활계획표를� 나눠주고� 너희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천했는

지.� 계획표� 작성한� 거를� 보고�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수행평가� 했었어요.� �

(교사� 이윤정,� 심층� 면담)

  체육 평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은 과거 학생 복장이나 수업준비, 출

석여부 등을 정의적 영역의 평가 항목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문경남, 한유정, 이

옥선, 2016; 조미혜, 오수학, 2004). 위의 심층 면담 자료에서 체력활동에 관한 계

획표를 성실히 작성했는가의 여부는 학생 준비 정도나 성실성의 척도는 될 수 

있지만, 체력 학습에 대한 평가 항목 전체를 대체할만한 기준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수행평가를 강조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체력점검표나 운동일지, 생

활계획표 작성 등의 체력 평가 방법이 참 평가(Authentic assessment)를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현대판 체육복 검사는 아닌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체육 평가의 어려움, 모호함, 복잡함은 평가를 직접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사의 평가 부담을 종종 가려줄 수 있는 암막은 초등학교의 절대평가제였다. 중

‧고등학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절대평가제에서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급 학생 모두에게 ‘매우 잘함’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

라서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보여주듯, 교사가 체력 수업에 관한 평가 자체

를 유명무실화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교사가 대다수의 학생에게 ‘매우 잘함’을 

주면서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했는데,� 애들이� 힘들

어하는� 부분을� 좀� 이제� 제너러스하게� 하려고� 좀� 애매하게� 만들었죠.� 평가� 기준을�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도� 그� 평가� 기준이� 달성되게.�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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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는� 거긴� 한데,� 그대로� 점수를� 주자니� 못한� 아이가� 또�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저는� 수행평가는� A

를� 다� 줬거든요.�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문제를� 내서� 괄호� 넣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서� 써보라든가� 그렇게� 문제를� 내가� 직접� 만드는데� 뭐� 난� 항상�

오픈북을� 해줬어.� 애들이� 이거까지� 해갖고� 시험� 보겠다고� 그� 뭐� 머리� 앓고� 그럴� 거� 있나�

해서.�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건강� (활동)� 영역은� 그냥� 난� 거의� 매우� 잘함인� 거야.� 애들

이� 수행평가를� 보면.�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임 교사의 애매한 평가기준과 강 교사의 오픈북 시험처럼 평가의 결과를 무의

미하게 만드는 모습 속에는 교사가 건강 활동 평가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이 담

겨 있다. 교사가 건강 활동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거나, “애들이 

이거까지”라는 표현처럼 교사나 학생들이 주지교과에 밀려 건강 활동의 평가에 

쏟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무척 주관적인 정의적 평가라는 구실을 빌려‘매우 잘

함’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락한‘매우 잘함’의 그늘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만족에 젖은 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운� 거라기� 보단� 선생님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5분인가� 외

우라고� 하시고요.� 다� 덮으라고� 하고� 시험을� 쳐요.� 그래서� 3분만� 오픈북� 할� 시간을� 줘서�

다� 적어� 내면� 그게� 끝이에요.� � (6학년� 여학생� 신지윤,�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배운 거라기 보단”이라는 신지윤 학생의 표현을 살펴보면, 

학생들도 학습과 평가가 단절된 채 실천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도 학습의 연장선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학습 따로, 평가 따

로 가르쳐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태도 중심의 평가는 학습에 대한 평가

(Assessment of Learning)일 수는 있지만,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라 보기는 어렵다(Doherty & Brennan, 2014). 태도 중심의 평가를 통해 

향후 체력 학습을 위한 목표 설정이나 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보다는 체력을 가르치는 것을 강화할 수 있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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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평가를 좋은 평가라 

볼 수 있을 것이다(McMillan, 2000). 

  건강 활동의 평가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결과 중심의 평가인지, 

또는 본 절에서 살펴본 태도 중심의 평가인지 조차도 교사간의 합의나 공통된 

양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결과 중

심의 평가를 A집합, 태도 중심의 평가를 B집합이라고 가정한다면, 교육과정 문서

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건강 활동의 총체적 평가는 현재 A도, B도 아닌 저 멀

리 바깥쪽 여집합이나 합집합에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향후 체육교과의 평

가에 관한 기초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만 건강 활동의 평가가 발돋움할 수 있는 

여지를 싹 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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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체육 건강 활동은 유리상자로 둘러싸인 실험실 안에서 실천되지 않는다. 

초등체육 건강 활동을 둘러싼 또는 내부의 무수히 많은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

으며 실천된다. 초등체육 건강 활동 실천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의 개념이 건강 활동이라는 영역을 거쳐 실제 수업에 이르기

까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건강 활동 

실천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 실천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간의 열린 상호작용이나 영향을 이해하는데  

생태학적 관점은 유용한 개념 틀(Bronfenbrenner, 1995)이 될 수 있다. 그간 체육

교육 학계에서는 스포츠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가치 습득 과정이나 교

사의 전문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을 이해

하는데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였다(Caena & Margiotta, 2010; Lee & Martinek, 

2013; Woods, 200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초등체육 건강 활동 실천에 영

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과 실천 사이의 상호작용 및 요인 간의 관계를 미시, 매

개, 거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명명하여 살펴보았다. 미시적 요인은 건강 활동 수

업의 장면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이며, 매개적 요

인에서는 미시적 요인보다 넓은 차원에서 건강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교

육과정과 학부모 및 관리자의 교육관을 다루었다. 끝으로 거시적 요인에서는 학

교의 문화나 국가의 교육정책과 같이 하나의 교과나 단위 학교를 넘어서서 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움직임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1) 미시적 요인 – 학생, 교사 2) 매개적 요인 – 교육과정, 교육관 3) 거시적 요인 

– 학교문화, 교육정책으로 나타났다. 

 

  가. 미시적 요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요인은 건강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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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배우는 맥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다. 초등학교에서 건강 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학생과 교사이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

우는가의 여부는 건강 활동의 실천에 가시적인 변화를 주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1) 학생 

  학생은 건강 활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유일무이한 교육의 존재 이유

이다. 그러므로 학생, 즉 누가 배우는가의 요인은 건강 활동의 실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 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체육교과에 대한 학생 인식과 건강

에 대한 학생 인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다. 건강 활동은 체육교과 안에 하나의 영역

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교과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건

강 활동의 실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강 활동의 실

천이 체육교과 전체에 대한 학생 인식에 영향을 주기도하기에 건강 활동은 체육

교과와 동떨어진 모습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것이었다. 

Q:� ‘학교� 체육� 수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A:� 뭔가� 자유롭게� 노는?� (중략)� 체육은� 뭔가�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수학하고� 영어는� 공

부만� 하니까.� � (6학년� 여학생� 정유주,� 심층� 면담)

(학생들이)� 체육을� 저학년� 때부터� 너무� 노는� 걸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 (교사� 정규현,� 심

층� 면담)�

  “체육 교과는 노는 교과”라는 학생들의 체육 인식(이옥선, 1996)은 더 이상 

어떠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연

구 참여 학생들의 교과인식은 건강 활동이 미합의 목표로, 교내 행사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 방법으로 실천되는 데 각기 영향을 미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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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목표 측면에서 노는 교과라는 학생들의 체육 인식은 건강 활동을 미합의 목표

로 실천되도록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이 체육을 이미 놀이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교사들은 건강 활동 수업에서 성취와 흥미의 균형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오직 흥미만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 활동의 성취와 유익함이라는 학습목표

도 함께 전달하기 위해 교사들은 더욱 노력해야했다. 

음...� (깊이� 생각하며)� 일단� 건강� 활동은� 원초적인� 운동인� 거잖아.� 공을� 가지고� 경쟁� 활동

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 도전활동에� 비해서� 이거(건강� 활동)는� 그냥,� 그냥� 뛰고� 그냥�

뭐� 달려야� 되고� 괜히� 그런� 느낌.� 어...� 애들이� 재미없어하는.� 그냥� 이거(건강� 활동)는� 그냥�

힘든� 거야.� 그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아이들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힘들지.� 요새�

내가� PAPS� 하면서�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건강�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체력� 종목� 중에� 이것들을� 내가� 매� 시간� 와서�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라.� 어른� 되면� 사람들이� 마라톤도� 하고� 돈� 주고� 헬스클럽도� 가고� 그러는데� 그거� 대신에�

그냥� 니들� 체육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다.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아이들의 인식 속에 체육교과는 노는 교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체육교과의 

수업은 교내 행사의 시수를 확보하는 용도로 종종 활용되었다. 학예회, 진로현장

학습, 학급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시간마저 체육교과의 시수에 포함되기도 하

였다(손홍기, 이종희, 1997). 그러므로 PAPS나 교내 줄넘기 대회가 건강 활동의 

수업으로 대체되는 낱낱의 실천 모습들이 어찌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다지 놀

랍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러한 실천 양상은 체육교과가 연계성이 

약하고(박미림, 이옥선, 2014; Griggs, 2015), 평가의 책무성이 강하지 않다는 성격

과 맞물려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육은 노는 교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건강 활동 본래

의 교육목표에 올려놓기 위해 교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 

방법이었을 것이다. 게임은 학생들의 흥미를 매우 존중하는 수업의 한 방법이자, 

체육교과의 환경 속에서 배움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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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애들이� 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를� 즐겁게� 느꼈더니� 나중에는� 그거

(건강� 활동)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사라지고� 아,� 이게� 민첩성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

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게임� 요소에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애들이� 재밌어� 했고� 그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교

사� 하연주,� 심층� 면담)

  체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건강 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면, 실천

이 교과인식에 미치는 역방향의 영향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 활동의 실

천이 학생에게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요인 중에서도 학생들이 건강 활동을 어떠

한 방법으로 배우며 평가 받았는지는 학생들의 건강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학생들이 체력을 훈련 중심의 방법으로 배우고, 측정 기록에 

치중한 결과 중심의 평가를 경험하는 가운데, 건강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인지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써 일부 드러난 신

체적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학생들의 건강 인식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육 실

천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 인식은 또다시 체육교과 전체에 대

한 인식과 맞닿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교과 속 건강 활동 하나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선순환구조는 교과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 교사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지식에 담아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김인, 2008). 

따라서 명확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고시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안에서도 

교사는 교육 실천의 방향과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최근 학습자 

중심의 학습, 학생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학습이 강조되는 교육의 대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교사는 건강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주고받는 주

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건강 활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양하다는 점과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 교육 실천이 달라짐을 알 수 있

었다. 

  첫째, 교사의 다양성이다. 본 절에서 의미하는 교사의 다양성은 담임교사, 교과

전담교사, 보건교사, 스포츠강사로 건강 활동의 내용을 다루는 교사의 교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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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공지식이 다양하다는 것으로, 이는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독특한 실천양상

이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르쳐지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의 경우,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영어전강, 원어민교사라는 다양한 배경의 교사가 시수와 학년을 

나누어 가르쳤으나 최근 들어 정책이나 교육적 실천의 폭이 담임교사와 교과전

담교사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다(강후동, 2011; 고경희, 2005). 

  체육과 영어라는 두 개의 교과를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2-3시간 정도 

가르치지만, 두 교과가 매일 공통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가 

있다. 그 곳은 하교 후 교문 밖이며, 학생들을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노란색 승

합차에 적혀진 글자 중 대부분은 학원의 체육과 영어 교육을 홍보하는 문구들이

다. 이와 같은 교문밖 현상과 함께 초등학교 교문 안에서도 하나의 교과를 다양

한 자격의 교사가 나누어 가르치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학교외

부에서 온 강사가 있다는 것은 초등교육의 아웃소싱(Powell, 2015)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이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체육교과 내에서도 건강 활동은 타 영역

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욱 다양한 편에 속하며, 그러한 영역적 특성이 미합의 

목표로 실천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적 배경과 철학이 각기 다양한 건강 

활동 지도자가 하나의 교육적 목표를 향해 상호 연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체육교과 전담교사제의 확대시행이나 스포츠강사를 격년으로 배

치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가르치게 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합의 목표로 건강 활

동이 실천되는 양상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서로� 얘기를� 해� 보거나� 보는� 과정은� 없지.� 없어,� 힘들어서� 라기�

보다는� 뭐� 귀찮아하는� 거지.� 충분히� 해야� 될� 일인데� 음.�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걸� 생각을�

해보면� 굳이� (학생들이� 보건교사와)� 같이� 하는� 것들은� 빼버리고� 애들도� 그거� 했던� 거라고�

또� 얘기도� 하고.� �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뭐� 어떻게� 좀� 객관화된� 자료로� 해서�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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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리고� 이게� 이� 보건하고� 어떤� 체육의�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왜� 보건이� 이� 체육

수업에� 들어와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 그� 안에� 다른� 활동들과의� 연계성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교과서� 자체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이처럼 건강 활동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사 사이에서 실천상의 연계를 위한 논

의가 미흡한 경우,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길러줄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수립하기 어렵다. 명확하고 합의된 목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건강 활

동의 실천은 내용, 방법, 평가의 잇따른 질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조정의 과정을 거친 학교 건강 

교육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이다. 같은 자격을 가진 교사라 할지라도, 교사 개인이 어

떠한 교육적 경험과 연수의 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사가 된 이후, 체육교과 또는 건강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는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까지 고려하는 내실있는 건강 활

동 수업의 실천 여부로 귀결되는 모습이었다.

건강� 활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지.� 옛날에는� 거의� 그러니까,� 생리학� 막� 이런� 먼�

데� 있는� 것,� 어려운� 거라� 했는데� 이� 공부(대학원� 과정)를� 하면서� 어,� “건강� 활동� 내� 가까

이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삶� 자체에도� 있다.”� 라는� 생

각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지.� � �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교사모임� 다니면서.� 제가� 초임이었을� 때� 갔으니까,� 그때� 정말� 잘� 간� 것� 같아요.� 교사� 모임�

가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 시작이니까� 저는� 약간�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다� 적용시켜보기도� 하고.� 바꿀� 게� 없으니까� 다�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좋았

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런� 거에서� 많이� 시야가� 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활동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것� 같아요.� �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박윤수 교사는 대학원 공부를, 하연주 교사는 체육을 공부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건강 활동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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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실있는 건강 활동의 실천을 위한 교사 전문

성 신장을 방해하는 요인도 찾아볼 수 있었다. 향후 논의할 매개적 요인 중 체육

교과를 경시하는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의 인식이나, 거시적 요인에서 언급할 교

사간의 정보 교류를 줄이는 교원평가제도는 교사 전문성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역할을 하였다. 여러 차원에서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다시 건강 활동 

실천에 영향을 준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건강 활동 관련 교사의 전문성을 살펴보자면, 전문성 개발의 과

정이 무엇이었는가를 탐색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도 찾을 수 있었다. 그

것은 전문성 신장 과정을 통해 “교사가 얻게 되는 전문성의 차원은 무엇이었는

가?”이다.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지식, 수행, 심성, 성찰의 네 가지 관점에

서 구분해보았을 때(조기희, 2015), 그 동안 건강 활동과 연관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지식과 수행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조차도 매우 희미하게 나타났다. 

Q� :� 건강� 활동� 관련� 교사� 연수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A� :� 이런� 것도� 문젠� 게� 그런� (신규교사)� 추수연수나� 이런� 데에서도� 트렌드가� 항상� 있잖

아요.� 그� 트렌드에서� 건강� 활동은� 거의� 안� 다뤄졌던� 것� 같아요.� 학습이라든지� 교수법� 이런�

것들은� 중시해서� 가르치는데.� 요즘은� 거꾸로� 교실,� 하부루타� 이런� 거� 막� 가르치는데.� 건강�

활동� 관련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참교육(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칭)에서� 처음이고,� 창피

한� 이야기인데,� 교대� 때는� 잘� 기억� 안� 나요.�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거기서(교사연수)� 배우는� 거에� 건강� 활동은� 없지.� 아니� 뭐� 그� 지금� 딱� 생각하는� 게� 없어.�

보통� 주로� 경쟁� 활동인� 거야.� 경쟁� 활동이면서� 새로� 나온� 뉴� 스포츠� 개념?� 그러니까� 예전

에�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형된� 게임들.� 그거에� 대해서� “요새는� 이런� 것들도� 많

이� 해요.”� 어,� 그런� 거에서� 아,� 생각� 못� 해봤던� 거에� 대해서� “저것도� 괜찮겠다.”� 하는� 거

지.� (교사연수가)�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게끔�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 교육과정� 그� 뭐야�

커리큘럼� 자체도.� 근데� 건강�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 �

� (교사� 강경준,� 심층� 면담)

내가� 교육청� 강의도� 나가고,� 여러� 가지� 건강� 활동� 강의하는� 내� 후배들도� 봐도� 진짜� 건강�

활동을� 가르칠� 전문가들이,� 체육� 전문가들이� 그냥� 나눠서� 하더라고.� 연수를� 먼저�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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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나눠서� 하더라고.� 경쟁� 활동을� 가르쳐도� 그� 액티비티가� 건강� 활동이고,� 건강� 활

동을� 가르쳐도� 액티비티가� 경쟁� 활동일� 수� 있고.� 액티비티는� 하난데.�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제대로� 가르치는� 건� 아니지.� 다� 활동별� 특징이� 있는데.�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체육연수� 자체를� 스키,� 배드민턴� 이런� 것만,� (스포츠)� 종목� 위주로� 들어가지고.� 교대에는�

교수님� 수업� 그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생리학적인� 지식� 위주의,� 초등학교에서� 지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발제� 준비하고� 막� 발표하고� 과제� 내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어렴풋하지.�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연수, 경쟁 활동의 그늘에 가려 소외된 건강 활동 연

수, 신체 활동 가치 영역별 고려보다는 강사를 먼저 결정한 후 내용이 뒤따라 정

해지는 연수 등의 사례는 학생들의 삶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건강 활동을 가르치

고자 하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나타낸다. 또한 

체육교과의 전형적인 교사 연수 형태라 볼 수 있는 스포츠 종목 중심의 탈 맥락

적인 현직교사교육(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은 건강 활동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지식, 수행, 심성, 성찰적 차원의 균형을 고려하는 교사 전문성 신장의 과정

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나. 매개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의 사이에 있는 요인을 매개적 요인으로 보았다. 미시적 요인은 건강 

활동이 직접 실천되는 수업의 장면을, 거시적 요인은 교육환경 전체를 배경으로 

본다면, 매개적 요인은 그 가운데인 교실과 교육 전반 사이에 존재한다. 즉, 수업

에 직접 등장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학교나 교육청 또는 학부모처럼 간접적으로 

건강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교육 전반의 변화를 교실로 가

져오거나 변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학교 관

리자나 학부모의 교육관이 건강 활동의 실천에 간접적인 변화를 주는 매개적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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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

  교육과정(curriculum)은 말이 달리는 경주로를 의미하는 라틴어 쿠레레(currere)

에서 유래되었다. 어원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와 어떤 길을 따

라 공부하게 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그려낸 것을 교육과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어떠한 교육적 이상향을 추구하는가와 관련된 이념적 

교육과정, 고시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구체적인 형태의 문서적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하며 형성해나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강신복, 2009; 조미혜, 오수학, 2004). 그 중 본 절에서 건강 활동 수

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술한 교육과정은 문서적 교육과정에 해

당하는 부분으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검정 교과서와 지도서

를 뜻한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내용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순서로 기술되어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목차에서 짐

작할 수 있듯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건

강 활동의 실천에 즉각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

육과정의 세세한 내용보다도 문서적 교육과정이 작성되는 기초적인 과정에서 시

작된 교육과정의 미약한 입지와 나열식 구성이 건강 활동의 실천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미약한 입지의 교육과정이다. 주지교과 위주로 작성된 교육과정의 틀에 

예체능 교과가 담기는 과정에서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기 힘든 국가수준교육과정

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체육교과의 주변적 입지(Lux & McCullick, 2011)가 투영되

어 있다.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은 교과의 경우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오로지 

교육과정 문서로만 나타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 교과와 똑같은 형식에 맞

춰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더욱이 건강 활동은 체육과 교육과정 중에서도 경

쟁이나 도전 활동의 영역에 밀려 교육과정 변화의 중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과정의‘변방 중에서도 변방’에 해당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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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의� 이제� 우리는� 건강�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체육� 교육과정� 안에� 있었지만� 사실� 비

중이� 어떻게� 보면� 도전이나� 경쟁� 활동이� 마치� 체육의� 전부인� 것처럼� 다루어졌고� 건강� 활

동�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태로� 받아들여졌다고.�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 �

� � 지금� 생각하면� 건강� 활동은� 체력,� 보건,� 안전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옛날� 방식의,� 심지

어� 6차,� 7차(교육과정)�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건강은.� 다른� 영역은� 아주� 많이� 바뀌

었어.� 놀라운� 사실은� 건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옛날� 교과서하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물론� 약간� 활동적인� 액티비티나� 그런� 게� 추가되어� 있지만.� 교과서의� 흐름이나,� 어

떤�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거야.�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 � 그리고� 그� 이유는� 옛날에� 건강� 영역이� 완전히� 체력� 영역이었거든.� 체력하고� 보건� 영역이

었거든.� 보건은� 그냥� 뭐냐,� 완전히� 성교육� 중심� 뭐,� 보건선생님이� 하는� 완전히� 그런� 내용으

로� 갔었고.� 체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체력� 증진만을� 위한� 모델이었거든.� 그런� 것들이� 건강�

활동� 들어와서도� 똑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교과서� 구성을� 해봐� 그럼� 딱� 나와.� 옛

날� 교과서� 내용� 컨텐츠랑� 거의� 바뀌지� 않아.�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상의 체력 영역의 경우,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 

놀이 중심에서 운동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활동 중심으로 변천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활동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는 홍은수 교사의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과거부터 교사

들이 실제 건강 활동 수업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확고하여,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숱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경쟁 

활동이나 도전 활동만큼 개정의 중점에 따른 내용을 새로이 반영하고 조정해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하는가?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에 관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입지는 불안정하고, 

그 안에서도 건강 활동 교육과정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도 문서적 교육과정이 본래의 뜻대로 구현되기 보다는 교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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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비하는 데 사용하기 용이한 교과시수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

강 활동 수업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보

다는 교내 행사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도 결과 

중심 또는 태도 중심처럼 종합적이지 못한 실천 양상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나열식 교육과정이다. 건강 활동 교육과정은 체력, 안전, 보건의 내용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각 내용은 전공지식의 개념을 분절적으

로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체육교과의 미흡한 연

계성(박미림, 이옥선, 2014; 이애현, 2006; Griggs, 2015)은 짜임새가 부족한 나열

식 교육과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5학년 건강 체력의 예를 들자면,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상황에서는 심폐지구력 

또는 유연성이나 근력‧근지구력 중 하나만 필요로 하는 움직임은 사실상 찾기 힘

들다. 하지만 체육교과서에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등의 요소 중 

하나만 기를 수 있는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을 수 없고, 그 부분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데도 따로 떨어뜨린 나열식 구성이라 볼 수 있다.  

� � 저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교육과정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

르치기)� 쉬운� 거는� 경쟁� 활동인� 것� 같아요.� 경쟁� 활동도� 이제� 뭐� 무슨� 형� 게임,� 무슨� 형�

게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니깐� 이제� 아이들한테� 기능연습을� 좀� 시키고,� 거기서� 변형해서� 게임을� 시키고,� 이게� 좀� 지

도하기가� 유형화� 되어� 있어서� 편하더라구요.� 건강� 활동� 보다는.� � (교사� 이윤정,� 심층� 면담)

� � 체력적인� 측면은� 또� 그것도� 경쟁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는� 거야.� 나는� 체력을� 부각시켜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각을� 시킬� 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순발력을� 키워보자,� 근

력을� 뭐해보자,� 뭐해보자,� 뭐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순한� 활동이� 나열돼� 있어.� 순발력을� 기

르는� 활동� 짠짠짠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조금� 더� 경쟁� 또는� 게임� 또는� 종목� 이렇게�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예를� 들어� 개연성도� 좀� 나타내고.� 그거�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 하고� 나서� 더� 심화되기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하고.� 친학생

적으로� 체력� 운동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는� 자꾸� 경쟁한테� 밀



- 186 -

리니까.� 안� 그래도� 교사들은� 체육� 교육과정� 개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그런� 재미없는� 걸� 자꾸� 갖다� 놓으면� 가르치겠냐는� 거야.�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이처럼 연구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의 나열식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

견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학문의 

건강 관련 전공 지식을 초등학교의 맥락으로“수준내리기에 실패”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경쟁 활동이나 도전 활동보다 교육과정

의 짜임이 체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부분에서는 나열식 교육과정의 모습이 나타나

는 이유가 검정 교과서의 심사 과정(배종희, 추갑식, 2013)에 있다는 의견도 있었

다. 교과서 집필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 교사는 현재의 나열식 교육과정 구성 

보다는 성인에 비해 미분화된 초등학생의 인식에 맞추어 체력의 각 요소들이 통

합된 체력 향상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통합된 

형태의 활동을 제공한다면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명료하게 드

러나지 않기 때문에 탈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 체력,� 운동� 체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게�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

들�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야.� 검정을� 심사하는� 사람이.� (한숨을� 쉬며)�

하아.� 능력� 없는� 그,� 그,� 사람이(웃음)� 교과서에� 못� 들어가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

어가서� 그런지,� 오히려� 창의력이� 많이� 들어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거든.� 내가� 한번� 떨어

져봤거든.� 심사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맞아.� 그런� 영향이� 있는� 거� 같아.� 뭔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 � 무슨� 재미가� 있지?�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거�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근력을� 기르는�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재미없게,� 분절되게� 아이들� 체력을� 기르는� 게� 이렇게� 꼭� 할� 필

요가� 있을까?� 재미있는� 액티비티� 위주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 �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과 검정 교과서, 그리고 교

육과정 재구성자로서의 교사 역할은 획기적인 속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



- 187 -

만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유연화를 다른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 운영 체제가 발

맞추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은 문서적인 수준에서는 수시 개정을 하면

서도 실상 실천적인 수준에서 같은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다. 건강한 생활양식이

라는 건강 활동 영역의 목표는 체력, 보건, 안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체

력향상이라는 교육과정의 큰 그림은 교과서에서 각각의 체력 요소로 낱낱이 나

열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건강 활동은 몇 개의 성취기준만 골라서 가르치는 한정

적인 목표의 형태로 실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체력향상으로 가는 길이 서

로 연결되지 않는 작은 조각의 상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 활동이 하나의 

간단한 동작만 반복하여 가르치는 훈련 중심의 방법으로 실천되었을 것이라 판

단된다. 

 

  2) 교육관

  교육관(敎育觀)이란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의미한다(서울대학

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교육관이라 

볼 때, 교육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연구들은 교육관이라는 용어를 교사

의 교육관과 동일시할 정도로 교사의 입장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해왔다(김경

숙, 함지선, 2001; 최종호, 박대권, 1999). 그러나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교실은 밀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사의 뒤편에는 학교운영의 결정권을 가지

고 있는 학교 관리자가 있다. 또한, 학생의 뒤편에는 희미한 학부모의 그림자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 이외의 교육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도 교육 

실천과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강 활동을 

둘러싼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교육관은 어떠했으며, 교육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 관리자의 교육관이다. 학교 관리자라 할 수 있는 부장교사, 교감 또

는 교장 선생님이 교사가 체육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건강 활동

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 관리자가 국어, 수학, 사회 등의 주지교과에 

관한 교사의 수업 공개는 지지하면서, 체육 교과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중요

한 공부라고 인식하지 않을 때, 교사의 교육 실천은 움츠러드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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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머뭇거리며)� 건강� 활동� (수업공개)을� 하고� 교장실에� 불려갔는데� 체육� (정적이� 흐른�

후)� 은� 공개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공개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

는� 얘기를� 했었고� 어.� 그래서� 왜라고� 묻지는� 못�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신경이� 쓰였던� 건�

음,� 교실에서의� 수업은� 늘� 학부모들이� 익숙한데� (정적)�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애들이� 수

업하는� 건� 학부모들이� 정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논다.”라고� 생각하는� 그

런� 인식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놀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체계를� 가진� 수

업으로� 구현을� 해내고� 싶었고� 그게�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업이� 아니라는� 걸,� 그런�

놀이가,� 놀이가� 아니라는� 걸,� 체력요소를� 기반으로� 한� 아주� 탄탄한� 수업이� 될� 수� 있다� �

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체육을� 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한테는� 이게� 체력이� 아니

라� 하나의� 놀이처럼� 인식이� 되도록.� 나한테는� 수업이지만� 아이들한테는� 놀이로� 인식이� 되

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교장선생님은� 체육이� 수업이� 아니다,� 체육을�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좀� 그런� 인식� 자체가� 싫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6

월� 달에� 동료� 장학을� 할� 때� 동학년� 선생님들이� 체육� 수업� 보고� 싶다고� “공개� 수업으로�

체육�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해서� 저는� 괜찮았는데� 교장선생님의� 이제� 시선이� 또�

그렇게� 돌아� 올까봐,� 사실� 망설이는� 부분도� 있죠.� 체육만.� 유독� 체육만.�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 재량� 상관없이� 체육은� 안� 된다,� 체육은� 공개� 수업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되게� 금

기시하는,� 비밀시하는� 체육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싫었어요.� �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주지교과만 수업공개로 

보여줘야 한다는 학교 관리자의 교육관은 임미소 교사의 학교에서만 나타난 현

상은 아니었다. 정규현 교사나 송규빈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관리자의 체

육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체육은 수업이 아니다. 노는 시간이다.”

라는 학교 관리자의 인식은 건강 활동의 내용 중에서도 주지교과의“공부”를 

잘 해내기 위한 체력을 기른다는 한정적인 목표로 실천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체육교과는 노는 시간(Placek, 1983)이기 때문에 학교 행사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가르쳐도 된다는 암묵적인 학교관리자의 동의로 생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건강 활동 실천의 한정적인 목표와 행사를 대비하는 내용

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교육의 과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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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만 하면 학습의 과정에 관계없이 후한 평가를 주는 태도 중심의 파행적

인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  

  다음은 학부모의 교육관이다. 앞서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 수업 공개에서 체육

교과는 선택하지 말라는 의견을 교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은 체육을 바라보는 학

부모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자녀의 주지교

과에 대한 학습은 우선시하면서도, 체육교과는 학습 이외의 해방 시간으로 여기

는 학부모의 교육관(박대권, 남석희, 박창범, 2006)은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입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직

결되는 수업 공개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 활동의 활발한 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필요함

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 체육을� (공개� 수업으로)� 해도� 돼요.� 근데� 체육으로� 구지...� 아� 그런� 건� 있어요.� 학부모�

공개� 수업을� 체육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선생님은� 체육밖

에� 안하는� 것� 같애’.� (중략)� 처음에는� 좀� 주지과목을� 해서� ‘아,� 이� 선생님이� 체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이랑� 사회랑� 국어도� 잘� 가르치는구나.’� 인식을� 좀� 심어주고� 체육을� 많

이� 하죠.�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

  위의 자료처럼 송규빈 교사는 학부모 공개 수업을 체육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공개 수업으로는 체육교과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주지교과를 잘 가르친다는 인상을 남겼을 때 체육교과를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이 주

지교과 교육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본 연구가 입시와 가장 

거리가 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건강 활동의 실천은 동

일한 공통 교육과정(초1-중3) 내에서도(교육부, 2015)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 

교육관이라는 더욱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시를 중시하는 학부모의 교육관은 연구 참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체력의 내용을 일상생활로 연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 모습 중 하나로 언급되었던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체력 지도의 내용은 가정과 연계하여 실천하는데 핵심이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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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관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갈구하는 배움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규 체육 수업이 가정으로 연계되기 어려웠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신체활동을 한다면, 그것의 대부분은 태권도나 합기도, 수영과 

같은 학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조차도 체육 관련 진로를 고려하

지 않는 학생의 경우, 주지교과 관련 학원으로 인한 시간 조정으로 고학년이 될

수록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학원을 그만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건강 활동 

수업 이외의 교내 건강 프로그램마저 학부모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실천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Q.� 태권도� 하고�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A.� 수영은� 안� 맞는� 것� 같고,� 태권도는� 엄마가� 그걸로� 돈� 벌� 거� 아니면� 그냥� 끊으라고� 해

서.

Q.� 엄마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A.� 엄마는� 그냥� (저의)� 장래에� 대한� 그게� 많이� 있어요.�

Q.� 어떻게요?

A.� 어..� (망설이며)� 나중에를� 위해서� 일부러� 가르치고� 그런� 것� 같아요.�

Q.�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요?

A.� (웃음)� 꿈이요.� 엄마가요.� 저는� 체구가� 작아서� 운동하는� 거� 안� 맞는다고� 생각하셔서� 그

냥� 끊을꺼면� 끊고,� 쉴꺼면� 쉬라고.�

Q.� 그럼� 송은이한테� 엄마가� 꼭� 해야� 된다� 하시는� 그런� 거� 있어요?

A.� 영어요.� (웃음)� � (4학년� 남학생� 이송민,� 심층� 면담)

영어랑� 수학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래야지� 좋은� 대학교� 간대요.� � (4학년� 남학생� 신재

현,� 심층� 면담)

학부모님들은� (아침�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구요.� 아침부터� 움직이면� 집중이� 안� 되

거나� 산만해질까봐� 걱정도� 많이� 했었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했어요.� 아침부터� 체육을� 한다.� 아침부터� 체육을� 하는� 분위기� 같은,� 뭐� 그런.� 교사들

이� 아침에� 바쁜데� 시간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학부모들의� 걱정,� 학부모들

의� 반대도� 없진� 않았고요.� � (교사� 박지수,�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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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수업 내용에 대한 가정의 연계를 떠나서, 사교육이나 자유놀이 등으로 이

루어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신체활동 조차도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극히 부

족하거나 금기시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쩌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

한 시간 확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일상생활

로 연계되는 체육수업은 실천하기 힘든 이상향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자신의 온전한 의지만으로 배움을 선택하기 힘든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신체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 배운 체력 수업의 내용을 가정에서 잘 실천하고자 노력

했던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소수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종목, 시간 등에 관한 질문에서 자신의 결정적인 경험이나 부모님 이야기

를 빠뜨리지 않았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으로 잘 연계된다면, 그 연계에

는 부모의 지지라는 환경적 요인이 반드시 존재했다.

왜냐면요.� 제가요.� 다섯,� 제가� 원래� 다섯� 살� 땐� 이렇지� 않았어요.� 약간� 집에� 쳐� 박혀� 가지

고� 책� 읽는� 거� 더�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제일� 좋아하는� 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 가지고� 우유� 마시면서� 책� 읽기였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요.� 조금� 많이� 걱정

을� 하신� 게요.�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책만� 읽고� 있으니깐요.� 키는�

안� 크고� 살은� 빠지고� 이렇게� 돼� 버려서� 그때� 엄마� 아빠가� 운동을� 되게� 하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엄마� 아빠가� 운동하라고� 안� 했으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크면서� 운동하면서�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그냥� 운동

하라고� 한� 거예요.� � (6학년� 여학생� 신지윤,� 심층� 면담)

Q.� 민성이는� 선생님이� 만나본� 친구� 중에� 운동을� 많이� 해� 본�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

동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A.� 그냥� 부모님은� (운동)� 하는� 거는� 다� 추천하시니까,� 다� 해보라고� 하세요.

Q.� 혹시�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잘�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엄마랑� 아빠도� 예전에� 체육을� 좀� 하시던� 분이에요.� 아빠는� 수영� 배우셨구요.� 엄마도� 수

영� 배우셔서� 같은� 수영장에서� 만나신거에요.� 그리고� 결혼� 하셔서요.� � (6학년� 남학생� 하민

성,�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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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수집된 자료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참여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가정 문화가 있는가(김한별, 2015; 서재철, 양광희, 2016)의 여부는 

건강 활동 실천의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관이 건강 

활동의 교육 목표와 필요성을 인지하는 긍정적인 교육 환경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학부모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학생의 건강도 주지교과의 가시적인 

점수처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기록과 수치로 나타내 주길 원할 수 있다. 결

국 학부모의 교육관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 중심의 건강 활동 평가가 앞으로도 

만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본 절에서 살펴본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의 주지교과 교육을 중시

하는 교육관은 건강 활동을 가르치는 교실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요인으로

서 교사와 학생이 건강 활동을 실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교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가 체육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줄어들게 하였으며, 학생들이 체육 교과에서 유익함 보다는 흥미

만 추구하는 교과인식을 가지게 하도록 작용하였다. 하지만 체육교과를 학습으로 

보지 않는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의 교육관을 탓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체육교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을 

유도하는 것 자체도 교사와 체육교육학계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일 수 있다.

 다. 거시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거시적 요인은 건강 

활동이나 체육교과에만 국한되지 않는 교육의 전반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는 단위학교를 지배하는 문화, 또는 학교문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경향이 

포함되며, 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다. 건강 활동 실천의 거시적 

요인은 사회 전체의 인식과 변화를 교육이라는 제도 안으로 옮겨 오는 역할을 

하며, 수업의 실천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건강 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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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문화

  

  건강 활동의 실천은 명문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직접적이

고 가시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영향

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바로 실천의 장을 감싸고 있는 문화이다. 문화(文化)

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의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낮은 학습 

효과의 원인이 학생 개인이나 교수법의 문제 보다는 학교의 조직 문화 및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에 있다는 선행연구(Saunders & Somekh, 2009)는 교육의 실천

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절

에서는 건강 활동이 실천되는 교실 보다 조금은 더 넓은 테두리에서 학교를 지

배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성과주의라는 학교문화가 건강 활동을 실천하는데 어떠

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개인주의 문화이다. 학교에 개인주의가 스며들게 된 데에는 다양

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보다 더 큰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 성향에 가장 큰 원인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즉 교원평가로 1

년에 1번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업무수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일이다. 교원평

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점검하고 

자기연수 계획을 작성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교육부, 2016). 하지만 동

료끼리 서로를 평가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교직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같은 학교 교사들끼리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게 

되고, 학부모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사 자신의 교육활동이 전체 교원 중에서 상대

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 협력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의 발달로 과거처

럼 동료교사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홀로 교육 정보를 얻고 

스스로 소비하는 일이 교직의 개인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 � 전혀� 와서� 묻지� 않고,� 그리고� 서로� 묻는� 걸� 실례라고� 생각하고� 쉬쉬한다는� 거죠,� 사람

(교사)들은.� 그러면서� 수업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항상� 고민해요.� 어,� 난� 기능� 못� 하는데�

어떡하지?� 누구� 시범시키지?� 어떻게� 하지?� 무슨� 내용을� 설명하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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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예요,� 교사들은.�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 � 난� 동학년� 공동체가� 젤� 좋은� 것� 같아.� 동학년� 공동체가� 같이� 진도� 나가면서� 먼저,� 어떤�

한� 두� 명이� 먼저� 나가서� 연구해보고,� 그럼� 사람들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 보세요.� 하면

서� 난� 이거�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야기� 하는� 거.� 그게� 진짜일� 것� 같아.� 동학년� 공동체

를� 학교에서� 공동체로�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줘야�

되.� 교사들이� 앉아서� 서로� 연구할,� 나눌� 수� 있는� 그런데� 관리자들은� 논다고� 생각하지.� 차� �

한잔� 마시면� 논다고� 생각해.�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 체육� 같은� 것도� 무지� 관심� 많

으셔.� 내가� 뭐� 했다고� 하면� 나도� 가르쳐� 주세요� 해� 주세요.� 의외로� 선생님들이� 체육에� 대

해서� 관심이� 많아.� 그런데� 배울� 기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 거야.� 건강� 활동은� 더� 그렇지.�

� � 저번에� 논문들� 보니까� 교사� 교육공동체� 연구� 많이들� 하던데,� 연구한� 영역을� 보면� 다� 도

전이나� 경쟁이야.� 선생님들도� 원하고.� 건강� 영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고.�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처럼 전공과목별로 교사들이 교류하지 않고, 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업무가 추진된다. 그러므로 임미소 교사의 이야기처럼 “서로 

묻는 걸 실례라고 생각하고 쉬쉬하는” 학교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속화시킬 가

능성이 있는 교원평가는 교사 전문성 신장의 위기를 의미하는 적신호와 같다. 교

원평가 및 전자 기기의 발달, 그 밖의 사회 전체적인 개인주의의 만연 등으로 교

사의 전문성 신장이 흔들린다면, 뿌리가 얕은 순서대로 주지교과보다는 체육교과

가, 체육교과 중에서는 홍은수 교사의 심층면담 자료처럼 “건강 활동은 더 그러

한” 현상이 나타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교사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보다는 교사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서경혜, 2013; 조기희, 2015; Armour & Yelling, 2007)의 접근이 

초등체육 건강 활동 실천을 위한 교사 전문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동학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독특한 교

직 문화가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학교 또는 같은 학년에서 어떻게 교사의 협력

과 전문성을 함께 신장할 수 있을지 중등과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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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 실천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의 성과주의 문화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건강 활동이 체력이라는 

한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PAPS나 줄넘기와 같은 교내 행사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실천되며 결과 중심으로 평가되는 배경에는 학교의 성과주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을 제공해주는 건강 

활동의 학습 내용은 보건이나 안전보다는 단연 체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체력의 

교육 내용 중에서도 PAPS는 학교의 성과주의 문화를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

례이다. 

  PAPS의 비교육적인 실천과 정확하지 않은 측정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의 성과주의 문화가 반영된 학교평가였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평가하

고 등급을 나누는 방식의 학교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교사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학생들의 PAPS 결과가 학교 평가의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학교의 

평가 등급과 교원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한 파행적인 PAPS 운영이 무더기로 늘어

났다. PAPS와 학교평가, 성과급이라는 세 가지 연결고리에는 숫자나 등급으로 나

타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성과주의의 학교 문화가 존재하

였다.  

PAPS는� 아주� 문제가� 많지.� PAPS는� 재는� 사람� 마음이야.� 그리고� 왜,� 그보다� 큰� 문제점은�

4등급,� 5등급,� 비율을� 올해는� 모르겠는데� 학교평가에� 작년까진� 반영을� 했거든.� 그러다� 보

니까� 교장선생님이나� 담당부장이� 4급,� 5급,� 몇� 명� 나왔는지� 퍼센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부장� 회의� 가면은� 어떻게� 하면� 애들� 기록� 잘� 나오

게� 하는지� 그런� 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안� 나오면,� FM대로� 하면� 자기� 학교만� 바보� 되

는� 거야� 자기� 학교만.�

� � 지금� 전국적인� 퍼센트가� 인터넷에� 언론에� 나오잖아.� 전국에� 4급,� 5급� 비율이� 초등학교�

몇� 퍼센트,� 중학교� 몇� 퍼센트.� 그거� 다� 개� 구라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거� FM으로� 재

면은� 잴� 수가� 없어.� 학교� 평가를� 한다니까� 학교에서� 편법을� 만드는� 거고.� 그니까� 그� 수치

가� 다� 그냥� 만들어낸� 수치인� 것� 같고� 물론�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큰� 문제,� 학교� 평가가� 됐다는� 게� 아마� 제일� 문제고.� (중략)� 학교� 평가에� 반영� 안� 됐을�

때는� 다들� 제대로� 했어.� 그리고� 4급� 5급이� 많더라도� 많이� 나오면� 어때?� 걔네들한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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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초등학교� 평균이� 내가� 알기론� 4급,� 5급이� 3.� 몇�

퍼센트일걸?�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백� 명� 중에� 세� 명만� 4급,� 5급이야.�  � (교사� 정규

현,� 심층� 면담)�

PAPS의� 문제가� 이게� 또� 학교평가랑� 연계가� 되니까� 교사들한테� 사기를� 치라고� 종용� 하는

거에요.� 이게� 구조자체가� 4,� 5등급� 애들이� 있으면� 완전� 막� 걔네를� 구제해야� 하는� 시스템

이니까� 구제를� 안� 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학교� 성과급이� 영향이� 있고,� 학교� 평가에� 영향

을� 받으니까..� 학교평가에� 민감한� 교장,� 교감이� 계속� 푸쉬를� 하고� 그니까� 근데� 그� 기준이�

높으니까� 이게� 솔직히� 측정을� 하면� 완전� 막� 4,� 5등급이� 이만큼인거에요(약간� 격양된� 목소

리로)� 구조자체가.� 그니까� 이제� 살짝� 살짝� 사기를� 치는� 거죠.� 체육부장� 입장에서도� 선생님

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

해요.�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이처럼 학교평가의 일환으로 PAPS의 결과가 기록되고 교육청에 보고되면서 

PAPS는 정확하지 않도록 의도된 방법으로, 교육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성

과 달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에서 이제는 PAPS가 학교평가의 항목에서 제외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

만, 교육을 가시적인 성과라는 도구로 측정하고자 하는 모습은 PAPS가 아닌 다

른 곳에서도 또 발견되었다. 

그런� 거야.� 스포츠클럽이라는� 거를� 등록을� 시켜야� 돼.� 반에서건� 아니면� 그래서� 뭐� 90� 몇�

프로가� 되어야지� 우리� 학교� 평가가� 어떻게� 돼� 그런� 거�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등록률

을� 위해서� 이걸(아침� 달리기� 프로그램� 운영)� 하고� 있지는� 않나.� 내� 생각은� 사실은� 담임선

생님들이� 어...� 하나씩의� 클럽을� 하나를� 하는� 거지,� 우리� 반� 애들.� 그게� 이제� 아침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줄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포츠� 뭐� 뉴스포츠나� 이런� 거

를�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아침�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내가� 거기에�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 그래서� 애들이� 다� 했겠지� 생각하

고선� 사실은� 확인도�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아� 내가� 하긴� 했으니까� 그냥� 스포츠� 그� 날짜

에다가� 몇� 월� 며칠날� 해갖고� 50분� 올리고,� 또� 50분� 올리고� 그래서� 열일곱� 시간만� 채우면�

그냥� 뭐� ‘학교에� 도움�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애들의� 어떤� 그거랑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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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너무� 이거�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이게� 너무� 그� 점수와� 관련되어서� 학교� 평가와� 관련되

어서� 행정적인� 그� 다음에� 약간� 그� 요식� 행위�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 느낌.� � (교사� 박

윤수,� 심층� 면담)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의 성과를 묻는 항목은 여전히 학교평가와 맞물

려 있었으며, 정과 외 체육활동에서도 성과주의의 학교 문화는 건강 교육의 내실

있는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교평가에 포함되는 항목

이 PAPS인가, 아니면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율인가 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혀 나가는 교육의 전 과정을 단편적인 실적 중심으로 나

타내고자 하는 학교나 교육청의 성과주의 문화 전반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육정책 

  건강 활동 수업을 무대 위의 공연에 빗대어본다면, 무대 밑에는 교육과정에 의

거하여 수업이 효과적으로 실천되도록 보조하는 수많은 역할이 존재한다. 공연을 

준비하는데 배우들의 연습과 다양한 소품 및 외부에서 구해 온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듯, 건강 활동의 실천에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용기구나 

장소, 체육수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아웃소싱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 

중 본 절에서는 건강 활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연수와 아웃소싱이라는 

수업 바깥의 교육정책이 건강 활동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연수이다. 교사연수는 미시적 요인에서 언급했던 교사의 전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하는 요인으로 교사가 건강 활동을 내실있게 실천하도록 도

울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매개로하는 체육교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교과보다 유독 체육연수에 대

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기� 연

수가� 제일� 필요한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랑� 다르게� 체육이라는� 건� 몸을� 어,� (머뭇거

리며)� 신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다가서는� 데� 하나의� 장애물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머리� 쓰는� 데� 익숙하지만� 몸을� 쓰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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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도� 그� 연수� 자체도� 단편적인� 경우가� 너무� 많고� 받았다고� 해도� 그� 기능이� 내� 몸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받긴� 열심히� 받고,� 들어는� 봤고,� 아는�

거� 같은데� 수업은� 안� 되는� 이런� 되게� 아이러니가� 벌어지니까� 그런� 고민이�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경력이� 쌓이는데� 내가� 수업,� 어떤� 디테일은� 계속� 그� 상태

인.� 그래서� 그게� 오개념으로� 자리� 잡아� 버리는� 그런� 사태가� 종종�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

고.� 어.� 나도� 스포츠가� 좋지만� 체육� 기능을� 알지만� 분명� 오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신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다가서는 데 하나의 장애물이 더 

있다.”는 연구 참여 교사의 말처럼 체육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연수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체육교과의 독특한 성격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장

경환, 이옥선, 2014a).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추수 연수, 1급 정교사 연수 등 

교사로서 의무로 이수하는 교사연수 과정이 대체로 실제 수업의 상황보다는 일

대다 방식의 강의라는 점에서 체육교과의 교사연수가 현직교사에게 얼마나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미소 교사의 “우리

는 머리 쓰는 데 익숙하지만 몸을 쓰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말처럼 교사들이 

예체능 교과보다는 주지교과에 익숙한 성향이 있다면, 전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

는 초등교사에게 더욱 필요한 교사연수는 지금처럼 이미 교사들이 어느 정도 자

신감을 가지고 있는 주지교과에 관한 강의식 연수가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의 관

심을 깨우는 예체능 교과의 특성에 맞춘 교사연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다음은 아웃소싱(outsourcing)이다. 학교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

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된 아웃소싱은 국내외의 체육교육에서 이미 짙게 나타

나고 있는 현상이다(Macdonald, 2011). 인적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가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 점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 물적 측면에서는 3-4학년의 

수영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외부기관에서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흡

연예방교육, 성교육, 약물오남용 등의 교육 내용을 일회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체육교과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같은 주제를 여러 



- 199 -

사람으로부터,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외부기관 등 다양한 출처의 문서에 의거하

여,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건강 활동이 합의되지 못한 불분명

한 목표로 실천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Q.� 건강� 활동�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나요?

A.� 금연이요.� 금연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했어요.

Q.�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A.� 네.�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Q.� 왜� 그렇게� 생각해요?

A.� 흐어.� 똑같아요.

Q.� 어떤� 부분이요?

A.� 음,�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이라던지�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다� 담배� 피지� 말라고.�

나중에� 커서� 담배� 피지� 말라고.� 맨날,� 맨날� 똑같아요.� �

Q.� 선생님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A.� 000� 담임선생님,� 음,� 보건실하고,� 시청각실에� 왔던� 쌤이요.� 금연도� 체육이예요?� � (6학년�

남학생� 최광민,� 심층� 면담)

Q.� 올해� 흡연� 예방� 교육을� 받았나요?

A.� 음,� 흡연� 교육이� 올해요?� 했나?� 있었나?� 아� 맞아요.� 포스터� 그리는� 거요.� 선생님이� 막�

흡연예방교육,� 아니� 포스터� 그리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릴� 거를� 생각해� 오라고� 해서� 하

셨어요.�

Q.� 흡연� 예방� 교육� 받았을� 때� 뭐� 배웠고,� 느낌이� 어땠어요?

A.� 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 (6학년� 남학생� 박우형,� 심층� 면담)

  “맨날, 맨날, 똑같아요.”라는 최광민 학생의 이야기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은 

건강 활동의 일부 주제에 대해 반복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다양한 교

내 및 교외의 지도자로부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배우는 아웃소싱의 역효과가 

나타났다. 일관된 합의점이나 교육계획 없이 다양한 지도자가 같은 주제를 가르

치게 되면서 질적 향상이나 깊은 수준의 지도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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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며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보건교육의 학년 간 연계성 

결여와 반복(김영식, 김진환, 김희상, 2003; 유정애, 2007)은 그동안 체육교육학계

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던 것으로 체육교과의 아웃소싱이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

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 활동 교육이 학생들에게 교

육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채“포스터를 그리는” 단편적인 일회성 행사로 기억되

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 활동 교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를 통한 명

시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웃소싱의 이슈는 교육과정에 의거한 정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방과후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이 상호 어떤 유대를 가지며 실천될 것인가의 여

부와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스포츠강사 

배치(342교) 및 3-4학년 수영교육비 지원(1인당 4만원) 등의 아웃소싱의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그 중에서도 교사와 스포츠강사

의 경우 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방과후학교라는 세 가지 차원의 교육 활동을 모

두 넘나드는 지도자로 건강 활동의 실천은 수업 외의 교육활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Q.�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나요?�

A.� 학교스포츠클럽� 있어.� 티볼,� 플로우볼,� 피구� 이렇게� 세� 개.�

Q.� 학교스포츠클럽이� 건강� 활동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을까요?�

A.� 그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돈을� 따올� 수� 있고� 또�

이제� 스포츠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월급� 체계가� 작으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

면� 합법적인� 부업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

이게� 어떤� 막,� 아,� 건강� 활동의� 목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흥미를� 주는� 데� 사실은� 좀� 더�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 사실� 그걸�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거보다는.�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아동 건강교육의 명확한 목표 없이 파급되는 아웃

소싱은 “사공이 많은 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정규교사에 의한 체육 수업인가’ 또는 ‘정규 체육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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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아니면 정과 외 체육 활동인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학교의 종합적인 

건강 교육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을 위한 총체적인 학교의 

접근(최의창, 201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이 국내에

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

향을 미치는 미시적, 매개적, 거시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초등체육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금까지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건강 활동의 실천 

양상 및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건강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 건강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체육교과 

속 하나의 영역인 건강 활동을 내포하는 넓은 범주에서, 건강교육의 내실화를 추

구하는 과정은 초등교육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건강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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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그려내는 것과 동일하였다. 심층 면담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강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1) 교사교육의 강화 – 예비교사교육, 현

직교사교육, 2) 교육적 정체성의 강화 – 건강 활동의 방향 정립, 건강 활동의 가

치 명료화, 3)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 학교

교육을 고려하는 건강정책으로 나타났다. 

 

  가. 교사교육의 강화

본 연구에서는 건강, 체육교과,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으며, 그 인식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관리자였다. 이처럼 초등학

교 건강교육에 대한 인식은 대상과 주체를 축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16칸의 격자

형이 완성될 정도로 다차원적이며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각각의 세부 

대상의 특정 주체에 대한 인식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거나 상호작

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무엇을 대상

으로 하는 어떤 주체의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건강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사교육

의 방향을 살펴보았으며,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예비교사교육

  건강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예비교사교육이다. 지금

까지의 예비교사교육이 “잘해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명제를 고수해왔다면, 

앞으로는 “좋아해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잘해야 잘 가르칠 수 있다.” 또는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입

장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예비교사교육은 스포츠종목 습득 위주와 강의식 이론 

전달교육으로 연구 참여 교사가 건강 자체의 개념에 비해 건강 활동이나 건강 

활동 수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제는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잘 알고 있거나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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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조기희, 이옥선, 

2012; Campbell, 2003), 예비교사교육기관에서부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어야 한다(Feiman-Nemser, 2008). 

Q.� 체력,� 보건,� 안전� 등� 건강� 활동의� 지도�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교사교육� 시절에� 배우셨던�

경험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전무해요.�

Q.�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A.� 저는� 종합대라서� 사실� 체육을� 2학점밖에� 안� 들어서� 그땐� 이런� 문제의식� 자체도� 없었지

만.� 그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매트를� 깔고� 구르기를� 시켰어요.� 근데,� 어떠한� 설

명도� 없이� 구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목을� 넣고,� 팔을� 잡고� 허리를� 넘겨서� 뭐�

일어나라.� 맹목적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교육이� 아닌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라는� 건� 분명히� ‘나의� 어떤� 전문성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략)� 결국엔� 선생님이� 좋아하

고� 잘해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할� 때.�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교수님� 중에� 심폐지구력� 관련해서� 논문� 쓰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여자� 중엔� 제

가� 대표로� 뽑혔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험으로� 수업을� 거의� 때웠던� 것� 같아요.� 입에� 뭐�

끼고� 실험쥐처럼� 한� 시간� 내내,� 사점� 올� 때까지,� 단내� 날� 때까지� 달리고.� 줄넘기와� 임용�

합격률의� 연관성� 연구하신다면서� 줄넘기� 매번�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것� 배우고.� 생리학� 이

런� 것도� 진짜� 무슨� 원서를� 가져오신�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랬던�

교수님� 한� 분� 계시네요.�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교사가� 선호하는� 거를� 가르치게� 되는� 것� 같고� 교사가� 선호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

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생기고.�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결국엔 선생님이 좋아하고 잘 해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임미소 교사의 이

야기 속에는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흥미가 지식이나 수행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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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연주 교사의 심층 면담에서도 예비교사와 예

비교사교육 및 교육실천과 예비교사교육 간의 괴리가 나타나, 잘 가르칠 수 있도

록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흥미나 학습 동기가 수업의 성취를 좌우한다는 논의를 주로 해왔다면, 그만큼 또

는 그 이상으로 향후에는 교육 실천을 결정짓는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 

관심, 흥미,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야기가 회자되어야 할 것이다. 

  Feiman-Nemser(2008)의 연구를 차용하자면, 예비교사는 건강 활동에 대해 잘 

아는 것만큼 잘 실천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선행 연

구에 빗대어 말하자면, 건강 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수행 전문성뿐만 아니라 심

성, 성찰 전문성도 고려한 예비교사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조기희, 2015), 

예비교사교육 과정에서 건강 활동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기법적 전문성과 함께 

심법적 자질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의창, 2010b).  

  위의 자료처럼 건강교육 실천을 위한 예비교사교육이 교사들의 기억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 김진희 교사는 

예비교사교육이 “시험 중심, 학점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그조차도 철저히 스포츠중심이었음을 토로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연구 참여 교

사들이 건강 활동을 스포츠교육의 수단적 위치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로 나타났으며, 그로인해 스포츠 활동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체력의 내용에 치중

하여 실천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송규빈 교사는 스포츠와 같은 컨

텐츠,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의 교사교육 보다는 왜 가르쳐야 하는지와 관

련되는 부분이 미약했었음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 또한 예비교사교육에서 심

성적, 성찰적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근거이다. 

Q.� 체력,� 보건,� 안전� 등� 건강� 활동의� 지도�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교사교육� 시절에� 배우셨던�

경험이� 있나요?

A.� 음,� 없어요.� 사실� 거의� 없었고요.� 체육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나마� 교대에서� 그냥...� 기억

난다,� 아� 내가� 이� 정도는� 맛을� 보았다,� 느껴진� 거는� 3학년� 때� 그거� 심화로� 선택해서� 한�

거.� 스포츠.� 종목� 선택해서� 배웠던� 거�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실기� 평가� 보는� 거랑�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 네�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얘

기하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애들한테.� 동작� 이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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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 해� 봐� 연습하고� 우리� 3주에� 시험� 볼� 거야� 수행� 평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랑�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 � 그건� 근데� 교수님의� 재량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의� 재량과� 더불어� 어.,� 한� 명의�

교수� 또는� 교사가� 봐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환경에서� 세부적으로� 기술을� 가르치

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뭐� 딱히� 막� 엄청� 아�

이건� 너무� 못� 배운� 거� 같아’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환경적인� (망설이며)� 부분이.� � (교사� 김진희,� 심층� 면담)

1학년은� 교양이고,� 2학년� 때는� 체육교육의� 이해,� 3학년� 때는� 교육의� 실제.� 구기� 뭐� 육상,�

체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구기,� 육상,� 체조,� 맞아!� 그게� 그� 건도경표여(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에� 안� 맞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대학교수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전공

하는� 걸� 가르쳤잖아요.�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그것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듯� 왜가� 약해요� 왜�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걸� 왜�

배워야� 되고,� ‘이걸� 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냐.’를� 교대� 때� 별로� 배운� 기억이� 없죠.�

How� to만� 알려줬어요.� How� to,�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근데� 왜가� 약하니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기억이� 안� 나지.� 저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Why라고� 생각

하거든요.�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왜� 배우는� 지를� 공감을� 할� 때� 동기가� 생기고,� 뭔

가� 얘기해주면� 먹히려고� 하는데� 와이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죠.�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그렇다면 내실있는 건강교육의 실천을 위한 예비교사의 심성적‧성찰적 전문성

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결국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건강교육을 가

르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송규빈 교사의 이야기처럼 “How 

to를 배우는 예비교사교육에서 Why를 배우는 예비교사교육으로”예비교사교육의 

지향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비교사가 건강 활동을 왜 잘 가르쳐야 하며, 건강 

생활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왜 중요한지 치열하게 고

민하고, 그를 통해 체육교육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박미림, 조기희, 장민

우, 장효영, 2015) 교육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가 성찰과 

고민의 과정 없이 얻게 된 이론과 실기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영향 요인과 문화 

속에서 기억의 뒤편으로 씻겨 내려가며(Zeichner & Tabachnick, 1983), 자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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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학습한 경험대로(Dowling, 2011)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Q.� 대학원� 공부나� 연수� 등� 전문성� 신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건강� 활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

가� 생기셨는지요?�

A.� 많이� 바뀌었지.� 전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내가� 교육을� 받은� 대로� 한� 것� 같아.� 교과

서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배우진� 않았잖아.� 체육교과서� 안에,� 그땐� 영역이� 뭐였지?� 체력� 뭐�

이런� 거� 였던� 거� 같은데.� 학생� 때� 내가� 받았던� 교육의� 느낌이� 내� 마음속에� 자리가� 컸고,�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 같아.� 자!� 셔틀런을� 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 셔틀런을� 하더라도,� 그냥� 셔틀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양한� 것을� 해봐.� 셔틀런� 하면서� 가서� 말로� 뭐� 인사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로� 아이

들이� 셔틀런� 같이� 하면서� 공� 이렇게� 나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통합적인.� 그것만� 기르는� 게� 아닌.� 여러� 가지� 가치를� 가르치고� 싶은� 것으로� 바뀌

었지.� �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아,� 어떻게� 했더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못� 했지?� 내가� 뭘� 잘했지?� 그러

니까� 나의� 경험이랑� 자꾸� 이제� 오버랩을� 시키면서� 요런� 부분은� 요렇게� 말을� 해주고�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못� 한� 거는� 또� 요렇게� 해주고� 그런�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예비교

사교육� 시절에는� 전혀� 그런� 문제의식을� 심어주시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그런� 문제의

식을.� 현장에� 나와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 (교사� 임미소,�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홍은수 교사의 “내가 교육을 받은 대로 한 것 같아.”와 임미

소 교사의 “나의 경험이랑 자꾸 이제 오버랩을 시키면서”라는 이야기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사가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육의 주안점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교육실천은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해답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처럼 가르쳐야 하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비교사교육은 지금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대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예비교사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예비교사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열정, 관심, 흥미, 동기 등을 통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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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경험을 뛰어넘는 교육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2) 현직교사교육

  예비교사교육이 통상 4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현직교사교육은 길게는 

예비교사교육의 10배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교사교육이다. 그러므로 

건강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 인식 개선의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바로 현직교사교육이라 볼 수 있다. 현직교사의 인식 변화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내실있는 건강교육 실천의 주체인 교사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는 체육교과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학생의 입장에서 배워보는 

현직교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교육 실천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다. 건강 활동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연구 참여 교사는 체육

교과 자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였으며, 건강 활동에만 몰두하는 교사

는 드물었다. 교사들은 경쟁 활동이나 도전 활동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전문성 신

장의 과정이나 교육 실천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후, 건강 활동의 필요성을 뒤

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현직교사교육에서 경쟁 활동이나 

도전 활동 대신 건강 활동에 대한 연수 강좌를 늘려야 한다는 방식의 접근 보다

는 전체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초등체육 및 초등건강교육의 중요성

을 공감할 수 있는 교사교육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먼저� 선생님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 같아.� 왜?� ‘이거(건강� 활동)� 별로� 안� 가르쳐도� 되겠

다.’� 하고� 생각하거든.� 이건� 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안� 할� 거야.� 안� 가르쳐도� 된다고� 생

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일단� 교육이겠지.� � (교사� 홍은수,� 심층� 면담)

  

  위의 자료처럼 홍은수 교사는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

의 개선을 위한 현직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전 교과목을 담당

하는 초등교사가 가질 수 있는 “바쁘고 귀찮은데, 체육은 교과가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식의 위험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만 실천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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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 및 타 교과와 연계하는 건강교육의 가치가 실현되려면 교사가 체육교과

에 대한 긍정적인 열린 마음부터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넓은 통로는 공식적인 교사연수

이다. 비공식적인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교사들만 접하고 있는 좁은 통로이기 때문이다. 

� � 건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들이�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런데� 교사인식을� 어떻게� 바

꿔?� 일단� 가장� 실천적으로� 60시간짜리가� 되던,� 30시간짜리가� 되던�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들으셔야.� (중략)� 팀을� 이뤄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연수가�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 �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포커스를� 지금은� 너무� 기능,�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목

표점을� 기능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몸이� 어떤지� 알아가는� 데에� 좀� 안�

맞춰� 있고� 또� 개인차라든가� 또�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너무�

자꾸� 그런� 수업� 자체를�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

님들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있어서� 나가야만� 체육� 수

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뭔가,� 교실에서� 하는� 체육� 수업� 자체는� 부담스러워하고� 체육�

전담인� 나조차도.� 보통� 2주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눈,� 그런� 인

식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럴려면은� 그거는� 진짜� 윗� 단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주어져

야� 될� 거야.�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위의 자료처럼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건강 활동 실천의 발전을 위한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운동장에서 하는 수업”만 체육 수업이라는 동료 

교사들의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건강교육의 질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전달 위주의 강의식 연수보다는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

서 직접 활동하며 배우는 방식의 연수가 건강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을 매개로하는 체육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강사는 말하고 교

사는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형태의 교사연수는 효과가 미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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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활동을� 신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 지,� 내가� 접한� 적도� 내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교대에서도� 뭐� 배웠다고는� 하지만� 기억은� 안� 나고� 그� 다음에� 교

과서를� 봐도� 활동위주로� 단순히� 나와� 있는� 데� 잘� 감이� 안� 오고,� 왜냐면� 내가� 해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잘� 안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냥� 대충� 그런� 거� 같아요.� 체육이라는� 교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 모든� 교과는� 내가� 경험했

던�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니까� 발현을� 해주는� 거지�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그

냥� 글과� 사진만� 가지고는�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발전했다고� 느

낀� 게� 뭐였냐면� 체육연수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 � 그래서� 신규� 때가,� (머뭇거리며)� 그쵸.� 한� 2년� 차� 때� 첫� 담임을� 했을� 때� 연수를� 한번�

듣고� 그래서� 그� 때� 배웠던� 걸� 좀� 써� 먹고� 배우고� 내가� 학생이� 되어서� 배우고� 써� 먹으면�

완전히� 기억이� 나잖아요.� 고거.� 그� 다음에� 2013,� 2014년도에� 여름� 방학� 때� 60시간짜리� 직

무연수를� 들었어요.� 잠실� 체육관에서� 하는� 거.� 그� 때� 엄청� 많이� 배웠어요.� � (교사� 송규빈,�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내가 학생이 되어서 배우고 써 먹으면”이라는 표현처럼 교

사가 직접 활동하며 배우고, 빠른 시일 내에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

르쳐보면서 교사의 배움은 온전히 체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강사, 교과전담교사 등의 정책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어느 해에는 체육

을 가르쳤다가, 그 다음 해에는 체육을 가르치지 않게 되는 등의 불규칙한 체육 

교수 경험은 교사들이 정작“배우고도 써 먹지 못하게” 되어 교사 인식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직교사연수는 기존의 스포츠

종목 중심의 연수가 아니라,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연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교사들에게 활동 꺼리를 단순히 제시해주는 것은 

지양하고, 교사들이 직접 학습활동을 체험하며 배우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학생

들에게 가르쳐보는 일련의 교사학습과정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교사의 

학습 경험은 동학년, 교사학습공동체 등 교사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체육에 대한 철학이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직교사교

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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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적 정체성의 강화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실천 양상 속에서 건강교육의 정체

성은 매우 미흡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건강 활동이란 어떤 것이며 

무슨 성격을 띠는지부터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건

강 활동의 향후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더더욱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

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강 활동의 정체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건강 활동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건강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를 명

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 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1) 건강 활동의 방향 정립 

먼저, 초등학교 건강 활동의 철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7 개정 교육과

정 이후, 체육교과의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중에서 경쟁, 도전, 표현만 그 구

분이 명확했다.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경쟁, 도전, 표현 활동 이외의 

여러 가지 내용이 건강 활동으로 한 데 묶여진 모습은 지속되었다. 체력, 보건의 

내용은 건강 활동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왔지만 여가, 안전 등의 내용은 건강 활

동으로 들어오거나 건강 활동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로 인해 건강 활동

은 과연 어떤 세부 내용을 가르치는 영역인지, 무엇을 기르기 위해 가르쳐야 하

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의 답 역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

해왔기에 이것은 건강 활동의 정체성을 흔드는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그런,� 그런,� 체력요소고,� 그게� (체력이)� (건강� 활동의)� 코어� 컨텐츠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건강의� 정체성에� 지금은� 이것저것� 막� 들어와� 있어.� 도경표(도전,� 경쟁,� 표

현)가� 아닌� 것들은� 만만한� 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건강은� 그만큼�

범주가� 큰� 개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막� 들어와서� 건강의� 고유의� 정체성

이� 뭔지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방대한� 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걸� 좀� 체력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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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처럼 정규현 교사는 건강 활동의 정체성 혼란에 동의하며, 건강 활동

이 체력을 중점 지도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미 학교 현장의 건강 활동 실천은 체력을 중심으로 나타났기에 실

천가능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 판단된다. 건강 활동의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 중에서 체력만 강조하는 불균형한 모습으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다. 밋밋

하고 독립적이며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건강 활동을 체력 중점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체력에 방점을 두고 그와 연관 짓는 구성으로 보건과 여가

를 다루며,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칠 

때 건강 활동의 정체성은 더욱 안정된 상태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 도전, 표현, 여가에 비해 건강이라는 영역의 명칭 자체가 매우 포

괄적인 개념이라 건강 활동의 실천 방향이나 정체성 탐색에서 어려움이 뒤따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경쟁, 도전, 표현, 여가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상

위의 목적일 수 있으며, 체육교과와 견줄만한 종합적인 개념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 활동을 잘 배워서 체육교과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인지(유정

애, 2010), 아니면 체육교과를 잘 배우면 건강이라는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지부

터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건강 활동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혼란이 연구 참여 교

사의 건강 활동에 대한 무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 � 내가� 봐서는� 건강의� 개념이�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큰� 개념이야.� 다른� 개념은� 여가를�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최악의,� 차선의� 선택이야.� (건강� 활동에� 여가를)� 넣고� 싶지�

않았지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을� 자리를� 찾다보니까.� 어디에� 넣겠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영역은� 아예�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건강� 영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이라는� 개념이� 워낙� 큰� 개념이라서.� 도전이� 없어진다면� 도전도� 들어올걸?� 다� 가능해.�

내가� 봤을� 땐.�

� � 그러니까� 건강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2009년� (개정� 교육

과정)� 안정적이었는데� 내가� 봐서는� 이번에� 2015는...(웃음)� 이론가로서,� 실천가로서�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이지.�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들�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헤게모니가�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건강의� 재개념화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걸� 연구해보고� 있어.� 건강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를� 더� 해서� 다시� 달아줘야� 될� 것� 같아.� � (교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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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심층� 면담)

이처럼 연구 참여 교사들이 건강 활동을 대체할만한 명칭이나 대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 활동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체력을 중심으로 보건

과 여가를 묶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련되는 학생들의 고민이나 사례를 중심

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그 속에서 체력, 보건, 여가를 녹이는 등의 건강 활동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 활동의 뚜렷한 방향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여가, 안전의 내용이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건강 활동의 색깔은 시시각

각 더해지고 감해지기를 반복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영역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

다. 향후에도 건강 활동의 정체성이 또렷하지 않다면,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체육교과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며, 영역 

내에서 각기 다른 체력이나 보건과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건강 활동으로 규합되

는지 역시 분명히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2) 건강 활동의 가치 명료화 

과거의 체육교육이 신체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추구했다면, 이제 체육교육은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전인교육(교육부, 2015)이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

다. 체육교육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인성 요소나 스포츠를 통하여 배울 수 있

는 협동, 배려, 리더십, 의사소통 등의 긍정적인 가치에 주목하며, 그 가치를 통

해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체육교과의 영역을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영역’으로 부른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신체를 통한 교

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의 패러다임이 교육과정 깊숙이 자리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치 중심으로의 체육교육 전향에서 건강 활동은 어디로 

간 것인가?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활동의 3-4학년군에서는 자기 인식과 자율

성을, 5-6학년군에서는 자기 이해와 상황 판단력의 가치를 내용 체계에 나타내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실제 건강 활동 수업은 교내행사를 대비하고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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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가르치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가치에 대한 교육 보다는 여전히 20세기 이전의‘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 즉 건강한 몸에 대한 교육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소수의 우수사례에서 

건강 활동 수업을 통한 가치교육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교육과정에서 제

시하는 가치와는 사뭇 다른 끈기, 협동심, 자기 책임감, 타인존중, 규칙 준수와 

같은 것이었으며, 이는 주로 도전 활동과 경쟁 활동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히 말하자면, 건강 활동의 실천을 통해 가치는 가르쳐지지 않고 있거나, 

경쟁‧도전 활동과 같은 모습으로 건강 활동이 가르쳐지고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는 건강 활동이 심층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아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가치의 획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이 가리키는 것은 건강 활동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며, 그 중에서도 건강 활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 � 이게� 신체활동이�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에만� 초점을� 두면� 우리가(체육교육이)� 자꾸� 공격

을� 당하는� 거�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안� 해도� 된다.’� 라는� 공격.� 복지� 차원

에서� 그럼� 차라리� 스포츠센터에� 애들� 보내고� 그� 비용을� 나라에서� 대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학교에서� 교과목으로서� 가치를� 정당성을�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게� 교육이� 된다는� (머뭇거리며)� 논리를� 내세워야� 하거든.� 근데� 그런,.� 이런� 뭐� 아침� 체육이�

얘기하는� 신체활동� 증가라는� 거는� 사실� 정말� 그거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굳이� 학교에서�

안� 해도� 된다는� 공격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이� 수단화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인지활동이� 증가� 뇌세포가�

활성화되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전부냐� 그걸� 왜� 체육이� 해줘야� 되냐.� 나는� 거기

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물론� 체육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면에�

나서면� 안� 되고� 체육이� 가지고� 있는,� 어,� 그냥� 체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인지적인� 측면은.� 아니면� 신체활동량의�

증가라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앞에� 나서� 버리면은� 뒤에� 있는� 교육적� 가치가� 묻혀�

버릴� 수� 있다는� 거지.�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위의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건강 활동이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에만 초점



- 214 -

을 두면”건강 활동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체육수업이 아니라 

쉬는 시간의 신체활동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며 점차 교육적 입지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 교사들은 신체활동량

이나 체력 향상이라는 결과에 결코 묻혀버릴 수 없는, 건강 활동을 잘 가르치고 

배웠을 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였다. 건강 활

동의 가치를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실제 건강 활동 수업에서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 활동이 정체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 � 인성� 교육이� 워낙� 요소가� 많다� 보니까� 건강에서� 할� 수� 있는� 인성� 요소가� 있거든.� 자기�

조절,� 절제,� 인내...� 도전이랑도�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인성� 하면은� 대인�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인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쟁에서�

배려하고� 스포츠맨쉽� 발휘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사실� 인성에는� 개

인의� 캐릭터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건강이랑�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 � 음.� 그� 되게� 치밀하게� 들어가면� 발란스겠죠?� 신체� 발란스겠죠?� 제대로� 무게중심을� 몸�

안으로� 넣어서� 힘을�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주는� 발란스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성취감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신체체력인데� 그게� 그니까� 뭐� 민첩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버티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견디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한테� 버거운� 활동이� 왔을� 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그릇� 이었다� 나는� 이런� 걸� 이제� 경험해주게� 하고�

싶은데� 끈기랑� 비슷하죠.� 어.� 끈기랑� 비슷하죠.� 끝까지� 가보는� 거지.� 애들이.�

� �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네.� 생각보다.� 잘하는지�

몰랐었는데,�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애.� 라는� 그런� 어떤� 도전이

라고� 해야� 되나,� 자기에� 대한� 파악?�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사� 임미소,� 심

층� 면담)

정규현 교사의 의견처럼 “건강에서 할 수 있는 인성 요소”가 무엇인지 실천

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과연 건강 활동에서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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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는 개인적인 인성에 국한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내용체계에 제시된 주제를 어떻게 활용하여 가르쳐야 할 것인지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미소 교사가 거론한 성취감, 끈기, 자아발견 이

외에도 건강 활동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강 활동의 가치가 새로운 교육과정

에 담길 수 있도록 이론과 실천 간의 고리를 두텁게 개선해야 한다. 

학교의 건강 활동 수업은 트레이너와 학생이 1대 1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학생 개인의 체력 향상과 건강을 대하는 근면한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만족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다. 25명가량의 친구들과 함께 모둠이나 짝을 이루어 함께 

부대끼며 움직이는 시간이다. 또한 학령기 이후 학생 평생의 정신적‧사회적 건강

을 고려할 때 과연 건강 활동에서 개인적 차원의 가치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

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건강에서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까지 지평을 넓혀가며 가르치고 배울 때, 학교체육이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헬시즘(Crawford, 1980; 

Tinning & Fitzclarence, 1992)과 건강 염려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건강이라는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개념이 의학, 생리학, 보건학, 교육학, 사회

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각자의 지식으로 생산되고 소비하듯, 학교 내에서 실천

되는 건강교육의 양상 속에서도 분절의 모습이 나타났다. 여러 교과가 건강을 가

르치면서 나타나는 분절, 정규 체육과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또는 학교스포츠클

럽과 같은 교내 프로그램간의 분절,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이의 분절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학교의 건강교육에 대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면서 학교와 정부부처 간 그리고 부처와 부처 간의 분절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건강교육의 내실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각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하나의 판으로 올라와 서

로의 모양을 살펴보며 나의 조각이 다른 조각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건강교육과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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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건강정책으로 나누어 건강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

았다.

    1)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

체육교과 내의 건강 활동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강교육으로 펼쳐 생각

해보면, 학교라는 지붕 밑에서 실천되는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활동들을 무

수히 찾을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걸어오

는 것부터 건강교육이 시작된다. 학생들에게 걸어서 등교하는 시간은 하루를 시

작하는 매우 중요한 신체활동이다.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이 교내 아침달리기프로

그램이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건강교육의 중요한 일부

분이다. 학교에서의 일과가 시작되어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

어지는 건강교육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연간 지도 계획을 가지고 실천되는 핵

심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축구, 

농구, K-PoP댄스 등 다채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학생의 건강 관련 일과를 가르치는 주체의 측면에서 생각해본

다면 외부강사,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스포츠강사,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라

는 매우 다양한 교육실천의 주체들이 떠오른다. 이처럼 다양한 지도자들은 각자 

자신의 교육철학과 경험 및 배경을 토대로 학생을 건강이라는 목적에 도달하도

록 이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모든 활

동을 그저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까지 학생들

의 건강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에서

의 건강교육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없다면, 학생들은 배운 것을 또 배우

며 흥미를 잃고, 중요한 것은 놓치며,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비

효율적인 건강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심층 

면담에서 학교 내 건강교육은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이 필요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Q.� 지금� 근무하시는� 학교에는� 체육� 수업� 외에� 어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운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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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A.� 저희�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지?� 비만은� 몸� 튼튼� 이런� 거,� 어쩌고를� 아침에� 운영하더라고

요.� 그래서� 애들이랑� 그냥� 거의�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퉁퉁한� 애들이고� 대부분

이� 몸을� 많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애들인데� 그걸� 나와서� 하는� 자체가� 다른� 애들이랑은� 차

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피해하기도� 하고.� 일단은� 나와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활

동적으로� 만들어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애들한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을� 따

로� 건강하지� 않은� 뚱뚱한� 애들� 이런� 느낌으로� 낙인찍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지

도는� 체육부장님이� 작년에� 애들� 데리고� 하셨어요.� 거의� 그냥� 뭐,� 걔네들끼리,� 애들끼리� 피

구� 시키고� 걷기� 정도� 하시고.� � (교사� 하연주,� 심층� 면담)

스포츠클럽?� 아침에�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등록률이� 한� 3분의� 2?� 된다고� 들었는데.� 줄

넘기� 하는� 학교도� 있고� 어차피� 인증제가� 있으니까� 반도� 있고.� 대체로는� 달리기요.� 그냥�

40분에� 오면� 9시까지� 달리기� 하고� 뭐� 몇� 명� 돌고� 들어오는� 거� 정도고� 체계적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몇� 시간� 했다라고� 기록하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피상적인� 체력� 운동이� 싫어서� 사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 게� 저는�

체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니가� 뛰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은� 그런,� 그런� 게� ‘체력을� 기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교사� 임미소,� 심

층� 면담)

위의 내용처럼 연구 참여 교사들은 정규 체육수업에서 건강 활동의 실천과 아

침달리기,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내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고리를 

매우 미흡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냥 거의 놀아주시는 거예요.” 또는 “네가 

뛰어.”와 같은 표현 속에서 교내 프로그램의 교육적 운영에 대해 교사가 확신하

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건강교육의 내실을 찾기 위한 개선방안인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

교육의 모습을 어디서부터 그려나가야 하는 것일까? 먼저, 학교의 건강교육에 관

련되는 여러 주체들을 밝히고, 각각의 주체들이 학생 건강교육의 궁극적인 공통 

목적을 수립하여 공유해야 하며, 그에 따라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간의 교류와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며, 총

체적인 학교 건강교육의 실행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일련의 체제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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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전 학교적 환경조성(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CSPAP)의 사례를 벤치마킹해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CSPAP는 등교과정, 수업 중, 

학교생활 및 하교 과정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학교 기반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총체적 학교 건강 프로그램이다(최의창, 2016). 이를 참고하되, CSPAP 본래

의 목표인 하루 60분 신체활동량의 달성이라는 신체적 건강에 치중된 목표에 덧

붙여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종합적 건강의 방향을 추구하는 한국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을 새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총체적인 학교 건강 프로그램의 전체에 흥미를 더하여 다양한 학교 내

의 건강교육이 시너지를 내며 가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2) 학교교육을 고려하는 건강정책

앞서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교육정책이란 교육에 관한 국가의 기본 방침이나 계획을 의

미하는 것으로(국립국어원, 2016) 교육과정만큼이나 학교 건강교육의 방향을 결

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주 등장하는 PAPS, 아침달리기,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모두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활동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산물이다. 그

런데 건강교육에 관한 국가의 기본 방침이나 계획을 관여하는 정부의 부처는 어

디인가? 교육부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인가? 건강을 가르

치고 배운다는 점에서는 교육부이고, 체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부이며, 국민의 건강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보건복지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개의 정부부처에서 각기 다른 입장에서 건강교육을 향한 정책을 제안

하고 수립하게 된다면 학교교육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 학교체육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는 위기의 담론이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왕따, 청소년의 자살 문제와 같은 인

성교육의 해결사로 학교체육을 통한 정신 건강이라는 카드를 들었다(교육과학기

술부, 2013).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운동부의 인권문제 및 체육 인재 양성, 저소

득층 학생 등 고개 숙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체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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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5).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예방적 정책으로 학

교체육을 선봉에 세우고자 한다(김명희, 전경자, 서상희, 2011; 최은진, 2015). 

이들의 공통점은 각자의 입장에서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교육정책

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며, 상호간의 연계는 부족한 채 하향식(top-down)으로 

정책의 실천을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교체육이 각 부처의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도구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오히려 정책

적 지원을 한 몸에 받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학교체육이 떠안게 되는 

책무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강사, 학교스포츠클럽, PAPS 

등 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운용하

여 학교 건강교육의 내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아동비만, 신체활동량의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의 위기를 기회로 역

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학교체육 및 건강교육 정책을 조정하고 연계

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교사와 스포츠교육학자, 그리고 학

교 및 교육지원청 관리자 등의 학교체육전문가 집단이 교육정책을 현장 친화적

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문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의 목표에 해당 부처의 정책이 부합하는지, 각 부처의 정책을 어떻게 학

교의 건강교육으로 연계시켜 시너지를 내도록 조정할 것인지, 학생들을 위해 어

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책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정현우, 박용남, 이기대, 

2015)하는 등의 완충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 

PAPS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학교에서.� 정책적인.� 왜냐면� 이거를� PAPS� 비율을� 가지고�

학교장� 평가를� 넣으니까� 나는� 그거를� 굉장히� 이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데이터로�

나오고� 그걸� 교육청에서� 쫀단� 말이야.� 학교� 평가를� 안� 주고.� � (교사� 박윤수,� 심층� 면담)

아� 이� 사람(스포츠강사)은� 핸드볼� 선수� 출신이고� 핸드볼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했고� 스

포츠강사� 제도가� 생기면서� 아� 스포츠강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원� 교육대학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선수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제대로� 못� 다녔기� 때문에.�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고�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요번에� 이제� 정책적인� 그거에�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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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 스포츠강사는� 3년째인데� M초에� 있다가� 작년에.� 그게� 이제� 로테이션� 되면서� 못�

받아서� 다른� 학교로� 갔다가� 요번에� 다시� 돌아왔지.� 3년째고� 이제� 초등� 학부모이기도� 해서�

그런지� 체육에� 대한� 마인드가�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더

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 많이� 연수� 찾아다니고.� � (교사� 정규현,� 심층� 면담)

특히 정책적으로 학교에 투입된 자본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윤수 교

사의 심층 면담 자료처럼 학생 건강교육의 질적 향상을 체력측정결과의 등급이

나 숫자로 나타내어 건강교육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

다. 또한, 이미 국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담임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건강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식으

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비싼 임금의 담임교사

와 저렴한 비용을 내고 고용하는 외부의 전문가라는 이분법적 담론(Powell, 2015) 

보다는 담임교사와 강사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학교 건강교육의 내실을 위해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며, 학교교육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건강정책이 실현될 수 있

도록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건강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초등체육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초등체육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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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초등체육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실천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종합적으

로 해석하며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 건강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교사와 학생의 인식은 건강, 건강 활동, 건강 활동 수업으로 좁혀갈수록 점차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였고, 건강의 도달점이라 볼 수 있는 일

상생활에서는 점차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복합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

타난 원인을 건강에서 건강 활동으로의 변화와 건강 활동에서 건강 활동 수업으

로의 변화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에서 건강 활동으로의 교사 인식 변화이다. 이 단계에서 전 교과의 

범주를 넘어서는 평생 건강의 기반은 체육교과 내에서 타 영역의 기반으로 협소

해졌다. 초등학교 공교육 전체에서 수행해야할 의무교육의 궁극적 가치는 체육교

육 중에서도 스포츠교육의 수단적 위치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생활 

속 실천의 영역이라는 범교과적인 건강의 의미가 건강 활동의 내용 중에서도 일

부분에 불과한 지식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건강에서 건

강 활동으로의 교사 인식 변화는 전반적으로 축약의 모습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건강 활동은 체육교과나 

건강 활동 일부분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나가

는 기초가 되는 폭 넓은 영역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건강에서 건강 

활동으로의 교사 인식 변화는 문서적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사들에게 제대로 파

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웨덴의 체육교육학자인 

Ekberg(2014)는 번스타인의 연구에 기초하여 체육교육과정 문서(formulation)-교사 

인식의 변화(transformation)-실제 수업(realisation)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다루어

지는 지식의 간극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 문서와 교사 인식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 인식을 뒷받침해 준다(Bernstein, 1996; Ekberg, 

2014). 또한 Penny(2006)는 교육과정 문서가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지만 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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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의 인식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지적하였으며, 김원정(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학교 현장은 

변하지 않는 원인에 교사 인식이 있음을 이야기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의 축약이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건강 활동에서 건강 활동 수업으로의 교사 인식 변화이다.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타 영역의 기반, 스포츠교육의 수단적 위치, 지식의 영역으

로 긍정과 부정의 여부를 분별하기 이전에 건강 활동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교

사의 인식임에는 틀림없었다. 반면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은 체력, 보

건, 안전별로 제각기 병렬적인 모습으로 도출되어 과연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이 체육교육의 의미를 얼마나 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체육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된 아웃소싱(정현우, 박용남, 이기대, 2015; 

Doherty & Brennan, 2014; Powell, 2015)은 담임교사나 교과전담교사는 체력을, 

보건교사는 보건을, 외부강사는 안전을 주로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건강 활동의 각 세부내용은 고립되어 본래의 뿌리인 체육교육의 의미를 상실하

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각의 세부내용을 가르치

는 지도자는 체육교육이라는 큰 가지에서 자신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작은 지식

의 가지만 잘라와 분절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Macdonald, 2015) 교사 인식 변화

가 단절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체력, 보건, 안전

이라는 병렬적인 개념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건강교육이 더 건강해질 수 있으

며 그 연결고리는 단연 체육교과이어야 한다. 체육교육화된 형태의 체력, 보건, 

안전의 모습이 내실있는 건강 활동 지도와 체육교육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건강에서 건강 활동으로의 학생 인식 변화이다. 이 단계에서 체격 및 체

형, 스포츠 수행능력, 가치덕목이라는 건강에 대한 학생 인식은 건강 활동에서 

무인식, 인지 활동, 필요악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 변화에 주목해보면 학생 인식 안에서도 발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

교육 내실화를 위해 왜곡을 만드는 인식은 줄이고, 가치덕목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처럼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체격 및 체형은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민감한 부분임에도 학

생들이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체격만 건강한 것으로 간주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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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체격 및 체형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학

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왔다. 김민정(2013)은 발육발달의 측면에서 초등학생이 스

스로의 체형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였고, 안미진(2010)은 체

격 및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상심을 논의하였으며, 이옥

선과 전세명(2012)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 인식을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건강 오개념과 왜곡된 신체 

이미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Oliver & Lalik, 2001; Rich & Evans, 2005; 

Tinning & Fitzclarence, 1992),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올바른 건강 인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실천방안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규 교육과

정 안에서 일상의 지속적인 학교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건강 활동에서 건강 활동 수업으로의 학생 인식 변화이다. 교사 인식의 

변화와 유사하게 건강 활동 전체를 묘사하던 무인식, 인지 활동, 필요악과 같은 

건강 활동에 대한 학생 인식은 체력, 보건, 안전으로 명백히 분할되어 나타났다. 

특히 체력 수업에 대한 인식은 “뿌듯해요 vs 안 하고 싶어요.”처럼 4학년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발전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인 모습으로 역행하였

고 그 이면에서 체력 검사가 발견되었다. 영국의 Cale과 Harris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주장하듯, 체력검사에 치중한 방법으로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은 학생

의 동기를 우선시해야 하는 초등학교에서 의문시되어야 하며 교육적 맥락에서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Cale & Harris, 2009; Cale, 

Harris, & Chen, 2007). 숫자화 된 체력검사는 체육교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부

정적으로 양산하고(정현우, 박용남, 이기대, 2015) 올바른 건강 인식의 함양을 저

해한다. 체육과 동떨어진 모습의 체력, 보건, 안전이라는 조각난 건강 활동 수업

은 교육적인 체력 수업이라는 깃대 아래 체육의 모습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학생들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

생 건강의 기반을 차곡히 쌓아나가는 중심에 건강 활동 수업이 자리해야 할 것

이다.

 



- 224 -

 나. 초등체육 건강교육의 실천과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준비나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건강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지만, 교내 행사의

대비와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 등 향후 지양해야 할 실천 양상도 다수 드러났다. 

이처럼 건강 활동이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온전히 충실

한 형태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고시된 건강 활동의 교육적 의

미가 학교 현장으로 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목표의 측면이다. 학교 문화와 교육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과 학생과 

교사라는 미시적 요인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서로 절충되

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처럼 미합의 및 한정적 목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교육과정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두정(2015)은 균형과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정 개발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왕근(2003)은 하향식 교육과정 개발에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박민정(2012)은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익숙

한 방식을 고수하는 교사들의 냉소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향후 건

강 관리 능력(교육부, 2015)이라는 일관된 체육 교과 역량을 지향하는 건강 활동 

교육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시적‧매개적‧거시적 차원의 다양

한 요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의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실천으로 밝혀진 ‘일상생활 준비

용 체력 지도’는 향후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체력의 지도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인 

건강의 기능 중 ‘실천하기’(교육부, 2015; p.296)와 흡사한 내용으로 실천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이 또다시 평가, 계획, 관리의 기능으로 끊임없이 환류되는 일

련의 과정 속에서 건강의 영역이 가르쳐져야 할 것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나타난 

일회성, 이벤트성의 ‘교내행사 대비용 체력 지도’가 학교현장에서 잔류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수치화, 계량화될 수 없으며(Gard & Wright, 

2001), 한 번의 행사 보다는 생활 속에서 좋은 건강 습관(이광무, 나광채, 2002; 

전매희, 정현택, 1999; Johns & Tinning, 2006)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절

실함을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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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법의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더욱 확장되어야 할 바람직한 실천 양상이다. 

하지만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고자 노력하는 현직교사들의 땀이 배어있는 게임 

중심의 체력 지도 방법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교사의 교육

과정 재구성 능력에 맡겨져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를 게임으로 재

구성하며 교사가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

서 교사에게 가장 친숙한 단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전폭

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정책이 조성되어야한다

(Armour, 2006; Armour & Yelling, 2007; Sachs, 1999). 그와 동시에 미시적 차원

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는 체육교육의 빛바랜 역사 

속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Armour & Harris, 2013; Kirk, 2013) 체력을 가르치는 

방법이 여전히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옛 경험을 반복하여 가르치지 않도록 체계적이며 교실친화적인 전문성 

신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인 노력과 체육교육학계의 이론적인 연

구가 합해질 때 초등학생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이 고려된 체력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가의 측면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 중심 또는 태도 중심

의 평가는 건강 활동을 잘 가르치고 배웠는지 학습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평가인 것으로 해석된다. 체육교과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며(강신복, 2003; 문경남, 한유정, 이옥선, 2016), 실제 체육을 가르치면서 

교사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평가이고(김택천, 이충원, 2004; 유정애, 

2004), 신체활동을 매개로하는 체육은 유독 다른 교과에 비해 평가가 더욱 어려

운 교과(유정애, 2005b)라는 다수의 선행연구는 왜 건강 활동에서도 평가가 취약

한 부분이었는지 뒷받침해준다. 건강 활동 수업에서의 바람직한 평가는 향상된 

신체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형태가 아니라,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해 향상된 

태도와 학생들의 누적된 노력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더

욱이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 교과 역량 중에서도 건강 관리 능

력을 학습하고 평가해야하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지적, 심동적, 정

의적인 측면에서 조화로운 평가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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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에 대해 학생과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

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1)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

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초등학교 체육의 건강 활동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은 어떻게 실천

되고 있는가? 4) 초등학교 체육에서 건강 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5)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개선방안은 무

엇인가? 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의 <그림 9>와 같은 결

론에 도달하였다. 

그림 9.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실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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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 참여 교사들은 평생 건강의 기반, 의무교육의 궁극적 가치, 생활 속 

실천의 영역과 같이 건강의 개념을 초등교육과 관련 지으며 긍정적인 것으로 인

식하였다. 하지만 건강 활동은 타 영역의 기반, 스포츠교육의 수단적 위치, 지식

의 영역으로 인식하며 궁극적인 건강의 개념이 체육 교과 속에서 보조적인 모습

으로 축소되어 나타났다. 실제 건강 활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은 체력, 보건, 

안전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분리된 형태로 드러났으며 PAPS로 대체되는 체력 수

업, 설 자리를 잃은 보건 수업, 현장감 없는 안전 수업으로 교육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 학생들은 건강의 개념을 체격 및 체형이나 스포츠 수행능력 

또는 가치덕목처럼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중 하나의 부분에 치중하여 인식하였

다. 학생들에게 건강 활동은 체육교과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외된 모습으로 무인

식, 인지 활동, 필요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건강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흥

미는 미흡한 불균형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건강 활동 

수업에서도 체력, 보건, 안전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의 실천 양상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목표 측면에서는 현재의 건강과 미래의 건강 또는 정규 교육과정과 정

과 외 체육활동 사이에 미합의 목표가 나타났으며, 체력, 보건, 안전의 세부 내용 

중 일부만 추구하는 한정적 목표로 건강 활동이 실천되었다. 내용 측면에서는 일

상생활 준비용 체력지도라는 긍정적인 내용과 교내행사 대비용 체력지도라는 부

정적인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양상이었다. 방법 측면에서는 게임 중심의 체력 지

도와 훈련 중심의 체력 지도가 지도 교사나 교육과정 운영 시기에 따라 혼재되

어 나타났다. 평가 측면에서는 결과 중심의 평가, 태도 중심의 평가로 건강 활동

의 학습 내용은 부분적인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초등체육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학적 관점

에서 미시, 매개, 거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시적 요인으로는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학생과 교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교과인식과 교사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적 요인으로는 미약한 입지의 나열식 교육과정과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의 

교육관이 드러났다. 거시적 요인으로는 학교문화와 교육정책이 거론되었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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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는 개인주의 및 성과주의 학교문화와 교사연수 및 아웃소싱 관련 교육

정책이 건강 활동 수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사교육의 

강화, 교육적 정체성의 강화,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이다. 교사교육의 강화로

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예비교사교육과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현직교사교육이 모색되었다. 교육적 정

체성의 강화로는 건강 활동에 대한 철학과 정체성을 탐색하며 건강 활동의 방향

을 정립해나가고 건강 활동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개선방안이 탐색되었다. 교육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로는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건강교육과 학교교육을 고려하는 

건강정책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2. 제언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은 얼마나 건강한지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실천 및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교육학

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향후 건

강교육의 실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건강교육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초등학교를 맥락으로 건강교육의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 활동과 관련된 현직교사의 인식은 건강의 개념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강 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사가 가

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은 무엇이며, 건강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사의 관점

은 어떠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건강교육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에서 

인식하고 지도할 수 있는 현직 및 예비교사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건강 활동에 대한 일관성, 통합성,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 활동에 대한 교사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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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인식과 실천은 체력, 보건, 안전의 합과 같은 형태의 분절되고 파편화된 모

습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회복이 시급하다. 체육과 교육과정 내에서 건강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되찾는 노력을 바탕으로, 건강 활동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PAPS, 학교스포츠클럽, 

아침달리기와 같은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대중매체로부터 얻게 되는 건강에 관

한 정보들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형태로 건강교육의 실천에 제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의 건강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 보건정책, 

스포츠정책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과 시너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정책간의 조화와 균형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 활동의 지도가 본래의 교육적 의도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이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교육적 의도와는 다르게 파

행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따라서 건강 활동의 지도가 정상화될 수 있

도록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PAPS는 체력 향상의 결과가 아닌 과정

을 측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학생의 체력을 등급으로 나누

는 판단에 앞서 체력 향상을 위한 처방의 성격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 

활동의 체력 지도는 본 논문의 일부 자료에서 교내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모습으

로 확인되었지만, 본래 의도대로 지속적인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실

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건강 활동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장기적,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건강교육에 관한 연구는 체력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거나 단

기간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수행된 비참여수업관찰은 건강 활동 실천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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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건강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관찰을 포함하는 연구가 지

속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건강 및 건강 활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연유하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력, 체

격, 근육 등 건강 활동에서 습득해야 할 핵심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

지는 다수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학생들이 건강을 신체적 건강에 치중하여 인식

하거나 실천 불가능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더욱 깊이 탐색해본다면 

내실있는 건강교육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추가적인 과제와 바람직한 건강교

육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건강 활동의 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지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불충분한 교사교육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주변적 입지로 인해 건강 활동

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음을 교사 스스로도 인식하며 고민하고 있음

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CK)과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교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Shulman, 1987),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떻

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건강 활동

은 체력, 보건, 안전의 복잡다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과내용지식과 내용교수지식을 교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건

강 활동 지도의 질 담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건강 활동을 잘 지도하기 위한 수업모형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강 활동은 이론과 실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복합적인 

영역으로 체육교과에서 게임이나 스포츠를 주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의 

수업모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초등체육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개발 및 실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체육과 

교수‧학습 모형을 건강 활동 지도의 내실화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속 실행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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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교육학적 탐색』 연구 참가 동의서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교육학적 탐색>에 관한 

연구로써 초등학생 및 현직교사가 건강 활동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건강 활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교육학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의 건강 활동 영역을 교육학적으로 탐색해보는 과정은 초등학생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생활양식을 영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건강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료화하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 및 현직교사가 건강 활동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해 주신 선생

님에 한해 비참여수업관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 주시면 연구

원에 의한 인터뷰가 약 50분 정도, 3회 가량 진행될 것이며, 내용은 연구원에 의해 녹음될 것입니다. 비

참여수업관찰을 허락해주실 경우 10회 가량 실시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한 장

소(또는 선생님의 학교)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사용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

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

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께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미림 연구원(000-0000-0000)입니다. 저희는 이 연

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

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

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

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박미림, 00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박미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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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

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

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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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교육학적 탐색』연구 참가 동의서 (학생 및 학부모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건강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건강 활동 지도의 교육학적 탐색>연
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이 체육 과목 중 건강 활동 영역을 잘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는 초등학생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
면, 체육 교과목 중 건강 활동 영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인터뷰가 진행될 것
입니다. 인터뷰는 약 30분간 3회 가량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내용은 연구원 선생님이 녹음을 할 것입
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
에서 응답한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연구는 건강 활동 교육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
는 교육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한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돕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
다.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은 여러분의 보호자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아래 연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에게서 설명을 받았고, 이 연구에 참여(인터뷰, 녹음)할 것을 동의하며, 여
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면 아래의 칸에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07.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박미림 (000-0000-0000)
            

------------------- 연 구 동 의 서 -------------------

 (           )학교  (   )학년 (   )반 이름(             )

연구 동의 내용 학생 학부모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  (인)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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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healthy is the healt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 A pedagogical exploration for the effective teaching of

health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s

Mirim Park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 and practice health activity in elementary PE and

which factors influence the practice of teaching health activity. The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healt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will

be provid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 teachers perceive health activity of PE in elementary

school? 2) how do students perceive health activity of PE in elementary

school? 3) how is health activity implemented in elementary PE class? 4) what

factors affect the practice of health activity in elementary PE class? 5) what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enhance health education?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a constructivist approach was conducted.

The study period lasted 24 months from March 2015 to February 2017.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 observations, and local documents.

Participants were 12 teachers and 24 students, and they were selected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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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urposeful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uctive thematic

analysis with an iterative process of work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data

and the categories (Creswell, 2009).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conduct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is study. The

research activities wer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NU to ensure the ethical values and principles underlying the

resear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n the broad concept of health

which exists in and out of PE class, the areas of health activity within PE,

and the actual health activity implemented in PE classes. 1) Teacher

participants associated health with elementary education, interpreting it

positively as the base of lifelong health, ultimate valu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practical domain in real life. 2) Meanwhile, they perceived

health activity as the base of other domains, a tool for sports education, and a

knowledge area. This implies that health is considered as subsidiary part in

PE. 3) Teachers perceived the actual implemented health activit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etails such as fitness, hygiene, safety, which proves that

fitness education replaced by PAPS, unpopular hygiene education,

inappropriate safety education need to be reformed.

Second, students’ perception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age and

gender. In general, they perceived the concept of health, health activity as one

of five physical activities in PE textbook, and health activity class differently.

1) Student perceived health as sport performance. That is, they concentrated on

one domain among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2) Compared to other

domains in PE, health activity was considered unrecognizable activity or

necessary evil by students and interest in health education was insufficient

despite its importance. 3) The students’ perceptions were diverg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health activity class such as fitness, hygiene, and safety.

Third,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activity in elementary PE was examined

in the aspects of objective,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1) In regard to

objective, there was disagreement between the present health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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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between formal curriculum and informal physical activity. This led

to the practice of limited objectives and the pursuit of only parts among the

details of fitness, hygiene, and safety. 2) As for contents, positive contents as

fitness education in daily life conflicted with negative contents of fitness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school events. 3) Concerning methods,

game-centered fitness education and drill-based fitness education coexisted and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a teacher or time schedule of the

curriculum. 4) With respect to evaluation, health activity was evaluated with

outcome-oriented rather than process-oriented.

Fourth, there were three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activity class in elementary PE: 1) micro factors such as students’

perception of the subject and teachers’ diversity and professionalism, 2) meso

factors such as insubstantial enumerative curriculum and educational

viewpoints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parents, and 3) macro factors such as

individual- and performance-oriented school culture and educational policies

related to outsourcing of PE.

Fifth, the enhancement of health education requires the following: 1)

improvement in teacher education; preservice teachers should be taught to

teach well and inservice teachers should learn the value of physical activity so

as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PE, 2) improvement in educational

identity; teachers need to explore philosophy and identity of health activity,

clarify its value, and establish a new direction of health activity, 3)

strengthening the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cy; it is important

that health education embraces school education and health policy considers

school education.

Building on these key finding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perception of health in health activity is narrowed because

intention of curriculum was not delivered to teachers properly due to

top-down development of national curriculum and inadequate teacher

education. Second, students’ perception of health in health activity was

distorted. Therefore, students should be taught to get rid of mis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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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 positive attitude towards health education. Third, in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health activity in the aspect of objective, contents, method,

and evaluation indicates that educational importance of health activity

proclaimed in curriculum was not conveyed to the educational field. Fourth,

harmony and communication among the micro, meso, and macro factors are

prerequisites to enhance health activity in elementary PE. Fifth, health

education in elementary PE can be enhanced when educational identity of

health activity is strengthened, teacher education is implemented to help

teachers teach health appropriately, and th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cy is established.

I will finish this study with som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health

education. First, teacher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health

education. Second, effort is needed to restore consistency, integrity, and

identity of health activity in national curriculum. Third, a variety of policies

on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comprehensively. Fourth, health activity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educational in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First,

longer-term and more intensive study on the practice of health activity

curriculum is necessary. Second, we need to explore what misconceptions

students have of health and health activity and what are the causes of them.

Third, teachers’ knowledge in teaching health activity needs to be investigated.

Fourth, we should pay attention to develop instructional models for the

effective instruction of health activ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health activity, teachers’ perception,

students’ perception, PE class

Student Number : 2013-3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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