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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 탐색

강      지      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최근 우리 사회는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급증, 

우울증과 자살율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교육현장의 문제에 봉착해있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라이프스킬 교육이 주목 받고 있다. 라이

프스킬 교육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이웃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일상

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로써 삶과 밀접한 구체적 맥락에서 배

우는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삶의 기술이다(이옥선,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

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1)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2)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무엇인가? 3)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은 어떠한 메

커니즘을 통해 습득되는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에 근거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기 수업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로는 연구자이자 체육교사인 

강유하(가명) 교사와 강유하 교사가 가르치는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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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주된 자료수집방법은 현장 노

트, 교사 반성일지, 학생 체육일기, 심층면담, 비디오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Creswell, 2009)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2009 개정 초등 체육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라이프스

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을 실천하였다. 또한,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 도달함과 동시에 목표한 라이프스킬을 충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

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고, 신체활동가치 영역의 균형 있는 구성, 협력 중심

의 활동 구성 등의 재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친숙

한 예시의 제공, 자유로운 연습과 실천의 장 제공, 모둠 위주의 활동 구성, 

반성의 기회 제공의 네 가지 수업의 주안점을 가지고 수업을 실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에는 목표설정과 노력, 자기관리, 나의 

역할 다하기와 같은 자기 성장과 관련된 ‘뿌리 내리기’ 영역, 배려하기, 소

통하기, 함께하기와 같은 관계 맺기와 관련된 ‘어우러지기’ 영역, 문제를 

파악하고, 수용하고, 현명한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열매 맺기’ 영역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셋째, 라이프스킬이 습득되어지는 과정은 5단계로 나타났다. 설명과 시범을 

통해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는 1) ‘라이프스킬 만나기’,  학생

의 경험을 통해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는 2) ‘라이프스킬 

마주하기’, 교사나 친구를 모델링하고 구조화된 수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라

이프스킬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3) ‘라이프스킬과 친해지기’, 자신이 연습

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4) ‘라이프스킬 돌아보기’, 라이

프스킬을 체육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라이프스킬을 실천하는 5) 

‘라이프스킬과 하나되기’의 과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일방향의 진행이 아닌, 중도에 중단 및 재개되기도 하였으며 

습득된 라이프스킬은 다시 환류 되어 차후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쳤

다. 

한편, 이러한 습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 수업에 대한 교사

의 관점, 교사의 실천과 모범과 같은 교사 요인, 2) 학생의 스포츠스킬, 관계

망, 자발성, 학생 주변의 지지와 같은 학생 요인, 3) 스포츠 종목의 특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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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라이프스킬,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 초등체육수업
학  번 : 2012-23509

업 분위기와 같은 맥락 요인, 이들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습득에 영향을 미치

는 4) 상호작용 요인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해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체육수

업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라이프스킬 

형성 과정과 요인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라이프스킬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와 적합한 맥락

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라이프스킬 교육을 위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후속 연구 측면에서 스포츠스킬, 자존감, 자발성이 낮

은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효과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습득된 라

이프스킬 영역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라이프스킬이 실천

적 형태의 지식을 넘어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으로 온전히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후속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방과 후 스포츠클럽,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등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라이프스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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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우리를 만든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문화, 관습, 규범, 질서, 제도와 같은 새로

운 가치 체계를 만들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가치는 다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Richard Dawkins는 

이를 생물학적 유전자(gene)처럼 후세대에 전달되기에 밈(meme)이라는 용어

를 만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이상원, 2007).    

교육은 이러한 전달과정의 일환이며,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

만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교육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점이 있어왔다(Johnson & Johnson, 1995). 특히 현대에 들어서 대

다수의 가정이 과거의 대가족 체제에서 핵가족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됨으로

써 가정의 청소년 인성 함양과 사회성 함양 기능이 급감되고, 입시와 지식 

교육 위주의 편협하고 부도덕적인 학업 풍토,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나친 경

쟁적 사회 구조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윤운성, 2000; 최현섭, 1999; 홍기칠, 1999). 그리고 이러한 문제

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률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체성 혼란과 더

불어 더욱 심각화, 조직화, 상습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김명진, 

2007; 추병완, 김영은, 2000).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보다 더 현명한 선택

을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데 도

움을 주는 것이다(Carr, 1991; Lickona, 1991). 따라서 오늘날 학교 교육을 포

함한 사회의 여러 기관은 다양한 교육적 조처를 통해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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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기저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품, 즉 인성적 자질에 대한 교육을 우선순위

에 두고 있다(김명진, 2007). 특히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주지교과 위주, 지식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과 통합적 관점에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및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김국현, 2002; 박정준, 2011).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배려와 나눔과 같

은 덕성을 실천하는 창의성이 겸비된 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

록 돕고자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 이론적 차원

에서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성교육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강선보 외, 2008). 

첫째, 학생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달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였다. 당면한 문

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

이 소요되는 상향식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 보다는 개발자 위주의 하향식 접

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긴밀히 연

계되지 못한 채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유한구, 2007). 

둘째,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과 시도가 일부 문제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

거나 치료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최창욱 외, 2006). 이와 같은 접근은 

문제 행동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에는 소홀 할 수 있다(Damon, 2004). 청소년

들은 성공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장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폭

력, 음주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책임감, 리더쉽, 

목표설정, 배려 등과 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가치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Larson, 2000). 

셋째, 기존의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들은 주로 도덕적 위인과 철학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도덕적 판단력을 강조한 인지 주의적 접근 혹은 덕의 형식적

인 부분과 습관화를 강조하는 덕 교육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져왔다(이원희·

강현석, 1999). 하지만 도덕적 지식이든,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든 어느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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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성만으로는 좋은 행동의 실천을 보장할 수 없다(정세구 외, 2004). 도덕

적 사고력과 추론능력의 향상은 훌륭한 이론가와 윤리학자를 만들 수는 있어

도 도덕적 행동의 실천여부를 보장할 수 없으며, 특정 규범에 대한 강조와 

습관화는 교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덕에 대한 태도를 

무디게 할 수도 있다(Kupperman, 2005). 

넷째, 기존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인성을 ‘지식, 정의,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지식교육은 ‘도덕교과 집중 이수제’ 등

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도덕교과에 한정 한다든지,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요

소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가법적 관점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이홍우 외, 2004). 이러한 점들은 인성

교육이 추상성과 모호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실효성 없는 인성교육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위와 같은 기존의 인성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신체활동 및 체육을 

통해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적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문수, 2012). 체

육은 예로부터 신체기술과 체력의 함양과 같은 신체적 가치와 더불어 인성 

발달과 같은 정신적, 감성적 측면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고대 

그리스의 팔레스트라, 김나지움을 비롯하여 중세 기사도 교육, 근대 인문주의 

교육, 동양의 고서 대학(大學)에 이르기까지 신체활동을 중시하고 체육을 정

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한태룡, 2010). 오늘날에도 신체활동을 통한 학생들

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 및 전인적 차원의 발달에 관심을 가

진 연구들과 교육적 시도들이 청소년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하나의 방편으로 

다시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남중응, 2012). 체육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

는 인간 활동으로 규칙과 원리가 강조되며, 삶의 본질적 이상과 가치를 실천

하는 도덕교육적 성격을 지닌다(Arnold, 1997). 또한 이렇게 체육 활동에서 습

득한 인격적 덕은 학교 밖, 가정,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서 바람

직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Parker & Stiehl, 2004).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으

로써 건강 및 체력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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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문화 인식 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는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으로, 

‘신체활동의 가치와 함께 창의·인성을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을 제시

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전인 양성에 대한 목표를 더욱 구체화, 심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하나로 수업’과 같은 학생의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전인

적 측면을 통합적인 체육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도 실행되고 있다(최의창, 2010). 국외에서도 체육은 사회의 가치 풍토를 반영

하며, 청소년이 사회의 핵심적 가치 덕목을 배우고 경험하는 문화적 상징이

자 매개체임을 강조하며  ‘Project Rebound’와 같은 농구를 활용한 인성발

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Shields & Bredemeier,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air Play For Kids(Taylor & Francis, 1995),  The First 

Tee(Weiss, 2008), Project Effort(Lee & Martinek, 2009) 등이 실행되었다.  

하지만, 체육 및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인성 발달 및 전인 함양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Coakeley, 2001). 오히려 스포츠나 신체활동의 경

쟁적이고 공격적인 특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을 강

화하며, 욕설과 폭력, 규칙과 질서의 무시, 차별과 이기심 등의 부작용을 낳

을 수 있다(이호철·권오륜, 2005; 최의창, 2010;  Beller & Stoll, 1995). 따라

서 체육이 청소년들의 행복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바른 철학과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Carr, 1991; Theodoulides & Armour, 2011; Shield & 

Bredemeier, 2008).

이러한 이론적,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최근 학교체육과 스포츠교육 분

야에서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긍정적 청소

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관점에 기반한 라이프스킬(life skills)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Hamilton & Pittman, 2003).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스

포츠나 체육수업 중에 경험하는 상황 및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그것과 매

우 유사하기 때문이다(Goudas & Danish, 2005). 또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시도가 그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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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료하는 소극적이고 도구적, 수동적인 접근이 아닌, 청소년들을 잠재력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능동적인 접근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Pittman, 2000). 

라이프스킬 교육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책임감, 목표설

정, 상황 판단 및 선택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과 같은 개개인이 학교, 가정, 

이웃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자, 동시에 실천성과 실용성을 가진 인지적·행동적·실제적인 삶의 

기술인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고 이를 일상생활로까지 전이시킴으로써 미래의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긍정적인 가치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옥선, 2012; Danish, Forneris & Wallace, 2005). 

국외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스포츠

를 통해 학습한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적용하여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며(Gould & Carson, 2008), 체육을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

달 및 효과적인 라이프스킬 교육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Danish, 2005; Holt, 2009; Martinek, 2008; Nicholas, 2009). 국내에서도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의 현황 파악 및 대안 탐색(공경희, 

2013), 테니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연구(최기훈, 2013),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청소년기 스포츠 참여를 통한 생활기술 습득 경험과 

요인탐색(이옥선, 2012), 초등학생의 검도수련에 따른 라이프스킬의 차이(강태

성, 2012) 등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스포츠와 체육을 통한 라이프스킬 교육은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도덕

적 실험실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기대되고 있으며(Clifford 

& Feezell, 2010), 특히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인성적 가치들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습득될 수 있다는 점(Wynne, 2011)

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험은 대부분 중학생 이전에 이루어진다(Jess 

et al., 2007)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습득한 신체활동 지식과 능력들이 적용되고 통합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초등 체육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loan, 2010). 

초등 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초등체육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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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을 위한 생활기술 가르치기(배종희, 2013), 체육수업

을 통한 초등학생의 생활기술 습득과정 탐구(김동식, 2012)와 같은 연구가 이

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국내 초등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

킬 개발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미미한 현실이다(이옥선, 2013). 또한 내용적

으로도, 체육 수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모든 교육 맥락

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토론하기,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구체적 목

표설정과 같은 교수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라이

프스킬을 도덕적 개념의 명제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오류이며 체육 교과 지식

의 특성인, 신체활동과 연계하여 학습활동으로 실천하고 이를 실천적 지식으

로 전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학습의 

매개가 되며 신체와 움직임에 관한 유일한 교과인 체육의 고유성(Talbot, 

1999), 신체활동과 스포츠 등에 내재한 실천전통(최의창, 2010),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상황이 제공되는 체육수업 맥락의 독특성과 

특수성(Kirk, 1997) 등과 같은 체육교과 본연의 특성과 라이프스킬 교육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종래의 연구들은 라이프스킬 교육의 효용성과 수업 중에 어떠한 라이

프스킬이 개발되며, 어떤 절차적 단계를 거쳐 습득되는가에 대한 것은 제시

되어있지만, 이러한 라이프스킬이 어떠한 과정 혹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개

발되어 나가는 것인지, 왜 효과적인지, 어떤 요인이 관련되고 중재되는지 등

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Botvin & Griffin, 2004). 이는 최근 연

구들의 관점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whether it makes differences)’에서 

‘어디서 차이가 있는지(where it makes differences)’, ‘왜 차이가 있는지

(why it makes differences)’,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how it makes 

differences)’에 초점을 두는 과정 지향적 접근(Gilman, 1984)과 다소 거리가 

있는 현실이다. 초등 체육수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이를 일상생활로 전이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등 체육수업 맥락에서 라이프스킬이 개발되는 과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초등 체육수업에 대한 재조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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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것들은 학생이 학교를 떠난 이후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

프스킬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라이프스킬의 습득은 체육수업을 통해 가르쳐지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Hodge, 1989). 따라서 초등 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함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

하여 본 연구는 초등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업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며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초등 체육 수업에 주는 시사점

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인성교육의 구체적 형태인 라이프스킬을 체육수업

시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며, 이러한 구체적 실천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메커니즘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체육수업이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라이프스킬 습득에 공헌

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초등체육수업을 통한 라

이프스킬 습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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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무엇인가?

셋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은 어

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습득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라이프 스킬(life skills) : 라이프 스킬이란 개인이 학교, 가정, 이웃, 공동

체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적인 자산

이다(Danish & Donohue, 1996). 라이프스킬에는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인 측

면, 적극적인 사교성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으며(Danish, 2008), 체육수업 

현장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은 체육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전이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다.

나. 메커니즘(mechanism) :  어떤 현상에 인과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의 관계, 규칙, 상호작용 등과 같은 요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식적, 무의식

적 작용 및 원리 체계를 말한다. 즉, 특정 체제 안에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단계나 원인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이라는 원인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의 결

과를 산출하기까지에 관여되는 여러 요인과 그것들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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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연구자가 담임

을 맡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체육수업 상황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하나의 학급을 대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체육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스포츠클

럽에서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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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의 라이프스킬 개

발 메커니즘 탐색에 필요한 초등체육교육과 인성교육, 초등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과 개발 메커니즘에 관한 개념 및 이론적, 경험적 연구 전통에 대

해 고찰한다. 제 1절에서는 초등체육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시도를 모형 중심

의 접근과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기존 인성교육 연

구의 한계를 살펴본다. 제 2절에서는 라이프스킬의 개념과 전인적 청소년 육

성 관점에서의 라이프스킬, 초등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 연구에 대해 살

펴봄으로써 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 3절에서는 라이프스킬 개발에 관한 모형과 방법을 살펴봄으로

써 습득 메커니즘 탐색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1. 초등체육교육과 인성교육

 

 가. 2009 개정 초등 체육교육과정과 인성교육

 

 교육과정은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과 관련하여 정의를 내려 본다면 교육이념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가 마련하는 일련의 학습과업체계라고 할 수 있다(안양옥, 

2006; 유정애, 2007). 즉, 학교 교육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으로서 건축물에 대

한 설계도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기제로써 작용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무슨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지를 국가 차원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교사가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체육교육과정은 체육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하

위개념에 속한다(김금철, 2003). 체육 교육과정은 1954년 문교부령으로 교육과

정 총론이 시작된 이래로 약 10년 정도의 적용 기간을 거친 후 내,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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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개정을 거쳐 왔으며 2007년도부터는 수시 개정체

제로써 변경되었고 현재는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다(김기

철, 유창완, 2012). 

 그동안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스포츠 

기술 습득’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바뀌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강신복, 2009). 지금의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또한 2007 개정 체

육과 교육과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인 ‘신체활동 가치’ 중심이 유지되고 정

착되는 과정 중에 부분 개정된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서지영 외, 2011). 이러

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 사회적 요구와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교

육 활동 전반에 걸친 변화를 꾀하는데, 변화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모습과 지향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Marsh & Willis, 

2003).

 체육과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기능을 가

지고 있다(유정애, 2011). 이러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조명되고 있으며 최근 체육과 교육과정이 신체활

동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학교 폭력과 청소년들의 비

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성교육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

문이다(신기철·박상봉, 2011). 사실 인성 교육은 체육이 학교 교과목으로 받

아들여진 이래로 체육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포함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도 1910년대 Clark Heatherington은 신체육의 목표를 

도덕적, 사회적, 개인적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Van Dalen & 

Bennett, 1971). 하지만 그동안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운동기능 숙달과 건

강 및 체력증진을 핵심으로 하여 인성교육은 부수적 목표로 제시되거나 제외

되어 기능중심,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져왔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서는 인성교육은 신체활동의 부산물로 여겨져, 심동적 영역과 통합으로 기술

해야한다며 정의적 영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김용환, 2014). 교육과정의 실행

형태에 있어서도 신체활동을 가르치면 인성교육은 당연히 따라오는 목표들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손준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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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부터는 생활 중심 인문학적 접근을 교

육과정의 이론적 토대로 하여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박정준, 2011; 최의창, 2011). 특히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21

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창의성의 배양을 촉진하는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하고자 하였다(문용린, 최인수, 2010). 그리고 그

동안 이분법적으로 인식되어온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신체활동을 통하여 통

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최석민, 2013).

특히 체육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시도는 타 교과와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

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체험

하고, ‘신체 활동 가치’를 내면화하여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창의·인

성을 두루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

역량(core competence)과 관계되며 오랜 역사 속에서 체육과만이 지녀온 독

특한 가치 영역을 고려하여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 영역을 설정하고 관련된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통하여 이러한 가치

들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 영역들은 여러 가지 역량들을 포괄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건강’은 개인이 질병이나 결함 없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도전’은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경쟁’은 협동,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

되 배려하며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능력을, ‘표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감수성을 기르는 능력을, ‘여가’는 주어진 시간을 

자기 계발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그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년 군별 

성취기준, 영역 및 학습 내용별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각 학년군과 신체 활동 

가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 인성 내용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

게 제시하였다(서지영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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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학년군제의 운영,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내용 체계와 더불어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역시나 창의․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요소(스포츠 

봉사, 창의적 스포츠 활동 등)를 추출하여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완성하였으

며 인문 사회적, 과학, 예술 교육내용과도 통합하여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전지영, 2014). 

   또한, 2009 개정 체육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의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전

달 방식을 지양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공동체 속

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등의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교수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히 박정준(2011)은 인성

과 가치의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다방면, 다층적인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탐색, 반성하는 과정이 있는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가치를 통합적으로 습득하는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체육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고

자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편 체육과에서의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과 분리된 별도의 활동이 아닌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목표, 내용, 방법과 철학적, 방법적 측면에서 일관성

을 가져야 한다(정우식, 이호철, 2010). 특히나 인성에 대한 평가는 눈에 보이

지 않는 것을 평가해야 하며, 기존의 인성이 아닌 학습을 통해 변화된 정도

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박찬홍, 신후승, 2001). 따라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인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

가 방법에 대한 권고와 함께 평가의 방향, 계획에 대해 실천적 수준의 적용

이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을 제시하는 등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있어 몇 가지 교육과정의 한계점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

다. 우선, 성인과 다른 아동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

는 상황적 맥락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요소들은 다

분히 관념적이고 한 두 줄의 성취 수준 정도의 단편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인

성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김기철, 신기철 2013). 또한 신체

활동은 다양한 인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특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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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요소

건강
활동

㈎ 건강과 생활 
습관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수행 과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과정

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느낌을 파악하는 ‘자기 인식’의 개

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 건강과 체력 
향상

여러 가지 체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알맞

은 운동 내용이나 강도를 스스로 정하고 수행하는 ‘자율성’의 개념

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도전
활동

㈎ 속도 도전 속도 기록 도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속도 기록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새로운 기록을 위해 어려움을 참고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

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 동작 도전 동작 도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하여 자신 있

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경쟁
활동

㈎ 피하기형 
경쟁

게임 활동에 참여하면서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규칙 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 영역형 경쟁
영역형 게임에 참여하면서 팀 전체의 목표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협

력하는 ‘협동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표현
활동

㈎ 움직임 표현 

움직임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신체의 변화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신체 인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

한다.

㈏ 리듬 표현
리듬의 변화에 따라 신체 움직임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신체 적응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여가
활동

㈎ 가족과 여가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를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 전통 놀이와 
여가

전통 놀이를 체험하면서 우리 조상이 남긴 전통 문화의 소중

함과 우수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전통 존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표 1] 3~4 학년군 내용영역과 관련된 인성요소(교육과학기술부, 2011, p. 10)  

체활동에 특정 가치를 연결 지어 놓음으로써 학급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오히

려 분절적이고 제한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신기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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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요소

건강
활동

㈎ 건강과 신체 

발달

체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수준을 알고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

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이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

천한다.

㈏ 건강과 재해 

안전

신체의 부상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

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판단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도전
활동

㈎ 거리 도전
기록의 향상을 위해 자신의 기록 도전 수행 과정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등에서 고쳐야 할 점을 탐색하는 ‘문제의 발견’의 개념

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 표적/투기 

도전

표적 또는 투기 도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위 여건에 흔들림 없이 표적

에 집중하는 ‘자기조절’과 상대방과의 대련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려

하는 ‘타인존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경쟁
활동

㈎ 필드형 경쟁
필드형 게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알고 적극적으로 수

행하는 ‘자기 책임감’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 네트형 경쟁
네트형 게임에 참여하면서 규칙을 준수하며 상대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운동 예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표현
활동

㈎ 민속 표현 
민속 표현과 감상 활동에 참여하면서 민속 표현 활동에 담긴 여러 민족

의 문화적 특성을 인식하는 ‘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다.

㈏ 주제 표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신체 표현의 형태로 만들어 내는 ‘독창성’의 개

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다.

여가
활동

㈎ 생활 환경과 

여가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을 바르게 실천하

는 ‘공동체 의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함양한다.

㈏ 자연 환경과 

여가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자연 사랑’의 개

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표 2] 5~6 학년군 내용영역과 관련된 인성요소(교육과학기술부, 2011, p. 20)



- 16 -

나. 초등체육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최근 국내외 체육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체육 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운동 기능을 신장시키는 역할과 더불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함양하는 등의 인성 교육의 기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받고 있다(김선희, 권민정, 2013; 안경철, 2007, 

조성초, 양춘호, 김광균, 2005).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확장되어 학교 스포츠클럽, 방과후 클럽, 토요 

스포츠클럽 등으로 학교 체육의 범위와 내용, 지도자 유형이 확대되어 다양

해 졌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체육의 인성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점

차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07;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2012; 김선

희, 허현미, 2008).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중심의 체

육교육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체육수업모형이 실행되어지고 있다(이용식, 남윤

신, 2011). 체육수업 모형은 특정 체육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체육 수

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써, 수업의 전개 절차 또는 단

계 등에 관해 체계화된 방식으로 진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최의창, 2003). 

이러한 인성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모형과 체육수업 및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고찰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 중심 체육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체육수업에서의 인성교육을 모형중심과 

교육현장의 문제해결 접근의 두 가지 접근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모형중심 수업접근에서의 인성교육

 그동안의 체육수업 모형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도는 하나로 수업 모형, 스

포츠교육 모형, 협동 학습 모형, 책임감 모형, 스포츠맨십 교육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모형중심의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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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로 수업 모형 중심 인성교육

 하나로 수업 모형은 체육활동을 통해 전인을 양성하고자 직접적인 신체활

동과 함께 시, 소설, 영화, 만화, 음악, 그림, 신앙 등의 인문적 지혜의 활용과 

서사적인 체험을 강조한다(최의창, 2007). 특히 하나로 수업모형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어 일회적인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나 단편적인 도덕성 증진을 위한 체육수업과는 차별화 

된다(박정준, 2011). 

하나로 수업모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학교 체육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참 좋은 사람’ 즉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업목표로 첫째,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체육수업을 하며, 둘째, 기능, 지식, 태도를 통합적으로 배움

으로써 지덕체를 고루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셋째, 체육활동을 넘

어 일상생활로 까지 배움이 전이 되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로 뭉치는 것이다(최의창, 2007). 하나로 수업 모형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향점

과 목표를 통하여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 체육 수업을 통해 인성을 기르고 

전인이 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또한 이 네 가지 목표를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네 가지 핵심인성 요소(인, 의, 예, 지)와 

연계하여 인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체험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의도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 몇 가지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하나로 수업모형을 실행하고, 위의 네 가지 구체적 

목표의 성취과정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의 결과로 학생들 전반에 걸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그동안의 기능 중심의 수업에 비해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배

움과 실천의 기회들이 제공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김낙영, 2002; 김숙

경, 2005; 조동호, 2008;  조민주, 2005). 이밖에도 김낭규(2011)는 인성적 측면

에 집중하여 하나로 수업 모형의 여러 가지 이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하나로 수업 모형은 수업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체험 

활동 및 교수방법과 더불어 간접적이고 서사적인 체험활동과 교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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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통합적 접근 모형으로써 학생 발달의 여러 측면이 동시에 관여되고 

영향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의도하고 있다(최의창, 2010). 이러한 통

합적 접근으로써 하나로 수업 모형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로 수업 모

형이 인성을 포함하는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고 

적합하여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박정준, 2011; 

서장원, 2008). 특히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심법적 차원의 내용과 

다양한 인문적 간접 체험의 활용과 효과는 기존의 다른 체육수업모형이나 전

인 체육론의 지류와는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한민국, 2007). 또한 이러한 

교육내용들이 학생의 인성발달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존의 

직접적 지도방식 외에 교사의 몸짓, 말투, 용모, 유머, 태도, 열정, 사랑, 표정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도방식도 함께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달 방식은 

보다 학생들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정현우, 2010; Oakshott, 1970). 

또한 하나로 수업의 활동장소이자 인문적 공간인 ‘터’와 학생들의 모둠과 

팀을 의미하는 ‘패’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개인, 그룹의 형태로 학습

하게 된다.

실제로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을 통한 인성교육 차원의 효과에 대해 배

승범(2009)은 초등체육 수업에서 2년의 실행연구를 통해 배려, 존중, 자존감, 

자신감, 긍정성,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부분에서 향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박광렬(2007)은 양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로 수업 모형이 초등

학생들의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인내심, 안정성, 공정성 등의 향상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인교육을 위해 초등 

체육수업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전세명(2010), 서장원(2008), 이가영

(2008)의 연구는 통합적, 서사적인 접근의 하나로 수업 모형이 초등학생들에

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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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한민국
(2007)

하나로 수업에서의 전인
교육 실천: 간접체험활
동과 간접교수활동의 역
할

중학생,
질적연구

체육수업에서의 간접체험활동과 간접
교수활동은 학생들이 전인으로 나아가
는데 도움을 줌.

서장원
(2008)

글쓰기로 체육활동 내면
화하기: 하나로수업 모
형의 초등체육교육 적용

초등학생,
질적연구

글쓰기를 통해 반성적 사고와 창의력
을 신장하여 습득한 가치들을 내면화
하는데 도움을 줌.

박광렬
(2007)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
이 체육학습능력에 미치
는 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체육학습능력 중 정의적 영역의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유은정
(2008)

서사적 접근을 통한 중
등체육에서의 인성교육
탐색: 하나로 수업 모형
의 적용

중학생,
교사
질적연구

하나로 수업 모형의 실천은 학생의 인
성적 측면(인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줌.

서장원
(2008)

전인교육실현을 위한 초
등체육에의 통합적 접
근: 서사적 관점에 근거
한 하나로 수업 적용

초등학생,

질적연구

하나로 수업의 서사적 방법은 초등학
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낭만과 함께 전
인성, 통합적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함.

강유미
(2009)

글읽기, 글쓰기를 통한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인성교육 가능성 탐색

중학생,
질적연구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
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을 사랑하
게 되며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
하는 긍정적 인성변화를 보임.

배승범
(2009)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
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
생의 교과인식과 참여태
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질적연구

전인교육을 위한 통합적 체육수업 방
법으로서의 하나로 수업 모형의 효과
를 확인함.

전세명
(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
한 초등체육 교수-학습
과정에의 통합적 접근

초등학생,
질적연구

통합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체육수업을 통한 긍정적인 변
화를 확인 할 수 있음.

정현우
(2010)

체육교사 간접교수행동
의 교육적 효과

중학생,
질적연구

간접교수행동은 인성적 측면과 자질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인교육에 도움이
됨.

박규림
(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
용한 6학년 도전활동 수
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질적연구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도전 수
업과 도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침.

남기량
(2012)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음악줄넘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참여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 결과 정의적
영역과 운동 협력에서 다른 학급과 비
교하여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임.

천지애
(2013)

초등 통합교과 교수모형
으로서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 검토

초등학생,
질적연구

초등 즐거운 생활이 통합교과로서의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 가능성 제시

[표 3] 하나로 수업 모형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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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포츠교육 모형 중심 인성교육    

    

스포츠교육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은 제도화된 스포츠의 특징과 6가지 요

소(시즌, 소속감, 공식경기, 결승전, 축제분위기, 기록보관)를 이용하여 학생

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스

포츠교육 모형은 이질적인 소집단인 ‘팀(team)’을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를 

이루고 인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다(Cohen, 1994).   

스포츠교육 모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한 시즌동안 학생들이 주장, 

감독, 심판, 기록원, 해설가, 사진사, 기자 등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기

능 습득만을 강조하는 교사중심의 전통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여러 

수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스포츠를 통합적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되는 체육 수업 모형이다. 따라서 그동안 운동 기

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독점하던 체육수업에서 소외되고 흥미를 잃은 학생들 

또한 사회적 책임감과 협력적 학습 분위기 가운데 알맞은 역할을 제공 받고 

팀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진희, 최

희진, 조미혜, 김택천, 2004).

스포츠 교육 모형의 목적은 시즌 운영을 통하여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

적인 스포츠 문화인을 기르는데 있다(Siedentop, 1994). 특히 Siedentop(1994)

은 10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중에 다양한 역할 경험을 통한 

소속감과 책임감, 리더십 함양, 적극적인 팀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과 협력, 

스포츠에서의 배려, 최선, 인정과 수용과 같은 예절 및 가치에 대한 습득, 스

포츠 및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의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 습득과 

같은 정의적이고 인성적 가치와 관련된 목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강신복, 

2009). 즉 스포츠교육 모형은 스포츠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

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지향

하는 ‘유능한 스포츠인’은 단순한 기능의 향상이 아닌, 개인과 팀의 승리

를 위해 필요한 노력, 협동, 배려, 정직, 용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박식한 스포츠인’은 경기지식의 습득을 넘어 스포츠를 문화로서 이해하고 

스포츠소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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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상대가 아닌 자신과의 경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

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최의창, 2014).  

이러한 스포츠교육 모형의 인성적 목표 및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중에

서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의 인성 및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

구들이 있다. 정순섭(2007)의 연구에서는 스포츠교육 모형을 초등 체육수업에 

적용한 결과 직접학습모형을 적용한 집단에 비해 정의적 영역 중 충성도 부

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특성인 동료의식과 협동심, 결

속력, 팀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도 스포츠교육 모형이 초등학생들의 만족감, 자심감 등의 심리적 효과와 

협동성, 결속력과 같은 사회적 특성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강일, 조순

묵, 2000). 또한, 초등체육수업에 스포츠교육 모형의 적용에 관한 송기명

(200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심판이나 감독 등과 같은 역할 수행과 팀의 구

성과 전략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같은 요인들을 통하여 책임감, 동료

의식, 자율성, 공정성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나 넷볼과 같은 특정 종목에 대한 스포츠교육 모

형 적용결과 역시 동료들 간의 친화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

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김진오, 2008; 조미혜, 손상영, 2004; 박이

수, 2003). 이나미(2003)의 연구에서도 스포츠교육 모형을 적용한 티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감, 자신감의 향상과 소외감, 공격성의 감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스포츠교육 모형의 인성 및 정의적 영역의 효과에 대한 국외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Hastie, 2006). 뉴질랜드에서는 스포츠교육 모형의 이점을 살려 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시행되기도 하였고(Grant, 1992), 미국에서

는 스포츠교육 모형을 통하여 학생들이 팀의 일원이 되고 친구와 사귀고 즐

거움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나 협력, 리더십 같은 사회적, 개

인적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Carson & Hastie, 1997). 또한 운동 기능 

수준의 차이에 크게 차이 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효능감

이 증대되고 자신과 기능 수준이 다른 학생에 대한 이해와 포용, 지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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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형성 되었다(Kinchin, 2001). 한편, Wallhead와 O’Sullivan(2005)은 저

널에 실린 스포츠교육모형에 관한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리뷰 하였는데, 경

험적 연구물들에서도 스포츠교육 모형이 학생들의 책무성, 협동심, 상호 신뢰

와 같은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정리하였다. Dyson, Griifin과 

Hastie(2004)는 스포츠교육 모형과 이해중심게임 모형, 협동학습 모형을 비교

연구 함으로써 스포츠교육 모형이 적극적 의사결정, 사회적 상호작용에 효과

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교육 모형을 적용한 수업은 경기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성이나 정의적 영역의 향상을 위한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수업 계획이 미비 

되었거나, 승패에 집착하는 분위기나 높은 기능을 가진 학생의 독주 등은 오

히려 공격성의 심화,  심리적 위축과 같은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이승배, 2006). Taggart & Penny(2004) 역시 교사

의 부실한 수업운영 및 방관적 수업태도, 학교 시설 및 장소와 같은 환경적 

요소의 부족, 지나친 경쟁 등은 오히려 체육 수업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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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설경미

(2006)

티볼을 이용한 스포츠교

육모형 수업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중학생,

질적연구

스포츠교육모형 수업을 통해 책임감,

협동심, 자율성, 동기유발, 적극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고은주

(2013)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

한 중학교 방과후 음악

줄넘기 수업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양적연구

스포츠교육모형이 자심감, 협동성, 스

포츠맨십, 공격성 저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김도원

(2008)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

한 농구 수업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중학생,

양적연구

스포츠교육모형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 존중,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박태진

(2003)

스포츠교육모형을 통한

체육수업이 정의적 영역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양적연구

스포츠 교육모형은 학생들의 자율적

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들

의 심리적 위축은 자신감 및 성취감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도이구

(2008)

고등학생의 스포츠교육

모형 적용을 통한 정의

적 영역 변화

고등학생,

양적연구

기능중심 수업에 비해 정의적 영역이

향상된 결과를 보임.

김대기

(2010)

스포츠 교육모형을 적용

한 농구클럽수업이 청소

년들의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클

럽,

양적연구

정의적 영역의 협동심, 결속력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김찬우

(2009)

스포츠 교육모형을 적용

한 테니스 수업이 중학

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

치는 영향

중학생,

양적연구

원만한 인간관계, 팀웍, 준법성, 책임

감, 이해심, 결과 수용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이원준

(2005)

스포츠교육모형이

주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해 축구를 가르

친 결과 여학생의 이해도 향상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음.

강일

(2001)

스포츠교육모형이 초등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주먹야구단원을 스포츠교육모형으로

가르친 결과, 준법성을 제외한 협동성,

이타성, 공격성, 경쟁성, 결속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송기명

(2000)

초등 체육수업에 스포츠

교육모형의 적용

초등학생,

질적연구

스포츠교육모형의 효과는 정의적 영역

에서 책임감, 동료의식, 자율성, 공정

한 경쟁이 있음.

[표 4] 스포츠교육 모형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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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학습 모형 중심 인성교육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모형은 학생의 자율성이 적은 전통적인 교

사주도의 학습,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비교육적 상황이 잦은 경쟁학습, 자칫 

편견으로 가득한 편협 된 지식인을 양산하기 쉬운 개별학습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정문성, 2002). 따라서 협동학습에서는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집단 구성원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

고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 보상과 같은 융통성 있

는 수업 전략을 중요시 하여 인지적, 심동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

면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정문성 2002; Hooper, 1992; Kagan, 

1994; Slavin, 1995).

특히 경쟁적인 활동과 팀 활동이 강조되는 체육수업에서 협동학습의 특징

과 장점은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체육 수업을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

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Cohen, 1994a; Johnson & Johonson, 1989; 

Kagan, 1990; Slavin 1996).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의 체육수업에서는 이질적인 

소집단의 구성이나 구성원 간 긍정적인 상호 의존 및 개인적 책무성 등과 같

은 협동학습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모둠을 나누어 활동을 하면 

이를 협동학습으로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재용, 2013). 따라

서 협동학습을 통해 사회성을 비롯한 인성적 측면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체육

교사가 협동학습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Grineski, 

1996). 더불어 체육활동의 평가에 있어서도 인지적, 심동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도 평가를 해야 한다. 정의적 평가에는 Mitchell, Oslin,& 

Griffin(2013)이 제시한 정의적 영역 평가를 위한 루브릭이나 Lund와 

Veal(2013)이 제안한 정의적 영역 특성 루브릭을 사용할 수도 있다.

 Grinseki(1996)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체육수업을 연구하였

는데,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협동학습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

주는 효과와 자신이 팀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Hellison, 1996). 또한 Dyson(2001)에 의한 연구에서도 협동학습 모형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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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한만석

(2009)

TGT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수준별 집단 중 하위 집단의 자기 효

능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서지영

(2004)

정의적 발달을 위한 체육

과 협동학습 적용 연구

초등학생,

질적연구

협동학습의 현장적용 결과 상호지지,

격려와 배려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정의적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를 보임.

부성민

(2013)

체육과 TGT 협동학습

모형을 통한 중학생의 정

의적 영역 발달 연구

중학생,

양적연구

중학생의 사회성과 자아효능감 함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전영희

(2010)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협동학습이 사회성 및 학

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협동학습이 개인의 기능 향상과 팀 보

상을 위한 모둠의 성취목표가 명확했

기에 전통적 수업보다 바람직한 정의

적 목표들이 습득되었다.

김재중

(2013)

협동학습 체육수업 참가

‘이끄미’의 리더십 형성

초등학생,

질적연구

협동학습 체육수업에 참가한 이끄미들

이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리

더십 형성의 실체 이론을 규명함.

강영일

(2014)

협동게임 적용 체육수업

이 학습자의 창의ㆍ인성

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협동게임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학습자

의 창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5] 협동학습 모형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학생의 학습을 도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를 높임

으로써 학생의 사회성과 책임감, 공동체 의식과 같은 다양한 인성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국내에서도 체육교육의 협동학습 적용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

고 초중등학교 체육수업에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려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

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협동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학업 성취 수준과 운동 기능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

식과 책임감 향상, 친구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박치우, 2003; 정구영, 고문수, 이재용, 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

수업에서도 협동학습의 적용은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는 개

인의 인성적 자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종환, 2004; 김종환, 

황호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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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준

(2007)

초등체육수업에서

구조중심 협동학습이

즐거운 체육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기존의 협동학습에 비해 구조중심 협

동학습이 다양하고 유연한 태도로 사

회성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영주

(2008)

체육협동학습 수업모형이

자아존중감과 팀 응집력

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

양적연구

체육협동학습 수업모형이 자아존중감

과 팀 응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김기수

(2005)

체육수업에서 협동학습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

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협동학습이 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소

외아동의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침.

김종환

(2004)

협동학습모형이 체육태도

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학생,

양적연구

남,여 학생 모두에게서 체육태도와 자

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검증됨.

문익수

(2006)

STAD모형의 체육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에 미치는 효과

중학생,

양적연구

성취과제분담학습모형(STAD)은 학생

의 자아존중감과 정서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엄혁주,

이대형

(2013)

협동 게임수업이 초등학

생의 운동기능과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혼합연구

협동 게임수업은 초등학생들의 운동기

능증진과 정의적 발달에 효과적임.

라) 책임감 모형 중심 인성교육

 책임감 모형은 Donald Hellison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도덕

적 성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책임감 모형은 초기에는 비행 

청소년이나 왕따와 같은 주로 문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에 많이 적용되었으

나 점차 정규 학교 체육수업시간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와 국

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에도 일치하기 때문에 점차 정규체육수업에도 널리 

적용되어졌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꾸준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져 배려와 

일탈의 감소, 목표를 위한 계획, 일상생활로의 전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박대권, 남석희, 박창범, 2007; 최흥섭, 이안수, 2007; 

이옥선, 2014).  

 책임감 모형에서는 체육수업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며, 신체활동을 넘

어 감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ellison, 

2003). 특히,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가르치고 안내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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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람들의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가이던스 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육해

야 하는데, 정서적, 신체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체육활동은 이러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상황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하기에 청소년들이 적합한 책임감을 개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Martinek & Hellison, 2006). 

  책임감 모형에서는  통합(intergration), 전이(trasfer), 의사결정 이양

(empowerment), 관계(relationship)의 네 가지 원칙을 기초로 수업을 일관적으

로 운영해 나간다. 또한 Hellison(2003)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

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하였는데 수업전의 가치 인식 대화, 수업 중 가치의 실행에 이은 반성의 

시간, 개인적 의사 결정과 집단 모임 시간, 상담시간 등이 있다. 특히 실행의 

단계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에 대한 존중, 참여와 노력, 자기 감독, 배려와 도

움주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육수업 이외의 상황으로의 전이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임감이나 가치에 관해 학생들이 자율적

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이재용, 2013).

 이러한 책임감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인성 함양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으며(Gordon,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친구들 사이

의 공동체 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상호 협조, 자율성의 향상, 책임감 함양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최흥섭, 2008; Hellison, et al., 2000). 

이밖에도, 책임감 수업 모형을 적용한 모험활동과 야외활동도 있다. 모험활동

과 야외활동은 개인과 공동체의 발달에 주목하며 선택의 상황들이 많기에 자

신과 다른 사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기에 적합한 신체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Miles & Pries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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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이옥선

(2014)

책임감 모형의 실행 적합

성 제고를 위한 수정 모

형의 적용 효과 탐색

초등학생,

초등교사,

질적연구

수정된 모형의 실행은 학생들에게 책

임감 의미의 명료화, 운동기능과 책임

감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적응, 책임감

가치의 제한적 전이의 효과를 보임.

원을상

(2006)

초등 체육수업에서 왕따

해소를 위한 책임감모형

적용

초등학생,

문헌연구

책임감모형을 적용한 결과 수업 분위

기의 변화 및 왕따 예방, 감소를 위한

효과가 있음.

최흥섭,

김명수

(2009)

책임감 모형(TPSR)과 스

포츠교육 모형과의 통합

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책

임감 변화 과정 탐구

초등학생,

질적연구

책임감모형과 스포츠교육 모형과의 통

합을 통해 책임감 모형의 현장 적용

방법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이안수,

강경진

(2011)

소외된 아동들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책임감모형

의 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책임감 모형으로 소외된 아동들의 친

사회성이 증가함을 확인.

이재용

(2013)

학교체육을 통한 정의적

영역 발달 방안 탐색

초등학생,

문헌고찰

학교체육을 통하여 정의적 영역 발달

을 증진시키는 방법적 대안으로 책임

감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함.

최흥섭

(2009)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책임감 모형 실천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

질적연구

교육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실천주체자가 되어야 하며 정의적 영

역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이에 대한 의

도적 지도가 필요함.

조동협

(2009)

책임감 모형을 적용한 체

육수업이 초등학생의 책

임감 지각과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책임감 모형의 실시 결과, 학생의 책임

감 지각과 내적동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를 통해 도덕성을 발달시

킬 수 있음.

석승하

(2008)

초등학교 비행아동의

TPSR 모형 적용 과정

분석

초등학생,

혼합연구

비행청소년들의 책임감모형 참여 후에

여러 가지 정의적 영역에서 유의한 향

상을 보임.

정진홍

(1999)

중학교 체육수업에 있어

서 비행경향 학생을 위한

책임감 모형의 적용 연구

중학생,

질적연구

갈등과 분노에 대처하는 방식, 존중,

노력, 책임감, 배려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침.

이종목

(2010)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한

초등학교 체육과 책임감

모형 수업의 설계 및 적

용

초등학생,

질적연구

스캐폴딩 전략은 책임감 모형의 수업

을 진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

한 활동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음.

[표 6] 책임감 모형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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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포츠맨십 교육

 스포츠맨십은 경쟁적 신체활동이 많은 스포츠 활동에서 스포츠에 참여하

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자질의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Schneider, 2009; Laker, 2001). Clifford와 Feezell(2009)은 한걸음 더 나아가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심

판, 지도자, 관중, 운영자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스포츠맨십이 지켜지지 않는 

스포츠는 스포츠의 본질을 떠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스포츠맨십의 핵심 

가치를 ‘존중(respect)’으로 하고 이를 5가지 영역(상대, 팀과 동료, 심판, 

경기 자체, 지도자)으로 구분하여 스포츠에 있어 존중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제시하고 있다(Clifford & Feezell, 2009). 

 스포츠맨십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왔다. Beller와 Stoll(1993)이 수행한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선수들은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지

적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돈이나 승리 등의 이유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엘리트 선수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큰 것으

로 보아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길러지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스포츠맨십을 기르기 위한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Feezell, 1986; Sabok, 1985).

국외에서는 스포츠맨십을 교육하기 위한 의도적 스포츠맨십 교육과정과 프

로그램을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리더십 행동과 자율적 문제

해결력, 사회성, 도덕적 추론능력 등의 향상을 보였다(Romance & Weiss, 

Bockoven, 1986). 또한, Giebink와 Mckeinze(1985)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

하여 소프트볼과 농구 경기를 통해 스포츠맨십을 가르친 결과 스포츠맨십 행

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윤기준(2010)이 인성교육으로서

의 스포츠맨십 교육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 태도, 행동적 측면의 변화

를 확인하고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백승수(2012)는 학교 체육수

업에서 스포츠맨십을 교육하고 스포츠맨십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최근 학교 체육의 중요한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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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백승수

(201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스포츠맨십 내면화 과정

및 요인 탐색

중학생,

질적연구

스포츠맨십의 내면화 및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거시적 수업 방안과 미시

적 수업 기법을 제시함.

박정준

(2011)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중등 학교체육에서 인성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점

중학생,

질적연구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제시함.

김기철

(2011)

학교 농구 스포츠클럽에

서의 스포츠맨십 교육 실

천과 학생 변화

고등학생,

질적연구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의 인식, 태도, 행도의 측면에서 긍

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음.

윤기준

(2010)

인성교육으로서의 스포츠

맨십 교육

중학생,

질적연구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을 교육한 결

과 스포츠맨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타인의 삶의 가치에 대해 이해

하게 됨.

박종률

(2003)

체육수업을 통한 고등학

생의 스포츠맨십 인식 변

화

고등학생,

질적연구

스포츠맨십을 교육한 결과 스포츠맨십

에 대한 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

화함.

오대균

(2014)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학교

우수사례 질적 분석

우수학교,

질적연구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에서의 스포츠맨십 함양 가능성을 제

시함.

박정준

(2011)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문헌고찰,

이론연구

체육교육 분야의 인성교육 현황을 점

검하고 실천 중심의 스포츠맨십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함.

박정준

(2012)

스포츠맨십의 발달 수준

과 영역에 관한 경험적

탐색: 중학교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중학생,

질적연구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맨십의

발달 수준과 영역을 범주화 함.

[표 7] 스포츠맨십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로 등장한 스포츠클럽에서의 농구를 통한 스포츠맨십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들의 스포츠맨십 실천과 인성 변화에 대한 연구도 있다(김기철,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의도적이고 조직화된 스포츠맨십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정준(2011)의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스포츠맨십을 체

육교육의 핵심적 인성 덕목으로 가정하고 이를 통합적 접근의 관점에서 교육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스포츠맨십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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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수,

문창일,

박중길

(2006)

스포츠 교육을 통한 인성

발달
이론연구

스포츠와 인성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

스포츠맨십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 중심 접근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신체활동과 체육수업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문

제들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Talbot(2001)은 체육수업에서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하도

록 이끌며, 긍정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학업 참여와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더불어 체육수

업에서의 신체활동을 비롯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이 즐겨하여 여가 활동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김남수, 민영, 2009),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체육 

수업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현장의 여러 가

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동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지고 있다(Hartmann, 2003).

 그 대표적인 예로 심각해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체육수업

을 통해 인성교육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이옥선, 조기희(2013)는 학

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

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어

졌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행동 감소보

다는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실천적인 프로그램, 체육수업 맥락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

그램이 통합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학생

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시키고, 학생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개발된 스포츠 프로그램도 있다(김남수, 이기봉, 박일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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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을 통

해 학교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김선희, 권민정, 2013), 리듬 운

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한 연구들(이유진, 2012)은 이러한 시도들

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성함양과 동시에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창의성과 인성이 개념이 

따로 분리되어 교육되어져왔는데, 미래 사회에는 남들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인성을 소유한 창의적 인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체

력향상과 더불어 협동, 배려심 함양과 같은 인성 교육에 체육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 교육부에서는 2013년에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

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학교 현장 일선에서도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신기철, 박상봉, 2011)하기도 하고 창의 경영학교 중에서 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고 참여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한 연구(차은주, 2013)도 있다. 그리고 실천 중심의 행동적 

접근 방법(Wynne, 2011)에 근거한 체육 창의·인성 자료인 ‘TROTPHES’를 

개발, 적용한 연구도 있다(김영재, 2013).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학생들과 같은 사회 소외 

계층 및 사회적 배려 가정에 속한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고 바람직한 인성

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 프로그램들과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다문

화 가정의 학생이나 새터민 학생들은 자아정체성의 모호함, 소외감과 좌절, 

언어구사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소통과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박지현, 2013). 학업 

적인 부분에서도 이들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생활문화가 낯설기 때문

에 국어, 사회와 같은 교과목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체육 

교과에서는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김재운, 2011; 배은주, 2006; 김미숙, 

2005). 박영호(2012)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다문화 학생들은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가지며 소통의 기회들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데 도움을 얻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새터민에게도 문화적응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긍정적인 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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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박지현, 2013).

한편, 공립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소외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Helli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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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이옥선,
조기희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생,
질적연구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 증대, 승패위주 경쟁에서
의 탈피, 힘의 불균형 완화 등의 효과
를 보임.

김중형
(2012)

체육수업이 초등학교 폭
력행동 및 태도변화에 미
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를 목적으로 재
구성한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행동개선
과 폭력에 대한 태도변화에 긍정적 효
과가 있음.

차은주
(2013)

창의경영학교 중 인성교
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의 특성 파
악

초등학생,
양적연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인성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고문수
(2013)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초등학생,
질적연구

인성과 인성교육의 관계를 탐색하고
실천방향으로 워크북의 활용을 제시함.

차은주,
김영재,
허정훈
(2013)

스포츠참가 청소년 인성
평가도구 타당화 검증

중학생,
양적연구

스포츠참가 청소년 인성평가도구의 구
성요인을 확인하고 타당도가 높은 측
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함.

강혜정,
조순묵
(2012)

도덕성 발달 체육 교수
전략을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체육 수업에 적용함

초등학생,
질적연구

체육수업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
을 바탕으로 도덕적 추론이나 토론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을 연습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보임.

신기철,
박상봉
(2011)

초등 체육에서 창의 인성
교육 실천을 위한 탐색

초등학생,
질적연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지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임을 밝힘.

김영재
(2013)

체육 창의, 인성 교육프로
그램 TROTPHES 개발
및 적용

초등학생,
양적연구

학생들의 창의, 인성을 개발하기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옴.

김남수,
이기봉,
박일혁
(2010)

학교 폭력 가해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양적연구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
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
옴.

박영호
(2012)

체육활동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양적연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는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등의 긍
정적 효과가 있음.

고문수,
최덕묵
(2009)

다문화교육에서 체육의
역할 탐색

초등학생,
질적연구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체육교육 방법의 효과를 제시함.

김재운
(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체육
수업 및 스포츠 여가활동
을 통한 적응과정

초등학생,
질적연구

체육수업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박지현
(2013)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체
육활동 경험을 통한 학교
사회 적응

초등학생,
질적연구

체육활동은 교우관계 형성, 소통의 극
대화, 효율적인 적응기제, 긍정적 정서
형성에 도움을 줌.

[표 8] 문제 해결 접근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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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인성교육 연구의 한계

  그동안 지속되어 온 체육 수업 모형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시도와 연

구 결과는 학생들의 인성적 측면의 개발과 함양에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육수업 모형이나 프로그램을 수

업에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인성 함양을 자동적으로 보장 하지 않는 

다는 사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Etizen, 1999; Griffin, 1998). 자

칫 모형의 특성이나 의도를 잘못 적용하거나 막연히 모형 중심의 체육수업을 

하면 자연스레 인성이 함양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신체활동에 적극적이

고 자주 참가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 더 낮다는 연구(Shields & 

Bredemeier, 2011; Stevenson, 1998)를 뒷받침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의창(2010) 또한 경쟁적인 신체활동의 특성과 인간의 이기적 욕심은 도리어 

인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스포츠 교육 모형의 경우 운동 능

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오히려 심리적 위축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

다(박태진, 2003). 따라서 체육수업 모형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환경과 전략, 지도자의 능력 등과 같은 요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체육 수업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고 더군다

나 국내에서 개발된 모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여 학생

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이옥선, 2014).    

 또한, 겉으로 보이거나 측정 가능한 운동기능이나 신체적 능력은 체육 수

업 중에 학습한 것이라면 체육 수업 이후에도 모름지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의도한 체육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 내에서의 정의적 변화나 인성의 변화가 체육 수업 이후의 맥락의 

변화로 인해 삶에서 단절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체육 수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전인적 성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체

육수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수업이나 프로그램 내

에서의 단기적 접근에 그칠 수 있다. 이는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모형

의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성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인성이라는 개념은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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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기에 개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협동, 책임감, 

스포츠맨십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과 뚜렷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박정준, 2011). 따라서 그에 따른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다소 구체적이고 단순

하지 않아 학생들은 이를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활용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남

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적

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성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의 모형을 통한 인성교육은 인성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매우 추상적으로 가르

치고 청소년들은 이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채 머리

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

고 실천 가능 형태로 전환하여 가르치는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2. 초등체육수업과 라이프스킬

 가. 라이프스킬의 개념 및 정의

  라이프스킬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달라져왔다. 

Himsl(1973)은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 있는 문제해결 행동이라고 했으

며, Miller(1976)는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능력으로 사고, 행동, 감정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Weatherford & Weatherford(1985)는 기존의 라이프스킬

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능력(competency), 대처(coping), 공헌

(contributory)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최근 스포츠 심리 및 스포츠 교육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라이프스킬의 개

념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관련되어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 스킬 뿐 만 아

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자질의 의미에

서 활용 및 연구되어지고 있다(Gould & Cars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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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스킬이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이웃 등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로서 실천성과 실용성을 가진 인지적․행동적․신체적인 삶의 기술이다(이옥선, 

2012). Danish(2006) 또한 라이프스킬은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인

지적인 측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 적극적

인 사교성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목표설정이나 자기 성찰

과 같은 개인적인 면과 조직생활기술과 같은 대인관계적인 면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 건강 보건기구 WHO(1999)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행동

을 라이프스킬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라이프스킬은 그 성격에 따라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의 세 영

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신의 성장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에 필요한 기

본기와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지혜

롭게 대처하는 대응기, 그리고 기본기와 대응기를 바탕으로 타인이나 공동체

에 기여 할 수 있는 공헌기로 구분할 수도 있다(이옥선, 2012).

Gould와 Carson(2008)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

려움을 신체활동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적용하여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스포츠 스킬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자질들에 집중하여 내면을 발달시킴으로써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라이프스킬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 된 라이프스킬은 신체기술과 더불어 스포츠 맥락 및 체

육수업 외의 환경으로 전이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즉, 체육활동 안에서 

가르쳐 지는 라이프스킬은 실천성과 실용성을 가진 삶의 기술로 신체 기술과 

라이프스킬은 모두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라이프스킬

의 개발은 신체기술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설명, 시범, 반복적 연습,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신체 기술과 라이프스킬은 유사점을 갖는다. 

이렇듯, 라이프스킬은 신체활동 맥락에서 인성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실제

적인 행동으로 발현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이옥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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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charisis, Danish & Theodorakis, 2005). 

 한편, 우리는 이러한 체육수업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체육수업에서 일어

나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전이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실천되어

질 때 라이프스킬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스킬은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청

소년이 체육수업 현장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실제 적용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스킬의 개발은 라이프스킬을 다른 맥락에도 

전이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체계적인 연습을 하는 등의 전이를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 Martinek, 2012). 라이프스킬

은 머리와 가슴으로만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인의 지식과 

태도, 능력을 일상생활의 능력으로 발현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반드시 의

도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odge, 

1989). 신체활동 맥락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진 장

이지만 자동적으로는 라이프스킬이 개발되지는 않고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인 영향을 받아 개발된다(정예수, 2010). 따라서 라이프스킬은 반드시 의도적

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쳐 져야하며 개발한 기술이 일상생활로 전이되도록 고

안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Holt, Tamminen, Tink, &　 Black, 

2009).

 나. 전인적 청소년 육성과 라이프스킬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은 십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긍정 심리학은 개인과 사회를 번영시키는 강점과 장점을 연구하

는 심리학의 한 패러다임이다(Lener, Almerigi, Theokas, & Lerner, 2005). 기

존의 전통적인 심리학은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 정신질환과 같은 병리들을 

치료하고 교정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인 창의성, 용기, 

책임감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개발하는데 소홀함으로써 인간이해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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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Csiks-zentmihalyi, 2000). 반면에 긍정 심리학은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육성하고, 삶을 보다 풍요롭고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이자 능력 개발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Seligman, 

2002).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이라는 특정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인간 이해와 발달의 측면에서 심리학 뿐 아니라 교육학에도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이희경, 이동귀, 2007).

   전인적 청소년 육성 접근 또한 청소년 교육이나 연구가 청소년들의 문제 

예방과 해결로 귀결되는 과거의 접근방식은 충분치 않으며(Roth & 

Brooks-Gunn, 2003), 더 나아가 모든 청소년들을 잠재력과 강점을 가진 존재

로 인식하고 그들이 긍정적 태도, 건강한 습관, 라이프스킬 등과 같은 자질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Benson, 2006). 이는 청소년들을 ‘문제 해결의 대상’과 같은 수동적인 위

치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관점이다

(Pittman, 1992, 2000). 실제로 최근에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으

로써 청소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지고 있다(Catalano, Berglund, Ryan, Lonczak, 2004; Hilliard et al., 

2014). 

  이옥선(2012)은 전인적 청소년 발달 육성의 개념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교육의 초점이 바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청소년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왔으며 대표적으로 감시, 보호, 

억압, 규율 등과 같은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 육성, 지원, 개발 등의 성장 위

주의 정책들로 바뀌었다(조영승, 2003). 하지만 여전히 전인적 청소년 육성 패

러다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 부족과 기존의 교육 정책들과의 연계성 

부족, 구체적 프로그램의 미흡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

다(김진호, 2006).

  한편, 선진국에서는 학교체육활동에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발달 및 정서 발달, 인성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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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을 통해 전인적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들

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anford, Armour & Duncombe, 2008; 

Smith Thurston, Green & Lamb, 2007). 여러 연구들은 학교 체육활동 및 스

포츠의 교육적 잠재력은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것

을 넘어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의창, 

2010; Fraser-Thomas, Cote, & Deakin, 2005; Petipas, Cornelius, Raalte, & 

Jones, 2005). 

  그 중에서도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통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하나의 방

법이자 이에 기초한 라이프 스킬 교육은 학습자가 신체 활동에서 개발한 라

이프스킬을 일상생활로 전이시켜 신체 활동 맥락을 넘어 다양한 국면에서 긍

정적 발달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 청소년 육성의 개념은 라이프

스킬 교육을 포괄함으로써 모든 신체활동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은 체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최대한 구현하여 청소년들의 바른 사회화에 기여

하고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프스킬 교육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골프를 통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도록 의도한 First Tee life skills through golf(First Tee, 

2006)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Play It Smart(Petitpas et al., 2004), Sport United 

to Promote Education and Recreation (SUPER; Danish, 2002), Going for the 

Goal (Danish et al., 1998), Project Effort(Lee & Martinek, 2009) 등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라이프스킬을 가르

치고자 시도되어졌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라이프스킬 혹은 체육 활동을 

통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연구들은 해

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의 경우 2012년, 2013년에 관련 연구물들이 많

이 나오게 되었다. 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는데 먼저는 라이프스킬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발달에 관한 주제와, 다른 하

나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신체활동과 체육을 통한 라이프스킬 및 전인 교육에 대한 시도는 대부분 

학생의 발달 및 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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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프로그램이나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

를 알아보고 특정 라이프스킬의 습득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청소년기 스포츠 참여를 통한 라이프스킬 습득 경험

과 요인탐색(이옥선, 2012) 연구는 대학생들이 청소년기 스포츠 참여를 통해

서 얻은 라이프스킬을 자기관리와 성장을 위한 기본적 역량인 기본기,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다루는 데 필요한 대응기,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공헌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어떠한 라이프스킬을 얻었는

지 분석 하였고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최기훈(2013)은 테니스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을 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측면에서 탐색

하였고 강태성(2012)은 초등학생이 검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라이프스

킬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기철(2011)은 학교 농구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학

생들에게 생긴 변화를 탐색하였고 전인교육이라는 체육 교육의 본질적인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한 스포츠맨십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 

학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질적 접근이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농구 스포츠클럽에서의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들의 인식, 태도, 행동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용 전공 여고생과 일반 여고생의 라이프스킬을 비교하고 이것이 학

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피는 연구(이엄지, 2013)도 있다.    

  또한, 특정 라이프스킬의 습득 여부를 탐구해보는 연구도 있었다. 초등학생

들의 리더십 라이프스킬 습득을 탐색한 연구(정성혜, 2006)와 스포츠 동아리 

활동과 교육을 통한 자아효능감과 같은 기본기 습득 여부에 대한 연구(한만

규, 2007) 등이 있다. 리더쉽 라이프스킬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적 조

치는 없지만 소재희(2013)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 클럽 참여가 대응기에 해당

하는 사회성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학생 발달 연구에 비해서 이루어진 연구물의 수는 적지만, 효과적인 라이

프스킬 교육과 전이를 위한 본질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현장에서 실천적인 운

영을 위한 연구, 라이프스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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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라이프스킬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질들을 계발하여 학교폭력

을 예방하기 위한 초등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한 

연구(이옥선, 조기희, 2013)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탄탄한 사전 이론 연

구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본 대표적인 연구이다. 박정

준(2011)은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중등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연구하였다. 특히 스포츠맨십 

함양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성교육, 스포츠맨십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경험적 연구 전통에 대한 통찰과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

을 통한 스포츠맨십 개발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다른 연구 중에는 특정 라이

프스킬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엄완용(2007)의 청소년 리더십 라

이프스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도 있다.

 한편 라이프스킬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수업 모형에 대한 연

구도 있다. 이옥선(2013)은 책임감 모형의 실행 양상 파악 및 실행 제고를 위

한 모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모형 실행 양상과 더불어 한국형 책임

감 모형에 대한 제언과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책임감 모형에 대한 연구

를 진행 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일상생활로의 전이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Lee & Martinek (2013)은 브론펜브레

너의 생물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목표하고 있

는 가치들이 전이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라이프스킬 

교육은 전이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체육프로그램 맥락 안에서 만의 

인성 함양은 라이프스킬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이 라이프스킬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맥락이나 삶의 현장으로까지 전이되어서 발휘 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적 자질의 개발에 있어서는 특별

한 환경과 맥락이 요구되는데 체육 시간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충족하는 조

건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감 수업 모형(TPSR)을 기반으로 한  학교 체육시간

은 전이를 위한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는 인간의 변화

와 발달은 개체와 주변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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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상호작용, 매개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

환경과 가족, 친구 등은 개인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밀한 파트너 십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프

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Martin & David (2009)가 영국 청소년 선수들에게 필요한 라이프스킬

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여러 가지 라이프스킬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정작 청소

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한 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고 비판하며 어떤 라이프스킬이 가장 중요한지 여러 분

야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Armour(2012)는 대부분의 전인

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스포츠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스포츠 맥락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

하고 있어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로 1) 학생들

의 필요를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시키기, 2) 일상적인 학교 환경을 벗어나 

활동하기, 3)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반성하기, 4) 프

로그램 리더와 멘토, 학생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5) 학생들에게 다

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6) 보충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시스템 제공하기를 뽑고 있다.

  위와 같은 많은 프로그램과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이 예방 되는 효과가 있

다든지,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 혹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라이프스킬의 

습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성영실, 김경아, 2010). 하지만 학자들마다 라

이프스킬의 습득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스포츠 또

는 운동참여를 통해 라이프 스킬은 자동으로 가르치거나 습득하게 된다는 견

해(Holt, 2008)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가르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된다

는 견해(Gould, 2008)이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들에는 단지 학생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넘어 그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라이프스킬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즉, 어떠한 스킬이 잠재적으로 체득

되고 어떠한 기술이 의도적으로 학습되어지는지 등과 같은 라이프스킬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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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초등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 연구 

 최근 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살펴 볼 때, 초등학생

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아동의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초등체육수업, 학교 폭력의 증가와 청소년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유발을 감

소시키고 예방하는 차원의 초등체육수업을 현대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수업은 스포츠 중심의 기술과 

기능 습득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교실수업을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

는 활동 시간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비활동적인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흥미 저하와 좌절감을 형성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

어 주기도 하며 교사에게는 즉흥적인 계획수립과 흥미 위주의 수업을 지속하

게끔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등체육수업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초

등체육 수업은 교육과정에서 본래 의도하고 있는 모습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Whitehead(1929)가 제시한 교육의 리듬에 맞춰 초등 체육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초등체육은 리듬이 시작되는 낭만의 단계

로서 정밀의 단계인 중고등학교 체육을 거쳐, 일반화 단계인 대학교 체육과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전체 단계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하였

다. 또한 2007 개정 체육교육과정에서도 그동안의 운동 기능 중심의 교육에

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으로 초등체육의 성격을 정립하였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이는 초등체육수업이 단순한 스포츠 기술습득에서 벗어나 신체

활동의 종합적 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행하여 자신의 

삶을 계발하고 사회성 및 인성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써 나아감과 동시

에 활동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초등 체육의 새로운 성

격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정애, 2007).

 이러한 라이프스킬의 개발은 스포츠나 체육수업 활동 외의 교육으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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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하지만 체육 수업의 맥락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청소년기 특유의 활동적인 생활 및 움직임 욕구의 해소에 대한 

필요성, 집단이나 친구와의 연대와 소속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

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

이고 적합한 라이프스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라이

프 스킬의 개발은 스포츠 스킬의 개발과 유사하게 시범, 모델링, 실천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에 체육수업 맥락은 라이프스킬 교육에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Danish & Hale, 1981; Theokas, Danish, Hodge, 

Heke, & Forneris, 2008). 

 더불어 초등체육 수업은 모든 초등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 참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큰 교육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험과 배움은 대부분 중학생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박경묵, 1990), 초등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맥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과 지식이 통합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초등 체

육수업에서 효과적으로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학생들에게 매우 의

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배종희(2013)는 초등체육 수업에서 목표설정, 긍정적 피드백, 반성적 시간 

갖기, 또래 활용 등의 다양한 교수전략을 활용해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을 위

하여 목표설정과 노력하기, 공감과 배려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감정조절

하기, 책임감 등의 5가지 라이프스킬을 교육하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나타나

는 체험과 경험을 연구하였다. 교사 참여자의 경우 라이프스킬 생각하기, 라

이프스킬 가르치기, 일상 속의 라이프스킬로 전이하기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

여 체험을 정리하였다. 학생들 또한 각각의 라이프스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체험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 일상생활로 전이시키

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김동식(2012)의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PBL 모형

을 체육수업에 적용하여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가치 중심의 체육수업을 실

행하고 라이프스킬의 습득과정을 탐구하였다. 라이프스킬의 습득과정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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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상황에서의 가치 인식과 공유, 가치 실천의 어려움, 가치 실천의 어려

움의 극복,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5학년 학생들의 라이프스킬이 습득 및 향상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TAD 협동학습을 적용한 체

육수업을 실행한 결과 학생들의 리더십 라이프스킬의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친 사실을 확인한 연구도 있으며(김정호, 2010), 국외의 연구로는 초등

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배구를 통하여 목표설정, 문제해결, 긍정적 

사고 등의 라이프스킬을 8주간 적용하고 모든 부분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검증한 연구도 있다(Papacharisis, 2005; 배종희, 

2013 재인용).

3. 라이프스킬과 개발 메커니즘

 

  라이프스킬 개발 메커니즘이란, 라이프스킬이 개발되는 결과를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라이프스킬 개발 모형과 라이프스킬 개

발 방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라이프스킬 개발 모형

  그동안 스포츠 맥락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라이프스킬 자체에 대해 규명하고, 라이프스

킬이 스포츠 맥락이나 체육수업을 통해 개발되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

성과 그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다. 반면, 어떻게 라이프스킬이 청

소년들에게 가르쳐지고 개발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Gould & Carson, 2008). 

라이프스킬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라이프스킬은 스포츠나 신체활

동을  통해 개발되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스킬의 습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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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서 어떤 라이프스킬은 왜, 어떻게 개발되는지, 혹은 왜 개발되어

지지 않는지,  라이프스킬 습득의 개인차는 무엇 때문인지, 라이프스킬은 어

떤 환경과 조건에서 개발되어지는지, 라이프스킬의 개발에 관여되는 복잡하

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라이프스킬 개발 메커니즘에 대

한 이해와 이론이 없다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적 적용에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에 관한 명확한 이론 체계가 없

지만 Gould와 Carson(2008)은 그동안의 다양한 맥락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전

인적 청소년 육성과 라이프스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스포츠를 통

한 라이프스킬 교육에 관한 메커니즘 모형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기 이전 상태, 즉 라이프스킬 개발 프로그

램의 시작이나 체육수업 전에 이미 개인별로 각기 다른 내적 자원과 외적 자

원을 가지고 있다. 즉 학생들은 백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다른 라이프스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들

은 향후 다른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개인의 내적자원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킬이 있으며 신체 

능력이나 개인의 성격 등이 있다(Benson, 1997). 외적 자원으로는 부모님, 친

구들, 코치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의 상태에서 학생들은 체육수업이나 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 본 메커니즘 모형에서는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지도자 요인으로 지도자의 신

체활동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철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친다(Ntoumanis & Biddle, 1999). 더불어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지

지하는 교사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공감,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과의 관

계 능력은 학생 개개인의 라이프스킬 개발 가능성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관

여된다(Jowett et al,, 2005). 

라이프스킬 개발과정에 주요하게 관여되는 나머지 요인들은 ‘가르침의 방

식’과 연관된다. 하나는 라이프스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경험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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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가르치는 방식이다. 명확한 규칙에 일관성 있게 따르도록 하고, 리더십

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팀을 위한 노력을 경험해보게 하는 등의 전략은 학생

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준다. 

반면에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연습이

나 훈련에 대한 동기를 얻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신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

식이 있다. 이외에도 간접적인 교수 전략으로는 모델링, 친구나 교사로부터의 

칭찬과 같은 사회적 강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의 전략이 

있다(Gould & Carson, 2008).

한편, 모형에서는 청소년들이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러한 스킬

들이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집중하여 이를 두 가지 관

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관점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초점을 둔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집단을 형성하거나 교사나 지도자 등의 성

인들과 밀접한 관계들을 맺는 등의 사회적 환경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율성

의 향상, 소속감 증진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같은 라이프스킬 개발 

및 개인적 발달을 한다는 것이다(Certo et al., 2003). 두 번째 관점은 청소년

들 스스로의 라이프스킬 활용에 초점을 둔다. 스트레스 관리나 목표 설정, 의

시소통 기술 등과 같은 많은 라이프스킬은 삶의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전

이되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킬은 이러한 활용을 통

해 개발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서의 심호흡이나 

부정적 생각 안하기와 같은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방

법으로 활용하면서 청소년들은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킬 개발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기도 한다.

모형은 최종적으로 라이프스킬의 전이 가능성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라이

프스킬의 개발에 있어 전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라이프스킬은 자동적으로 전

이되지 않는다(Martinek et al., 2001).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황과 맥락의 유사성, 과거의 전이 경험, 라이프스킬의 가치에 

대한 신념, 라이프스킬 적용에 대한 자신감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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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s, 1985).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된 라이프스킬은 다시 차

후의 라이프스킬 개발의 내적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림 1]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코칭 모델(Gould & Carson, 2008, p. 66)

한편, 스포츠 참여를 통한 사회-정서적인 능력과 라이프스킬의 개발에 관

해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 있다. 본 모형은 개발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는 학생들이 무의미하고 위험한 

상황에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도자와 함께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발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무분별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도자가 긍정적인 역할 모델의 역할을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는 단계이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모범

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Zimmerma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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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육시간에 적은 시간이라도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라이프스

킬 교육을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특별히 고안한 라이프스킬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스포츠 맥락을 넘

어서 일상생활로 라이프스킬을 전이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앞의 세 단계

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수준 높은 단계로서,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초

점을 둔다.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맥락에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사

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발된 라이프스킬을 스포츠 맥락을 넘어 일상생활

로 전이시키도록 노력한다. 

      
[그림 2] 스포츠를 통한 사회-정서적 능력 및 라이프스킬 개발 수
준(Gould & Carson, 2008, p. 73)

           

  Lee & Martinek(2013)은 라이프스킬의 전이 과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생물생태학적인 관점에 기반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물생태

학적 이론은 개인의 발달에 관한 종합적인 개념 모형으로써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발달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Hamilton & Pittman, 2003). Bronfenbrenner & Morris(1998)는 생물

생태학적 이론을 주장하며 인간의 발달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인간과 여러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이를 분석하

기 위한 이론적 개념틀로써 PPCT (process-person-context-time)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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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PCT 모델에서는 라이프스킬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성격, 정서적 안정감, 자신감, 문제 해결능력 등과 같은 개인

적 요인(person), 한 개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가정, 학

교와 같은 미시체계부터,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와 같이 간접적

인 영향을 주는 거시체계까지 총 4가지 체계로 분류되는 맥락적 요인

(context), 횟수나 시간의 범위에 따른 시간적 요인(time)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PPCT 모델의 핵심이자, 세 가지 요인들과 발달주체와의 상호작용을 의미

하는 과정 요인(process)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요인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가치에 대한 일관된 인식, 반성, 헌신 등이 있으며 세 가지 요인을 통

합하고 발달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3] 생물생태학적(bioecological) 관점의 가치 전이 모델(Lee & Martinek, 2013, p. 7)  

Hodge, Danish & Martin(2013)은 고등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라이프스킬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

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라이프스킬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자발성(autonomy), 

자신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자발성은 개인이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신감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능숙한 경험이라

고 할 수 있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yan & Dec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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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가 충족되어진 후에야 청소년들은 기대되는 라이프스킬의 개발

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적 요인과 관련되어 개발 가능한 특정 라이

프스킬의 종류가 있다. 자발성과 관련되는 라이프스킬에는 독립적인 사고 능

력, 자기 주도적 능력, 자기 절제 등이 있으며, 자신감과 관련되는 라이프스

킬에는 문제 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관계 능력 등이 있다. 관계성

과 관련되어 개발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에는 타인과의 협동 능력, 배려와 공

감, 사회적 관심 등이 있다. 

한편, 이렇게 개발된 라이프스킬이 지속적으로 내면화 된다면 스포츠가 아

닌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전이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림 4] 라이프스킬 개발 모델(Hodge et al., 2013, p. 9)

    

나. 라이프스킬 개발 방법

 

 최의창(2010)은 스포츠맨십을 가르쳐 내면화하고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

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운동화(運動
化)’, ‘학습화(學習化)’, ‘사회화(社會化)’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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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스포츠맨십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상황에 기준하여 구분한 

것이다. 운동화는 스포츠의 규정과 규칙을 지키며 연습과 시합을 하는 상황

에서 스포츠맨십이 함양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참여

하면서 스포츠맨십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직접 실천해 봅으로써 스포츠

맨십을 내면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시합을 해보면서 어떤 행동이 바

람직한 것인지 혹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면서 깨닫는 것이

다. 학습화는 스포츠맨십을 보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

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

용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공감의 경험을 유도하여 스포츠맨십

을 내면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늘 배울 내용과 스포

츠맨십 가치덕목을 연결 지어 설명하고 관련된 영상이나 이야기를 들려 줄 

수도 있다. 사회화는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통

하여 스포츠맨십이 내면화된다는 관점이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직접적, 간

접적 관계를 통해서 스포츠맨십에 대한 배움과 내면화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백승수, 2012).  또한 체육수업이나 스포츠에 참여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연습하고 시합하는 상황에서 관찰, 

모델링, 강화, 비계설정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스

포츠맨십의 내면화로 이어지게 된다(박정준, 2013).

 두 번째 차원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초점

을 둔다. 이는 교수 학습의 과정적 특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먼저 사고, 분석,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인지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지

식과 태도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인지화(認知化)’의 방법이 있다. 인지화는 

학생의 자율적 사고와 판단에 근거하며 학생 스스로 스포츠맨십적인 행동, 태

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형성하며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반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백승수, 2012). 또, 반복, 훈련, 직접적인 지

시 등의 과정을 통해 특정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습관화(習慣化)’의 

방법이 있다. 매 수업시간에 의식적인 절차로 반복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

이며 일상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정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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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성 등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습득하도록 

하는 ‘심성화(心性化)’의 방법이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시와 이야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에

도 교사의 솔선수범, 수업의 분위기도 큰 영향을 끼친다(백승수, 2012).

 백승수(2012)는 중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을 가르치고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운동화, 학습화, 사회화의 방법을 거시적 차원의 방법으로, 인지화, 습관화, 

심성화의 방법을 미시적 차원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스

포츠맨십을 교육하였다. 중학생들의 스포츠맨십의 내면화 과정은 비인식기에

서 스포츠맨십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는 개념화기, 스포츠맨십을 실질적으로 

실천해보는 실천화기, 학생들이 스포츠맨십의 내용과 범위, 적용 대상을 충분

히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자의에 의해서 실천해 나가는 내면화기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의도적인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발달단계이며, 일련의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비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점차적으로 발달되어 나간다.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은 거시적으로 운동화, 학습화, 사회화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가르쳐진다. 이 중에서 스포츠맨십의 내면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사회화(42%), 운동화(30%), 학습화(2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사회화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

한 공동체에서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운동화 

방법을 통해서는 스포츠맨십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고 내적 동기를 얻어 일

상생활에서도 실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습화 방법을 통해서는 스포츠

맨십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 받

게 된다(백승수, 2012). 

학생들은 이러한 거시적 수업 방안 위에서 지시, 반복설명, 칭찬카드, 실천

록, 가치토론, 솔선수범, 행동판단, 분위기, 영상자료, 읽기자료의 미시적 수업 

기법 들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스포츠맨십을 내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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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포츠맨십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방법상의 요인(백승수, 2012,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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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연구를 설계하는데 있어 기본적 바탕이 되는 

철학적 견해 혹은 세계관이자 자신의 연구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앎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정에 기초한 믿음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경준, 이원일, 김영준, 2011; Guba & Lincoln, 1994). 본 연구는 체

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메커니즘을 살펴보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따라서 개념과 현상을 맥락과 분리하지 않고 복잡성 속에서 구체

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 사회구성주의, 후기실증주

의, 실용주의, 옹호·참여주의로 구분되는데(Creswell, 2010), 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을 채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최대한 신

뢰하며 그들의 상호작용 및 활동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들을 찾아내고

자 했다.

한편,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

능한 문화기술적 연구의 논리와 기법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담임을 맡아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형태로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 혹은 수업을 대상으로 

행하는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자기탐구활동인 ‘자기수업연구(self study)’ 형

태를 취하고 있다(최의창, 1998). 

문화기술적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 또는 

상호작용의 탐구에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연구자가 연구가 이루어진 장

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연구 참여자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체육수업이라는 하나의 작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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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연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Spradley, 1980). 

문화기술적 연구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있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수업의 장면에서 라이프스킬이 개발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발견은 낯선 것을 친숙하게,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과정을 통해 가

능하다(조용환, 1999). 또한 체육수업 맥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장면과 라

이프스킬 개발 메커니즘을 공유된 문화 지식의 일부분이라고 가정하고 문화 

속에 직접 들어가 그 속에서 생산된 문화적 행동 및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기록 및 분석하여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심층면담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면담자-피면담자의 관계와 상황의 유동

성에 따라 면담을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여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

생들의 라이프 스킬 개발 메커니즘을 심층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나. 연구의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

업에서 라이프스킬 교육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설계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연구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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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의 주관성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관성에 대

해 찾고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관성의 개입에 

대해 포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연구가 보다 객관적이며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게 하며 자신

의 연구를 성찰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수시로 메모를 하고 연구 

다이어리를 만들어 자신의 느낌들과 생각들, 본인의 주관들을 메타인지를 사

용하여 기록하는 방법들이 있다. 

  본 연구자는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메커니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관성에

는 첫째, ‘남자 담임교사로서의 나’가 있다. 남교사는 여교사에 비해 체육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며 체육을 가르치는데 있어 신체적으로 유리한 조건들

을 가지고 있다. 체력이 좋고 건장한 신체적 요소 뿐 만 아니라, 탈의할 장소

를 찾거나 무거운 체육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에도 남교사에게는 쉬운 반면 

여교사에게는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운동장 수업이 많은 체

육수업에서 여름의 강렬한 태양과 더위, 겨울의 추위 등은 주변 환경에 민감

한 여교사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한편 남교사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남교사로 하여금 체육 수업을 보다 충실하고 지속 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

기도 하다. 더불어 담임교사로서 체육을 가르치는 나는 학생들에게 체육 교

과 외에도 다른 교과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학생들

과의 관계나 공감대 형성 등의 면에서 체육전담교사와 스포츠클럽 지도자 등

과 차이점이 있다.  

  둘째, ‘체육을 좋아하고 기능이 좋은 편인 나’ 가 있다. 본 연구자는 학

창 시절부터 운동과 체육 수업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좋은 성적들을 받아왔

다. 따라서 체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교사로서도 체육 수업을 성실히 하고 있어 학생들 또한 점차 체육 

활동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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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자로서의 나’ 이다. 본 연구자는 초등교육현

장의 5학년 담임교사로서 2007 개정 체육 교육과정에 따라 스포츠 강사의 도

움 없이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 참여자인 

점은 내부의 시각에서 주관성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독특한 점이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체육 연구자로서의 나’ 이다. 본 연구자는 체육 교육에 관심이 많

고 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장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관찰하기 보다는 선행연구나 관련 이론에 가깝도록 연구 

결과를 왜곡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대도시, 좋은 학군에서 가르치는 나’ 이다. 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대도시 서울에서도 비교적 생활과 학

습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이 높고 정

서적으로 안정된 학생이 많다. 이러한 점은 지방과 촌락의 환경과 다양한 상

황을 간과하고 연구자의 학교가 전부인양 생각하게 하는 주관성을 개입시킬 

여지가 있다. 

3. 연구대상 및 참여자

 가. 연구 환경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라이프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아파

트 단지 내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로서 학구열이 높아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이 뛰어나고 성적이 우수한 편이나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학원이나 개인 

과외 등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전교생이 약 1500명이 되는 규

모가 큰 학교이지만 운동장이 넓은 편이고 체육관이 있어 비교적 체육수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한 편이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학생

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능이 높

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체육 교과를 선호한다. 학부모들은 전문직, 회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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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

은 편이지만 학습 과정보다는 평가와 성적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다소 과보

호 경향이 있으며 정규 체육시간이나 방과 후 체육활동에 대해 ‘노는 시

간’, 또는 ‘여가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의 대상 학급인 5학년 배움반은 남자 14명, 여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학년 10개 반 중에서 신체 조건이나 운동 기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체육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으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편

이다. 다문화, 편부모 가정은 없으며 부모님의 맞벌이와 외동인 경우가 각각 

약 50% 이며 방과 후에는 주로 학원 숙제를 하고 평균 3~4개 정도의 학원을 

다닌다. 남녀 학생 간, 급우들 간의 사이는 비교적 좋은 편이고 왕따나 학교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담임교사와는 한 학기 이상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숙한 상태에서 체육수업에 참여한다.     

 나. 연구 참여자

 

   1) 지도교사

   

  지도교사는 본 연구의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자인 강유하(가명) 선생님이다. 

강유하 교사는 현재 29세의 교직경력 6년차로 5학년 배움반의 담임을 맡아 

체육을 포함한 여러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체육교육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신체활동 및 학교 체육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

에 관심이 있다. 특히 문제 행동 예방과 해결에 집중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

인 기존 인성교육 접근이 아닌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기반 한 라이프스킬 교

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천적 지식을 학습하고 학교 현장을 넘어 실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체육수업은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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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년 성별
체육활동
참여도

체육활동 
수준

특이사항

신효찬 5 남 상 상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함

김여울 5 남 하 하 조용하고 지능이 높음

이상원 5 남 중 중 아는 것이 많고 활발함

전현택 5 남 상 하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함

임지아 5 여 상 상
신체기능이 뛰어나며 

리더십이 있음

박현지 5 여 하 중 평가와 성적에 관심이 큼

이재원 5 여 상 하 항상 밝고 쾌활함

문인경 5 여 중 중 사교성이 뛰어남

[표 9] 연구 참여자 학생 배경 정보 

   2) 학생

  학생 연구 참여자로는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학생 중 남학생 4

명, 여학생 4명이 어떠한 현상에 대한 발견과 이해, 통찰을 얻고자 할 때 활

용되는 비확률 표집방법인 유목적적 표집방법(유정애, 2004; Spradley, 2006)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연구자의 한 학기간의 

관찰과 비구조화된 면담 등을 통하여 체육 활동 참여도, 기능 수준 등을 고

려하여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는 [표 9]와 같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한 학기에 걸친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라이프

스킬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참여관찰과 체육수업 동영상 촬영을 

통한 비참여관찰, 심층면담 및 연구자의 현장 노트, 학생들의 체육일기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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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참여관찰 및 현장노트

  연구자는 라이프스킬의 특성상 학교 체육수업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학교생

활 모습까지 관찰함으로써 학생들의 말과 행동, 라이프스킬 등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상호작용 등을 집중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매 수업 후에, 수업 전반에 걸친 생각, 느낌, 현

장의 이야기, 대화 등의 관찰 내용을 현장 노트에 기술하였다. 또한, 평소 체

육수업 이외의 맥락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노트에 기술

하고 참여자 관찰을 통해 라이프스킬의 전이 등과 같은 관련된 의미를 찾았

다. 주로 어떠한 수업 방식과 상호작용들이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상황과 과정에 초

점을 맞추었다.  

  또한, 비참여관찰 방법으로 매시간 체육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하면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더불

어 관련 의미를 찾아 참여자와 함께 보면서 심층 면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나.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행동을 기록하는 수동적인 방법인 관찰법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와의 유목적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신념과 행동 등을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면담내용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표준화된 인터뷰(standard 

interview)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즉, 사전에 준비한 면담 질문지에 따라 구

조화된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와 면담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에 비구조화된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 시

작 초반 또는 사전, 연구 후반에 1회씩 총 2회 실시하고자 하며 디지털 녹음

기로 녹음 후 전사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은 주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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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반구조화된 인터뷰 내용으로는 학생에 대한 배경정보(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라이프스킬에 대한 정의 등), 체육수업을 통해 개발된 라이프스킬

의 종류,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게 된 과정, 라이프스킬의 전이 등에 관해 비교

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로 포착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내적인 변화와 생각들을 이해하였으며 라

이프스킬 개발의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었다.  

  다. 비디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찰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를 병행하

였다. 수업자가 참여관찰을 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수업상황을 관찰하기는 어

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매 체육 수업시간 전에 비디오 녹화 준비를 하여 

수업장면의 전체촬영을 하고,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부분을 추

후에 녹화한 내용을 보고 현장노트를 재보완 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비디오 내용 중에 라이프스킬 개발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생기는 질

문이나 내면적인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필요시에 해당 학생과 더불어 영상을 

확인하고 심층 면담과 연계하였다.

   라. 교사 반성 일지

  교사 반성일지에는 연구자가 수업 전 준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의 연구자

이자 교사로서의 생각, 직관, 반성 및 성찰 등을 기록하였다. 매 수업 시간 

직후 작성하였으며,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적어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

의 경험과 상호작용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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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학생 체육 일기

  학생들에게 주당 3회의 체육수업시간 중 2회 이상의 수업에 대해 체육 일

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체육일기 양식을 제공하여 라이프스킬 개발을 중심

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강조하였다. 첫째, 체육수업 시간에 

한 활동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느낌을 적는다. 둘째, 체육수업을 통하여 개발

한 라이프스킬이 있다면 적는다. 셋째, 라이프스킬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적는다. 학생들은 체육 일

기를 통하여 라이프스킬에 대한 생각과 함께 반성적 사고를 지속하며 라이프

스킬을 일상생활로 전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5. 자료 분석

  질적 연구의 분석과정은 질적 자료의 분석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주제와 의미를 잘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하여 주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감소시켜 나가면서 분석적 범주를 규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이다(Dey, 1993).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

며, 범주화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주제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했다(조용환, 

1999). 

  이에 연구자는 초등 체육 수업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

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참여관찰 및 현장노트, 심층면담, 비디오 분석, 반성일지, 체육일기 

등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했다. 사례별 원자료를 수집한 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연구문제에 맞는 내용의 사례기록으로 구분하

여 구조화 했다. 구체적인 자료 해석 과정은 귀납적 범주분석(in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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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cal system)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고 주제별 

약호화(coding), 의미범주화(categorization), 의미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3

단계로 실시하여 해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음성 녹음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하고 전사하여 참여자별로 분류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현

장 노트의 메모와 반성일지, 수업 비디오 영상은 수업 차시별로 컴퓨터에 저

장한 후, 내용을 주제별 약호화, 의미범주화, 의미개념화의 순차적 단계에 따

라 분석하여 자료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질적 분석의 과

정은 명확하게 실천되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며(이용숙, 김영천, 2005), 절대적

인 절차나 방식이 존재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적용을 통한 최적의 방법

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순차적 단계에 따라 진

행하되 의미의 생성 과정에서 개방적, 반성적, 순환적 과정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원자료의 내용과 구조화된 자료를 여러 차례 숙독하고 연구자의 편

견을 배제하고 정확한 내용과 의미 파악을 위하여 체육 교육 전공 지도교수,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결과의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구성원 간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신뢰로우며 타당한 것인지

를 평가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이용숙·김영천, 2005). 본 연구자는 연구의 왜곡을 방지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학기의 충분한 기간 동안 초등 체육수업 현장

의 모든 상황에 대해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연

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다각도검증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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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성원 간 검토

  구성원 간 검토는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

자가 도출한 분석과 결론에 대해서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하

는 작업을 말한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 모두 혹은 필요한 일부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 참여 관찰, 체육 일기 등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구성원 간 

검토의 과정을 거쳐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였다.

   나.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는 연구의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비슷한 연구 동료를 선정하여 연구자 자신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조

언 및 평가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동료 간 협의를 통해서 연구자

는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단계에서 자료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었다

(김영천, 1997). 

  특히 일인 연구자가 실시하는 연구의 특성상 과대 해석, 잘못 된 자료 해

석 등과 같은 주관성에 따른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 교육 전문가인 지도교수 및 스포츠 교육

학 연구실의 석사, 박사 연구생들과 연구 전, 중, 후의 연구 계획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가면서 연구자의 주관성 및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다. 다각도 검증

  

  다각도 검증은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같은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보

다 확실한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조재식 외, 2006). 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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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검증은 자료 수집과 연구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류

를 최소화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조병래 

외, 1996).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체육일기, 참여관찰, 비디오 분석 등과 같은 다양

한 원자료를 수집 및 확보하여 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 과정상의 오

류를 최소화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철저한 심의 과정이 필요하였다(Creswell, 2010). 더불어서, 본 연구의 자료 수

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이 깊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허미화,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윤리

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를 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생명윤

리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윤

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

고, 연구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연구자의 구두 안내 및 가정

통신문 발송을 통해 전달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과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하였고, 사진 및 기타 이미지 자

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

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윤리

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참여로 인

해 참여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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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및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한

다. 둘째,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무엇이며 

그 특징에 대해서 기술한다. 셋째,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한 과정에 대해 탐색한다. 

1.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의 실천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가

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

등체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체육수업을 실행하였다.

 가.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체육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

지만 교육이념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역, 학교가 마련한 일련의 

체육 학습과업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유정애, 2007), 2007년 이후에는 교육과

정 수시개정 체제로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실행

되고 있다(김기철, 유창완, 2012). 

  체육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 수준에 입각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철학과 이론을 포함하는 이념적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사

람의 행동과 사고는 특정한 철학적 배경과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체육교육과정은 체육교육에 관여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에 대한 철

학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체육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체육교육을 통

해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떠하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

는지를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것을 말한다(최의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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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핵심 철학과 패러다임은 ‘신체활동 가치’중

심으로써 다양한 신체활동에 내재한 다섯 가지 가치(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체험하고 내면화하여 이를 삶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라이프스킬 교육의 철학 역시 신체활

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삶의 자질인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으로 

2009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의 이념과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념적 수준에서 논의된 체육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지침 등을 명문화된 형태의 문서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문서적 수준에서의 체육교육과정 모습은 ‘고시형’과 ‘가이드

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나라에서는 ‘고시형’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에서는 반드시 고시된 교

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고시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준하

여 체육수업을 진행하되 표준화된 교과서 내용을 수정, 삭제, 보완하여 학생

들의 특성과 경험, 맥락을 고려한 동시에,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 중심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 수준은 실천적 수준으로, 문서적 수준의 체육교육과정을 기준 삼아 

이를 전달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실제 체육수업의 총체적 양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천적 교육과정의 세 가지 관점 중 ‘교육과정 생성의 관

점’(curriculum enactment perspective)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하였다

(Synder et. al., 1992). 교육과정 생성의 관점에서는 교사들이 개발된 교육과

정을 주어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당면한 

수업 환경에 따라 교육과정을 변화시켜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한

다. 즉, 교육과정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계획이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이 나름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교육적 경험이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로부터 개발된 교육과정일지라도, 교육과정은 연구자와 

개발자로부터 교사에 이르는 직선적인 계열로 전달되어 학교 및 교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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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들로부터 상호 영향을 받

게 된다는 입장에 있다(Atkin & House, 1981).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

든 공식적 교육과정이 실행 과정에서 실행 상황 및 실행 교사와 상호적응의 

과정을 거치며 학교현장에서 실행되는 동안 필연적으로 수정되기 마련이며 

오히려 수정은 필수적이다(Marsh, 1992). 

  본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체육 수업을 실행함에 있어 교육과정 생성

의 관점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고시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체육수업

의 기초로 하되 주어진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수동적 소비

자가 아닌 교육과정의 의도나 계획을 이해하고 해석한 후 그 바탕위에 교사

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덧붙여 현장의 맥락에 적합하고 라이프스킬을 

교육하기 위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1) 목표 

  체육이 타 교과와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기준은 신체 활동이 교육의 본

질이자 교육의 매개로써 활용된다는 점이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도 체육과의 목표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도전 능력, 창의적, 합

리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과 협동 능력 등과 같은 신체 활동 가치를 내면화

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전인을 양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라이프스킬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자질로

써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신체활동 가치의 보다 구체적, 실용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Gould & Carson, 2008). 따라서 본 초등체육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적용하여 학교생활이나 일상생

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체육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며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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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
년
군

교육과정 영역
건강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도전활동 여가활동

2009 
개정 
초등 
체육
교육
과정
에 

제시
된 

인성 
요소

3~4
학
년
군

자기인식, 
자율성

규칙준수, 
협동심

신체인식, 
신체 

적응력
끈기, 
용기

가족사랑, 
전통존중

5~6
학
년
군

자기이해, 
상황

판단력

자기책임
감, 

운동예절
다양성, 
독창성

문제발견, 
자기조절, 
타인존중

공동체의식, 
자연사랑

  2) 구성 원리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의 고유성을 반영하면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해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관련지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다섯 가지의 신체활동 가치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는 학년군 별 해당 영

역의 인성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0]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요소

  한편, 이옥선(2012)은 라이프스킬을 그 성격에 따라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

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인

적 차원과 대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기본기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 필요한 자기 신뢰와 자기 관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와 관련된 

기술이며 대응기는 개인적, 대인적으로 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

제 상황과 위험 요소, 스트레스 등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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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요소

해당 라이프스킬
(이옥선, 2012) 중영역 대영역

자기이해 자기성찰  자기성장

기본기
운동예절 예의 및 예절  

대인관계
타인존중 경청, 사교성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  조직생활
상황판단력 상황 판단

 원인분석
대응기문제발견 실패 원인 분석

자기조절 감정, 분노조절  상황대처
다양성, 독창성 문제해결, 의견조율  갈등해결

자기책임감 자기 역할 다하기, 
리딩, 팔로윙

임무완수, 
리더십과 
팔로우십 공헌기

자연사랑 희생, 섬김  희생과 
봉사

기술이다. 공헌기는 다른 사람과 자기가 속한 조직 및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본 연구자는 이옥선(2012)이 제시한 라이프스킬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명시

한 신체활동 가치 영역별 인성요소와 대응하는 라이프스킬을 선정하였다. 

[표 11]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요소와 이옥선(2012)의 라이프스킬 분류

  초등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성 원리를 적용하였다(조미혜, 2003). 먼

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내용은 교육 

목표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김종서 외, 1994). 따라서 학생들이 제

시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가능하면서도 목표한 라이프스킬을 충실히 

개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

활동이 수반되면서 목표한 라이프스킬을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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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역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중영역 신체
발달

재해
안전

거리
도전

표적
도전 필드 네트 민속

표현
주제
표현

생활과 
여가

자연과 
여가

소영역 오래
달리기

긴
줄넘기

높이
뛰기

플라잉
디스크 티볼 패드

민턴 배구 티니
클링

창작
무용 캠핑 모험

기
본
기

자기
성장

계획
작성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노력 사교

성
자기
성찰

대인
관계

경청 의사
소통

예의
예절

페어
플레이

의사
소통

예의
예절

조직
생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대
응
기

원인
분석

실패
원인
분석

상황
판단

원인
분석

상황
대처

경쟁
불안
대응

침착
한 

대응

침착
한 

대응

스트
레스
대응

감정
조절

스트
레스 
대응

돌발
상황
대처

갈등
해결

실수
포용

실수, 
패배
극복

의견
조율

실수
포용

의견 
조율

화해
하기

공
헌
기

임무
완수

책임감 
기르기

자기
역할
완수

자기
역할
완수

자기
역할
완수

자기
역할
완수

책임감 
기르기

리더십
팔로십

리딩, 
팔로윙 
하기

리더십, 
퐐로십

리더십, 
퐐로십

리더십, 
퐐로십

희생 섬김 희생
봉사

재능
기부

희생
봉사 섬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활동 내용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

였다. 셋째, 활동 내용이 한두 가지 라이프스킬이나 신체활동가치 영역에 편

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상호 작용과 공

동체에서의 역할 수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협력 중심의 활동 내용

들을 다수 포함하였다.    

  3) 구성 내용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하여 위의 구성 원리에 기초하여 선정한 

구체적인 체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5,6학년군) 재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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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활동 영역에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자신을 바르게 이

해하는 내용을 다루는 ‘건강과 신체 발달’, 심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과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건강과 재해 안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래 달리기 활동과 순간적인 판단력과 체력을 동시에 

길러 줄 수 있는 긴 줄넘기 활동을 통해 영역의 목표 성취와 라이프스킬의 

습득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자기 성장’의 라이

프스킬을 습득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팀 오래달리기’를 통해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달려보는 과정에서 팀을 유지하고 성과를 내보면서 ‘공동체 의식’을 습득

하도록 하였다. 대응기의 라이프스킬로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페이

스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경쟁에 대한 불안함에 대처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

시켜 심리적 슬럼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정 부분의 거리를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뛰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보는 활동,  

한 팀의 리더와 팔로워들이 주도적인 역할과 협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

거리를 달려보는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긴 줄넘기’를 통해서는 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는 태도를 습득하

도록 하였으며, 침착함이 요구되는 시간이 제한된 긴 줄넘기, 줄에 걸리는 친

구의 실수에 대한 포용 등을 통해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도전 활동은 신체적 수월성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태도를 기르고 기록, 표

적, 투기 도전 활동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영

역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높이뛰기 활동과 투기 도전

의 한 종류인 플라잉디스크 던지기 활동을 하였다. 높이뛰기 활동에서는 자

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라이프스

킬을 습득시키고자 장대를 사선으로 놓아 높이를 선택하여 뛸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뛰기 전 긴장되는 순간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한 구호 외치기 

등의 방법을 시도해보도록 했고 몇 가지 높이뛰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

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분석해가는 과정을 익히도록 하였다. 플라잉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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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는 목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통해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눈을 가리고 친구의 말을 잘 듣고 플라잉디스크를 날리

는 활동을 통해 경청의 라이프스킬을 기르고자 했으며 디스크를 날리며 “스

트레스! 날려!”를 외치는 등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습득하

도록 하였다. 

  경쟁 활동 영역은 올바른 협력과 경쟁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경쟁 게임의 전략과 기본 기능

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6학년 군에서는 필드형 경쟁과 네트

형 경쟁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드형 경쟁으로 티볼, 네트형 경쟁으

로는 배구형 게임과 패드민턴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티볼 활동 중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이 티볼 경기를 해보고 느낀 

점을 나누는 활동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중요

성을 체험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황에 관여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유부단하지 않고 명확한 선택을 하는 

‘상황판단’의 라이프스킬을 길러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팀별로 전략을 결정한 뒤 실제 플레이를 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 한 사람은 토스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주먹으로 

공을 친 후 주루는 손을 잡고 같이 하는 주먹 짝 티볼을 통해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기르고자 하였다. 

네트형 게임인 패드민턴 게임을 통해서는 서로 ‘배’자와 ‘려’자를 번갈

아 가며 외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패스 주고받기를 통해 실제

적으로 익히고자 하였다. 또 패드민턴 경기를 하며 사전에 정한 파이팅 구호

를 외치면서 팀의 실점에서도 서로 격력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경험

을 주고자 하였으며, 경쟁 활동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상대의 실수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고 실수에 대해 포용할 수 있도록 비난 시에 감점하는 활

동을 통해 포용하는 경험들을 해보게 하였다. 또 코트를 나누어 각자의 구역

을 책임지고 수비함으로써 자기 책임감과 협력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활동

을 구성하였다. 한편, 배구형 게임을 통해서는 리시브 연습 과정에서 목표의 

설정과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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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또 심판이 없는 배구 게임을 하면서, 누군

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바탕을 둔 정직의 의미를 실천해보며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또 ‘리더 한 명만 말할 수 있는 배구’를 하

면서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감하고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현활동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티니클링과 창작무용을 통해 해당 영역의 

목표와 라이프스킬 습득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티니클링은 필리핀의 

전통무용으로써 두 사람이 막대를 잡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막대를 

넘나들며 뛰면서 춤을 추는 활동이다. 이러한 티니클링의 특성상 팀 구성원

들의 협력과 의사소통, 의견조율을 필요로 한다. 또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개인이 맡은 부분의 순서를 숙련되게 연습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학

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완성된 무용은 공연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였다. 

  여가활동은 여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 및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한 여가 

생활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박 2일 캠핑 활동과 야

외 모험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책임감, 희생과 봉

사 정신 등을 발휘하고 관찰하는 기회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야외 모험활

동을 통해서는 모험심과 용기가 필요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

하고 성찰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교육과정의 실행

  최근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으로 효율적인 수업 관리 능력과 

같은 ‘교수-학습의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합하게 재창조해

가는 실천적 전문성을 발현하는 과정인 ‘교육과정 실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박민정, 2012). 교육과정에서 실행이란 용어의 뜻은 교육과정의 실제적 

사용 혹은 교육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Fullan & Pompret, 

1977). 통상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실행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문서에 의거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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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교사의 실천에 의해 교육과정이 궁극적인 생명력

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라이프스킬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지만 이러한 의도는 곧바로 실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최종적으로 교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다. 즉, 교육과정 실행은 반드시 가르치는 행위의 실제를 고려해야 한다

(Posner, 1992). 따라서 본 장에서는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현상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토대로 연구자가 라이

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수업 실행 

양상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Marsh & Willis, 1995).

    1) 수업의 주안점 및 방향 

  본 연구의 대상인 체육수업은 체육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정규수업을 실행

하면서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

라서 연구자이자 교사인 나는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습득시키고자 수업에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스스로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수업 도입부에서 라이프스킬이 필요한 상황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능한 구체적이고 친숙한 맥락으로 제시하고자 우리 반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기도 하였다. 전달 방법에 있어서

는 간단한 역할극이나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하여 집중력과 흥미를 가지고 들

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체육수업이 라이프스킬의 자유로운 개발과 시험의 장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강조하였고 친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 수업 중에 자신이 개발한 

라이프스킬이나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장려

하고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셋째, 라이프스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험적으로 추측하게 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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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모둠 활동 위주의 체육수업을 진행하였다. 또 모둠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역할들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업 중에 배우는 라이프스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

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의 반성적 차원의 질문들을 스스로 물

음으로써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업 

정리부분에서의 라톡 타임과 수업 중의 즉각적인 피드백, 수업 후의 체육일

기 작성 등이 있다.  

  다섯째, 라이프스킬의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체육수업 이외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라이프스킬을 전이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해보거나 체육 

일기의 하나의 주제로 ‘내가 배운 라이프스킬을 전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및 상황’을 마련하여 이에 대해 써 보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그림 7]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업의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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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 방법 및 실행과정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은 라이프초등학교 5학년 배움반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에 걸쳐 연구자이자 배움반 

학급담임인 강유하 교사(이하 강교사)에 의해 실행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사전에 수립된 지도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학교행사 혹은 기

상상황에 따라 수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 다른 교과와 시간을 바꾸어 

체육수업을 진행하였다. 한 학기 17주에 걸쳐 총 51회의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이 있는 요일에는 신체활동에 지장이 없는 차림과 운동

화를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한다. 체육수업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에 체육

부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찾아와 체육수업을 위한 자료 및 기구와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준비를 한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체력측정과 

기본 운동 기능(FMS, fundamental motor skill)을 바탕으로 수준이 비슷한 총 

6개의 체육 모둠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한 팀의 개수

에 맞추어 모둠을 통합한다. 예를 들어, 두 팀으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세 모둠씩 한 팀이 되고, 세 팀으로 나누어 활동해야 할 때에는 두 모둠씩 

한 팀을 이룬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모형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에 적용한 

모형은 고정하지 않았고 신체활동의 종류와 목표한 라이프스킬에 적합한 몇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모형으로는 하나로 수업 모형, 책임감 모형, 

협동학습모형이 있으며 이 중에 주로 하나로 수업 모형과 책임감 모형이 가

장 많은 수업에 적용되었다. 특히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국어나 미술 

교과 수업시간에 목표한 라이프스킬에 대한 글짓기를 하거나 다양한 미술 표

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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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업 흐름 

수업 구조 세부 내용 수업의 예
수업 

들어가기
w건강 확인 및 준비운동
w수업 교구와 자료 준비
w마음 열고 관계 맺기

Ÿ건강 체크와 스트레칭
Ÿ짝과 손잡고 운동장 가볍게   
 뛰기

라이프스킬 
제시 및
학습활동 

안내

w라이프스킬 관련 이야기하기
w관련된 경험 상기하기
w라이프스킬에 대한 설명과  
  시범
w라이프스킬 습득 동기유발하
기
w학습 활동 안내하기

Ÿ마라톤의 유래
Ÿ내가 맡은 모둠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경우
Ÿ각자의 역할을 나눴는데 한 사람
이 하지 않는다면?
ŸOne for all, All for one
Ÿ배구형 게임의 규칙 안내

학습활동 w학습활동 참가
w라이프스킬 연습

Ÿ영역을 나누어 자신의 구역을 
책임감 있게 수비하기

라톡 타임
w라이프스킬 반성하기
w라이프스킬 공유하기
w라이프스킬에 대한 교사와 
친구의 피드백

Ÿ자신이 연습한 라이프스킬의 효
과를 엄지 방향으로 표시해 보기
Ÿ친구의 라이프스킬 칭찬하기

수업 나오기
w수업 정리 및 요약하기
w라이프스킬 실천 및 전이 
 다짐하기
w정리운동 및 차시예고

Ÿ오늘 배운 라이프스킬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기

체육일기 
작성하기

w라이프스킬 전이하기
w전이된 라이프스킬 반성해보
기

Ÿ일상생활에서 언제 필요한가요?
Ÿ라이프스킬이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줬나요?

  

  한편,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지만, 모든 수업에 일관되게 적용한 수

업 과정들이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정해진 대형으로 맞추어 교사와 학생들

이 신체활동에 대비한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준비운동이 끝나면 오늘의 수업

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안내 시간에는 오늘 수업시간에 하고자 하는 활

동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필요한 기능의 시범, 활동상의 주의사항 

등을 주지한다. 그리고 오늘의 활동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에 대해 이야기 한

다. 때로는 학급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동기유발을 하면 학생들은 목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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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스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수

업의 도입 단계에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이 무엇인

지,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과의 문답을 통해 해당 라이프

스킬에 초점을 맞추고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을 갖도록 유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에 제시된 장면은 라이프스킬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행된 수업의 도입부분으로써 실제로 발생 했던 학급의 일화를 제시하여 학

생들에게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하고, 오늘의 학습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장면이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

하고 해당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전략을 소개함

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였다.    

강교사: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은 어제 일어난 우리 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김성실: 어제 저희 모둠 오지안이 모둠별 광고 동영상을 만드는 과제에서 맡은 

역할을 하지 않아 저희 모둠은 어제 발표를 하지 못했고 반 전체의 

멀티 보팅이 다음시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강교사: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이가 선생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딱 맞춰줬습니다.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제 

지안이가 편집이 완성된 파일을 메일로 보내놓아야 하는데 깜빡 잊고 

안보내서 수업이 미루어 졌습니다. 어제 일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평소

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집중하고 잘 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지 누구나 다 한번쯤은 경험을 통해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

니다. 마침, 오늘 체육수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은 자

기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시간에 예고한대로 티볼 수비 전

략에 대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 포지션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티볼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분, 여기서 우리가 책임감을 배우고 연습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면 좋

을까요?

학생들: 자기가 맡은 공격이나 수비 포지션의 역할을 책임지고 해봐요.

강교사: 네 좋은 의견입니다. 먼저 수비 연습을 해봅시다. 수비는 자신이 공을 

잡기 전에 자신이 맡은 포지션을 크게 외치고 잡아봅시다. 알겠습니

까?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포지션의 역할만큼은 잘 하도록 해봅

시다. 특히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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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합시다. 

학생들: 네 선생님~ 

                                    (2015. 4. 수업 비디오 분석)

  라이프스킬에 대한 소개 이후에는 사전 지도계획에 따라 체육수업을 진행

한다. 수업상황에 따라서는 지도계획에 예상한 장면과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

어 질 때도 있다. 활동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이 맞지 않아 너무 오래 걸리

거나 조기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업자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

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활동 난이도나 수업 구

조나 활동 난이도를 바꾸어 적용하였다.

 오늘은 오래달리기를 하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길러보는 활동을 했다. 모

둠별로 계획을 세워 총 20바퀴를 달리는 활동이다. 그런데 한 모둠이 4명인데 

아이들의 체력을 생각하니 애초 계획한 20바퀴는 무리라고 생각됐다. 20바퀴

는 개인 당 부담이 심해서 라이프스킬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모둠이 중간에 포기할 것이라 예상됐다. 그래서 10바퀴로 조정했다. 결과적으

로 많이 뛴 아이는  4바퀴, 적게 뛴 학생은 1바퀴 반 정도를 뛰었고 너무 적

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 모든 모둠이 완주할 수 있었으며 활동 중에 리더와 

팔로우의 의견 조율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015. 3. 교사 반성일지)

  활동이 끝나면, 수업 마지막 순서로 항상 라이프스킬 토크 타임(라톡 타임)

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늘 목표한 라이프스킬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 라이프스킬의 개발 여부, 개발 과정, 전이 가능한 일상

생활 맥락, 오늘 수업에 대한 자기반성 및 평가 등과 같은 활동과 질문을 통

해 학습을 정리하는 동시에 라이프스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료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과정에 대해 듣고, 

공유함으로써 학생 상호간 학습이 일어나며 미처 개발하지 못한 라이프스킬

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는 인경이가 라톡 타임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라이프스킬을 배웠어요. 저희 



- 83 -

모둠은 사실 목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플라잉디스크)날린 횟수가 비슷해서 

잘 몰랐는데 인경이를 포함한 모둠이나 다른 모둠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사실을 라톡 타임에서 알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적용을 해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라톡 타임에서 인경이 얘기를 못 들었으면 아마 그 라이

프스킬을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재원,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학생들에게 1주일에 1편 이상 아래와 같은 체육 일기를 쓰도록 권장

하였다. 이 일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라이프

스킬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고 특히 라이프스킬 교육의 최종 목표인 일상생

활에서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이 수업 후에도 어떻게 습득되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림 8] 학생들이 작성한 체육 일기

  이러한 일련의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체육수업 중에 능

동적이고 의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

갈 수 있었다.    



- 84 -

2.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

  수업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매개

로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되어져왔다(강현석, 

2006). 하지만, 최근에는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넘어 결과적으

로 학생들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보는 관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교사는 열심히 많은 내용을 가

르치지만 학생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수업이 안타깝게도 많기 때문이다(정

지훈, 2013).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목표로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은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적으

로 의도하고 강조한 라이프스킬이었다.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나

의 성장과 관련된 라이프스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 ‘관계

와 관련된 라이프스킬’ 까지 총 세 영역으로 범주화되었고 이 세 영역은 상

호 호혜적 관계로써 각 영역의 라이프스킬은 다른 영역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먼저 나의 성장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의 하위 영역으로는 목표설정과 노력하

기, 자기 관리하기, 나의 역할 다하기로 범주화되었다. 한편 이 영역은 여러 

가지 라이프스킬 습득의 주체가 되는 ‘나’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토대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성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과 타인과 상호

작용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관계와 관련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

다. 그리고 각 영역의 하위영역으로써‘문제해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의 

하위영역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제 파악하기’, 문제가 닥친 상

황에서 도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용하는 ‘문제 수용하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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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 상황가운데 ‘현명한 결정하기’와 같은 하위 영역으로 구체화 되었

으며, ‘관계와 관련된 라이프스킬’의 하위 영역에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

이 되는 ‘배려하기’, 나와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

하기’, 나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의 리더와 팔로워로 성장해나가는 ‘함께

하기’의 하위 영역으로 구체화 되었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서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

 가. 뿌리내리기: 나의 성장과 관련된 라이프스킬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 참여하면서 나의 성장과 관

련된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였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라이프스킬로써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의 

라이프스킬로는 먼저, 도달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체계

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해 나가는 라이프스킬, 자신의 감정과 주어진 시간 등



- 86 -

과 같은 자기의 내·외적 자원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인 자기 관리하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무

를 완수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라이프스킬들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스킬이며, 개인의 성장

은 더욱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민준이는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지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맡은 일 처리를 

잘 못하는 친구이다. 이런 연유로 친구들이 민준이를 조금 배타적 태도로 대하

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학기가 진행될수록 민준이는 체육수업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라이프스킬,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라이프스킬 등을 배우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였고, 친구들도 민준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민준이와 잘 어울리려는 모습을 관찰했다.    

(2015. 7. 교사 반성일지)

  상기 제시된 반성일지의 기록과 같이 민준이는 체육수업을 통해 라이프스

킬을 습득함으로써 민준이 자신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었

다.   

     1) 목표설정과 노력하기

  학생들은 배구형 게임, 오래달리기, 모험활동, 높이뛰기, 플라잉디스크 골프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목표 설정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체

육 모둠 별로 플라잉디스크 골프를 했는데 처음 시도에서는 선생님이 경기 방

법만 알려주셔서 그냥 열심히 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선생님이 모둠 당 20

번 이내로 바스켓에 넣어보자는 목표를 주셨다. 우리 모둠은 20번이라는 목표

를 세웠고 처음 시도의 37번의 절반에 가까운 19번 만에 성공 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목표를 세워야 쓸데없는 데에 낭비하는 것도 적고 무엇이든지 더 

잘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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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위에 제시된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플라잉디스크 활동을 통하여 

목표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어지는 자료에서와 같이 학생

들은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었다.  

    

  T: 자신이 습득한 라이프스킬 중에 기억에 남는 라이프스킬은 무엇이 있습니

까?

  S: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T: 왜 기억에 남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S: 예전에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

는지 잘 몰라서 가끔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준별 높이뛰기를 하면서 선생님

께서 자신이 지금 넘을 수 있는 수준보다 5~10cm 정도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적절한 목표설정이라고 하시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높이뛰기도 그렇고 다른 생활에서도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게 됐고 그렇게 해보니까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하게 되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임지아,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위 학생은 수준별 높이뛰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넘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고 그 결과 몇 번의 연습을 통해 목

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가 제시

한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다른 생활에도 적극 사용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팀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세 바퀴 반을 내가 돌기로 하였다. 그런데 두 바퀴 

정도 돌았을 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조금씩 느려져 걷게 되었다. 나는 그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바퀴 반이라는 목표를 더 나누어서 목표를 

세워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뛸지를 정하고서 뛰었더니 못 

뛸 것 같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힘을 내서 뛸 수 있었다. 나는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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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고, 어려운 공부도 작은 목표들을 세워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상원, 남학생, 체육일기)

  이 학생은 목표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라

이프스킬을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가 사전에 

직접적으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발견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었

다. 

     2) 자기 관리하기

  학생들은 체육 수업 가운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쟁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 다른 사람과의 팀 활동 등의 이유로 내적

인 감정 기복을 비일비재하게 겪는다. 때로는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 감정

이 외적인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

  자기 관리는 위와 같은 ‘감정’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내·외적인 

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이어지는 진술과 같이,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서의 경쟁적

이고 역동적인 특성 때문에 감정조절의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빈번하게 느

끼고, 연습 해 봄으로써 감정 조절의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번 체육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가

르쳐주고자 했다. 체육 시간에 가장 싸움이 빈번한데 아마도 경쟁을 하다 보니 

승패에 민감하고 서로 감정이 불붙듯 하는 학생들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바로 싸워버리기 때문이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스킬에 대해 말해줬고 3

인 패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자신의 감정들을 잘 돌아보고 끝나

고 감정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예고했다. 또 손목 링을 3개씩 주고 자신이 감

정 조절을 잘 했다고 생각할 때 반대편 손으로 옮겨보기로 했다.  

(2015. 5.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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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패드민턴 경기 모습

  학생들은 패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중에도 고함을 치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없었고 

대신, 손목에 있는 링을 옮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 중의 한

명은 아래의 체육일기를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

한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하였고 가끔 감정이 격해질 

때 손목 링을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한다고 기록하였다.    

나는 체육시간에 친한 친구와도 가끔 싸웠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운동

할 때 흥분하게 되고 승부욕이 강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패드민턴 경기 할 때는 내 감정을 잘 살펴서 조절해보는 시도를 해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경기를 하다 보니 역시나 상대 팀 동헌이가 아웃인데 인이라

고 우기는 바람에 순간 화가 났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무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을 생각해보니 이기나 지나 

그리 화낼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다행히 손목링을 반대로 옮기고 넘어가게 되

었다. 한 번 감정을 조절해보니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해 나가야 겠

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잘 실천하고 있다. 어제 오빠가 내 물건을 함부로 

써서 갑자기 기분이 나빴는데 평소 같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싸웠겠지만,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엄마께 말씀드리고 오빠에게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조용

히 말했더니 오빠가 알겠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넘어갔다.  

(신효찬, 남학생, 체육일기)

  아래의 연구 참여 학생도 학기 초 경쟁적인 활동에서 여러 친구들과 크고 

작은 다툼이 잦은 학생이었다. 하지만, 친구의 모델링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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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꾸준히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

여주었다. 이렇듯 학생들은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장면 가운데서도 라이프스

킬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기도 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리더 한명만 말하는 배구를 해보았

다. 그런데 상대팀에서 리더 말고도 다른 사람이 계속 말해서 화가 났다. 그래

서 휴식시간에 내 친구 유빈이에게 말했더니 유빈이는 웃으면서 “서로 재밌게 

하면 됐지~”라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상황이라도 화가 나는 건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느꼈다. 나도 유빈이처럼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이

고 여유 있는 생각을 통해 화를 조절하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겠

다. 

(박현지, 여학생, 체육일기)

  학생들은 내적인 감정의 조절 외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체력을 관

리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장면은 연구 참여자 학생이 

하나의 모둠이 일정한 거리를 나누어 달리는 활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한 경우이다. 

처음에는 내가 빠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에게 10바퀴 중에 7바퀴를 달리라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번 활동을 하는 이유는 모둠에게 주어진 체력을 잘 

나누라고 하신 것을 생각했다. 내가 7바퀴를 달리면 아무리 내가 체력이 좀 있

다고 해도 금방 방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5바퀴를 나누어 3바퀴 먼

저 뛰고, 2바퀴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뛰기로 했다. 작전은 대 성공이었다. 나

는 이번 활동으로 나한테 주어진 체력이나 시간을 무리되지 않게 분배하는 것

을 배웠다.   

(신효찬, 남학생, 체육일기)

  위의 경우처럼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

한 자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과 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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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역할 다하기

 

  학생들은 수업 활동 중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

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체육 

수업은 여러 사람이 팀을 구성하여 경기 종목마다 포지션과 포지션 별 역할

과 구역 등이 정해져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학생들은 아래의 체육일기에 제시된 모습과 같은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해 맡

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였다.

코트를 네 구역으로 나누고 자신의 구역만큼은 자신이 꼭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는 내가 맡은 뒤쪽의 왼편 부분으로 오는 셔틀콕은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겠

다고 생각하고 상대편이 공격할 때마다 나에게 온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했다. 

그 결과 나는 내 구역에서는 한 점도 실점하지 않았다. 구역을 나누어서 각자 

책임감 있게 하니까 구역을 나누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나는 

우리 가족도 집안일을 나누고 책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엄마

께 말했더니 엄마가 아빠와 주말에 꼭 얘기해보자고 하셨다.

  (문인경, 여학생, 체육일기)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구역을 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책임감을 갖

게 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곧 팀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또

한,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멋있고 배우고 싶은 라이프

스킬이라고 보고하였다.   

티볼을 하면서 내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택이가 내가 맡은 일

을 잘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티볼 경기 할 때 자기가 맡은 역할만 잘해주면 게임이 잘 되는데, 가

끔 다른 사람을 커버한다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소홀한 친구들 때문에 경기에

서 실책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생

각하고 잘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멋진 사람이 가져야 할 라이프스

킬 인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잘 

완수할 거예요.   (김여울, 남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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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하셨다. 친구들

을 보면 기본이 되는 달리기를 잘하면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역시 어떤 일이든 기본이 중요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잘 다져야겠

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는 내가 맡은 할 일

을 잘해내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떠올

리며 나는 ‘미니 마라톤 하기’에서 내가 전쟁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일을 맡은 

병사라고 생각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꼭 뛰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뛰어야 

할 거리를 다 뛰었다.    

(전현택, 남학생, 체육일기)

  상기 제시된 학생의 진술대로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

라는 교사의 가르침을 토대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해야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나. 어우러짐: 관계와 관련된 라이프스킬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혹은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 맺기와 관

련된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라이프스킬들은 세 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첫째는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여 패스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배려

하기, 여러 가지 경기나 활동 상황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해 나가는 소통하기, 마지막으로 팀 활동 등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들 간의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함께하기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었다.  

  1) 배려하기

     

  배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함께 대인관계에 관련된 여러 라이프스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프스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의창(2010)

은 배려의 기술을 스포츠맨십의 구체적인 형태이자 인문적 체육수업에서 학

생들이 지향해야 할 4가지 목표 중의 하나로써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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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패드민턴 활동과 여가활동 영역의 캠핑 등을 통하여 배려하

기를 가르쳤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려하는 라이프스킬

을 습득하였다.

나는 오늘 배려민턴을 치면서 배려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았다. 부모님과 

지난 선생님들께서는 배려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사실 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배려민턴 랠리에서 배려

란, 상대의 위치와 속도 특징을 생각해서 상대가 셔틀콕을 받기 편한 위치로 

최대한 좋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행동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 짝인 민규에게 나는 ‘배’를 민규는 ‘려’를 

외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쳤다. 민규가 받기 좋게 주니, 민규도 여유있게 나에

게 최대한 맞춰서 주고 서로서로 오래 칠 수 있었다. 오늘 체육시간을 통해 배

운 배려의 깊은 의미를 다른 때에도 꼭 실천해야겠다.  

(이상원, 남학생, 체육일기)

  위 연구 참여자는 배려민턴 활동을 통하여 추상적인 배려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이해했으며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

지를 보여줬다.

선생님께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배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친구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 놀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옆에서 도와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경기 

상대가 나한테 너무 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배려민턴 경기를 할 때 상대 팀

이 우리 팀에게 너무 심하게 져서 우리 팀 친구들에게 몰래 저쪽 팀을 배려하

자고 했고 친구들이 찬성해서 점수를 비슷하게 해줬다. 경기는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상대 팀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두 팀 다 즐겁게 경기를 

했다.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해야겠다.  

 (임지아, 여학생, 체육일기)

  상기 연구 참여자 또한 교사의 배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경기 중에 배

려를 실천해보고 연습해 봄으로써 배려의 의미를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경험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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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는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특히, 재원이가 체육을 

잘하지 못해도 체육시간에 친구들이 재원이와 파트너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데 저는 가끔 파트너를 찾지 못해 난감한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배구형 게임

을 할 때 재원이와 같은 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재원이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그동안 저

는 욕심을 부려서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재원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면서 긍

정적인 생각과 웃는 얼굴로 지냈더니 확실히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

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체육시간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집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할 거에요.  

(박현지, 여학생, 체육일기)

  상기 연구 참여자는 체육시간에 관찰한 친구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

도 배려의 라이프스킬을 연습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

다고 언급하여 라이프스킬을 습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통하기

  소통하기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는 라이프스킬과 상대방과의 이견을 원활하게 조율해 

나가는 라이프스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한 명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 명은 

플라잉디스크를 목표지점으로 잘 날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블

라인드 플라잉디스크 활동을 하며, 파트너의 안내를 집중하여 경청해 보는 

라이프스킬을 경험 해 보도록 하였다.

T: 습득한 라이프스킬 중에 기억에 남는 라이프스킬이 있다면 무엇이니?

S: 경청하는 라이프스킬이 기억에 남아요.

T: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니?

S: 음...저는 평소에 친구들하고 말할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저번에, 눈을 

가리고 파트너의 말을 잘 듣고 플라잉디스크를 넣는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지 처음 알았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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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잘 못했는데 옆에 있는 재원이는 잘 하길래 봤더니 재원이는 보기에도 

파트너가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들으려고 하고 자세도 파트너를 

향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잘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가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파트너를 향

했더니 처음보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문인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학생들은 위 활동을 하면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여 경청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의 첫 걸음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다. 또 평소 자신이 친구의 말을 얼마나 대충 듣는지 알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은 의도된 수업 활동을 통해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전과 다른 태도로 대화를 하였다.  

 의견조율의 기술은 다른 사람과의 이견 혹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직 내에

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라이프스킬이다. 체육수업 상황에서는 

팀원들 간에 경기 전략과 운영, 팀원들의 역할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되지 못하면 갈등

이 생기기도 한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이러한 이견을 하나로 모으고 여

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결정해 나가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들

을 습득해 나갔다. 이를 위해 서로가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만 하

는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조율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해본 주먹 짝 티볼을 하였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던져주고 다른 사람은 배트로 치면 된다. 주루도 손을 잡고 같이 

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서로 의견을 잘 맞추어야 한다. 타자는 원하는 공의 높

이나 타이밍 등을 짝에게 잘 말해주고 짝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잘 말해

주어야 오해가 안 생긴다. 주루 플레이를 할 때도 서로 달릴지 말지 의견 조

율을 잘해서 아웃되지 않고 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는 짝 티볼

을 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정확하게 말하면 충분히 의견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야겠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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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시된 일기에서처럼 학생들은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소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청과 서로 의견이 다

를 때 조율하는 과정들을 체험하고 이를 체육 시간 외의 장면에서도 적용해 

보곤 하였다. 

   3) 함께하기 : 공동체의식

  체육수업은 대부분 학생과 교사의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학급이라는 공동

체, 모둠이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개인임과 동시에 이

러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해

야만 한다. 이러한 체육수업 가운데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들

을 배우고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치면서 라이프스

킬들을 습득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고 공동체에 기여하

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성원들을 앞장서서 통솔하

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리더와 

다른 구성원들을 중재하고, 리더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르는 기술인 팔로

워십과 같은 라이프스킬도 습득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와 희생

의 라이프스킬도 습득하였다. 

  먼저, 공동체 의식은 조직 생활의 기본이 되는 라이프스킬로 일대일의 대

인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의 일

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다른 사람과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내용이 많은 체육 교과에서 특히 중요하며 체육 수업 맥

락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다분하다. 이는 체육이 공동

체 의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황성하, 2013). 본 연구에서도 3인 패드민턴 경기, 팀 오래 달리기, 높이

뛰기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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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팀원 모두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달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체

력이 떨어진 연약이가 매우 힘들어했다. 나도 점점 숨이 차왔고 어느 순간 나 

혼자 뛰었다면 그만 뛰었을 것 같은 때가 왔다. 하지만 다들 힘들 텐데 끝까

지 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내가 팀의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죽

을 것 같았지만 뛰었다. 그때 연약이는 도저히 못 뛰겠는지 넘어지듯 주저앉았

고 팀원 모두 정지해야 했다. 연약이에게 모두 괜찮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힘

찬이는 자기는 그래도 아직 힘이 좀 있다면서 연약이를 일으켜 세우고 앞에서 

자신이 끌어준다고 하며 연약이에게 힘내자고 했다. 나는 순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찔끔 났다. 모둠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이상원, 남학생, 체육일기)

       

 [그림 11] 팀 오래달리기 활동 모습

  위의 체육일기를 작성한 연구 참여자는 팀원이 하나가 되어 이동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고 힘든 팀원을 위해 모

두가 애쓰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개념을 체득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감동은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쉽게 습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티볼 경기를 하던 

중 민준이가 1루수 현우와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넘어졌다. 민준이가 

넘어짐과 동시에 교사인 나보다 먼저 몇몇 학생이 경기를 바로 중단하고 신속

하게 뛰어가 넘어진 민준이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본 나머지 

학생들 전부가 민준이를 걱정하며 모였다. 친구가 넘어졌을 때는 가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가르친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 몇몇 학생의 동료애와 공동체 의

식의 발현이 나머지 친구들에게 그래도 목격되고 강력하게 전염되었다.  

   (2015. 5.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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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의도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경

우도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수업 맥락 안에서 동료와 교사들의 행동과 라

이프스킬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에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 공동체의 분위기 등이 라이프스킬 습득을 

이끄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로 갈수

록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이 중시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부만 잘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 공동체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Danish, 

1995).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소양인 리더십과 리더십의 

전제가 되는 팔로워십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라이프스킬이라고 

할 수 있다(정성혜, 2006). 학생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하여 리더와 팔로

우의 역할들을 경험하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주에 친구들의 추천으로 3km 팀 완주 미션의 팀장이 되었다. 팀 멤

버들과 회의를 통해 각자 달릴 거리와 순서를 정했다. 나는 팀장으로서 누구보

다도 더 많이 달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멤버들의 체력과 남자, 여자를 생각해

서 각자 다르게 달릴 거리와 순서를 정했다. 체력이 강한 현규는 가장 먼저와 

나중에 두 번 달리기로 했다. 팀장으로써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의지와 올바

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팀장을 해보니 선생님 말씀

이 딱 맞았다. 내가 팀원들과 잘 의논해야 했고 솔선수범하고 결정도 잘 해야 

했다. 나는 그 날의 활동과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반 임원으로

써 남은 기간도 잘 해나가야겠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와 협조적인 역할을 통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팔로워 등의 다양한 역할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지는 일기를 작성한 학생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모둠 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십을 시도해 보았고 리더

십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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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다른 학교생활 중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5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임원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둠은 티니클링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토의를 했다. 처음 토의를 할 때

에는 분위기도 어색했고 서로 의견만 내다가 정한 것 없이 끝났다. 나도 원래

는 조용히 있는 편인데 용기를 내서 내가 모둠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게 처음

부터 어떤 것을 정해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서 같이 정하자고 해보았

다. 다른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말을 듣고 의견들을 냈고, 티

니클링을 함께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우리 팀이 잘 만났다고 생각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번 티니클링 대회를 준비하면서  의견이 달라도 친

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무시하지 않으면 모두가 조금씩은 양보를 한다는 것

도 느꼈다. 또 이런 방법으로 내가 친구들 사이를 잘 연결해줄 수 있고 의견도 

정리해서 모둠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리더십은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재원, 여학생, 체육일기)

  한편, 아래에 이어지는 심층 면담 자료의 연구 참여자는 평소 의욕이 강하

고 신체활동 능력이 뛰어난 편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회를 양보하거

나 희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티볼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일을 통해 희생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T: 자신이 습득한 라이프스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S: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배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T: 오~ 왜 기억에 남지?

S: 전에는 팀의 승리보다는 무조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았는데 주먹 짝티

볼 경기할 때 도윤, 혁준 팀의 희생 플레이를 통해 우리 팀이 이겼을 때, 

도윤, 혁준 팀은 아웃됐지만 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들이라고 칭찬하시고 

저를 포함한 우리 팀 친구들이 다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음에도 

나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팀을 위해 희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

다.

T: 그럼 그 후에 그 라이프스킬을 활용 해 본 적이 있니?

S: 네 배구 할 때 제가 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점수를 낼 수 있는 친구한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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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해준 적도 있고, 발야구 할 때에 투구를 하고 싶었지만 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친구에게 투구를 맡긴 적도 있어요. 저번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 양보하기도 했어요. 

T: 체육시간 말고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시간에는?

S: 아 실과시간에 한 사람만 코펠을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선뜻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또 집에서 원래 형이 하는 역할인데 형이 시험 기간에 바쁜 것 같

아 제가 분리수거를 대신 했어요. 

(전현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오늘 6교시 체육시간이 마치고 오전에 잘못을 해서 벌로 체육 기구 정리 정돈

을 효찬이가 하고 가라고 시켰다. 그리고 돌아서서 교실로 향하는 중에 확인을 

위해 뒤를 봤는데 몇몇 남학생들이 효찬이를 도와 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분

명 효찬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효찬이가 무엇을 강제로 

시킨다고 할 아이들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효찬이를 돕고 있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난 후 학생들을 불러 왜 도와주었냐고 묻자 현택이가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아서 함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현택이가 “지윤아 같이 도와주러 가자~”라는 말에 적극 도와주게 되었

고 나머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도와줄게” 하고 따라 나섰던 것이었다.  

(2015. 6, 교사 반성일지)

  위 학생들은 이후에도 학교생활 중에 이러한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는 모습

을 자주 보였다. 현택이의 라이프스킬을 관찰하고 주변 학생들은 혼자서는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해봄으로써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

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일상생활로까지 전이하여 습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열매 맺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

  

   학생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

제 상황, 위험요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

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라이프스킬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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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다면, 어려움의 위기는 도리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환되기도 하며, 반대로 미숙한 대응은 학생

들이 더 깊은 좌절과 슬럼프로 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Benard, 

1911).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

게 파악하는 라이프스킬, 문제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 이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집중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였다.

  1) 문제 파악하기

  일상생활 중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

리는 라이프스킬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급박한 나머지 문제를 제

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잘못내리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

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기반의 활동과 경쟁적이고 팀 활동 위주의 다양한 

스포츠 맥락의 특성상 타 교과에 비해서 역동적인 상황이 확연하게 높은 비

율로 발생한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와 같이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상황에 직면하고, 견디며 차근차근 상황을 해석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과정들을 습득했다.   

티볼 경기를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공격 때는 달려야할지 말지, 수비 때는 어디로 던져야 할

지가 헷갈려서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

서 급작스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

리 예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일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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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한번 하면서 침착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등의 방법

이 있다고 하셨고 우리는 선생님이 쳐 주시는 다양한 볼을 수비하면서 상황을 

판단해보는 활동을 했어요. 저는 그 때 침착하게 상황을 보는 라이프스킬을 익

힌 것 같고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원, 남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또한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라이프스킬

을 습득하였다. 아래에 이어지는 학생의 진술은 긴 줄넘기연습 도중 잦은 걸

림으로 인해 짜증을 내거나 긴 줄넘기를 포기하지 않고 모둠이 협력하여 원

인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 실패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 

해 보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체육 모둠 별로 긴 줄넘기 연습을 했다. 라톡 타임에 선생님께서 아마도 처음

에는 계속 걸려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짜증을 내지 말고 왜 걸리게 되는

지, 어떻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실패나 실수

를 하게 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실패와 관련된 것들을 잘 분석하여 원인을 찾

고 해결책을 찾는 다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 모

둠은 선생님의 예상대로 계속 걸려 넘어졌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서로를 

탓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줄이 걸리는 원인을 찾아보았다. 원인은 아마도 줄

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가장자리 사람들이 높은 줄의 위치에 걸리는 것 같아 

줄을 좀 더 빨리 돌리고, 최대한 중앙으로 밀착해서 줄을 넘었더니 전보다 세 

배를 더 뛰게 되어 우리 모두 놀라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실수나 문제가 생

겼을 때 먼저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문인경, 여학생, 체육일기) 

  위의 연구 참여자는 원인 분석의 라이프스킬을 의도한 수업에서 라이프스

킬을 습득한 경우라면, 아래에 이어지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티볼 경기를 

하면서 맞닥뜨린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느

끼고 개발한 경우도 있었다.

T: 어떤 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는 라이프스킬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나요?

S: 티볼 경기를 하면서 친구가 실수 했을 때 포용해주는 라이프스킬을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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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같은 팀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는 않았지만, 자꾸 우리 팀이 망한 것 같다고 말해서 힘을 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우울

해지지 말고 우리 팀이 잘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해결해보는 방법이 

생각나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보자고 했어요.

T: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S: 친구들도 찬성해서 제가 하나이 원인을 말하자 다른 친구가 몇 가지를 더 

말해서 원인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바꿨어요. 타순도 바꾸고, 포지션도 

바꾸고요. 그랬더니 확실히 전보다 나아졌어요. 그때부터 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마냥 힘들어하기보다 먼저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임지아,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실제로 이 학생은 중간 지필 평가에서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받고 실망하

기보다 그 원인을 자세히 일기장에 분석해서 다음 지필 평가에 참고해 성적

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2) 문제 수용하기

  문제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나 팀이 직면한 문제나 실수

와 실패를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진보를 위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라이프스킬이다. 이러한 라이

프스킬이 결핍된 경우에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실패에 대한 변명과 

다른 이유들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혹은 실패 상황을 적절하게 수용한 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신속히 정리하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하

는 모습을 보였다.

효찬이는 우리반에서 가장 체육을 잘한다. 전국 육상대회에 나가서도 메달을 

따는 정도다. 효찬이는 거의 모든 타석에 안타를 친다. 그런데 저번에 안타를 

치고 2루까지 달려서 아슬아슬하게 2루 베이스를 밟았는데 심판을 맡은 선생

님께서 아웃이라고 하셨다. 2루 주변 사람들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세이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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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놀란 사실은 효찬이가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나도 침착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에 효찬이한테 세이프였던 것 같다고 

말했더니 효찬이는 저번에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심판의 판정에 따르는 것도 매너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했

다. 그리고 서로 재밌게 하면 되지 그런 것 하나에 목숨 걸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전현택, 남학생, 체육일기)

  한편,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와 실패를 객관적인 입장이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용 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긍정

적인 마음은 문제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좌절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짝을 지어서 패드민턴을 치며 파트너의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격려와 포용을 연

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민재와 짝이 되어 패드민턴을 쳤다. 민재는 이번에 

패드민턴 같은 것을 처음 해봤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수비에서 많은 실수를 

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조금 짜증도 나고 그랬지만, 민재도 처음이고 노력하는 

모습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승부보다 민재의 실력이 더 늘 수 있다

면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승부보다는 민재에게 집중했다.    

(신효찬, 남학생, 체육일기)

  학생들은 체육수업 상황에서 겪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양하고 긍정

적이며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의 문제 수용 방식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문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익히고 보다 능숙한 자세로 문제를 수용해 나갔다. 

  3) 현명한 결정하기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유부단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경우도 다시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

의 경우를 보고 다시 시도하는 판단을 하였고 이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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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거나 단기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아닌, 결단과 장기적 

관점의 결정도 필요함을 알게 하며 이러한 점들은 더 나은 라이프스킬 의 개

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어제 수준별 높이뛰기를 했다. 장대 높이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침착해질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개발

해보자고 하셨고 그 중의 하나로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나

는 구호를 만들어서 힘차게 외치고 침착하게 뛰었지만 세 번이나 연속으로 실

패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었지만 조금 전에 나와 같이 실패하다가 

결국 성공한 지애를 보고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해보

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고 두 번을 더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다. 만약 

용기 있게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았다면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문인경, 여학생, 체육일기)

  또한, 학생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결정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이어지는 자료의 내용은 학생들이 급박한 스포츠 상황에서도 침

착한 판단을 통하여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습득해 나가는 장면이다. 

선생님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급하게 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결

정을 할 때에는 차분히 침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티볼 수비 연

습을 하면서 선생님이 송구 할 때 공을 잡고 일부러 셋을 세고 던져보라고 하

셨다. 나는 그렇게 하면 주자가 먼저 들어올 것 같았지만 실제로 셋을 세고 던

져도 공이 충분히 먼저 도착했다. 예전에는 급하게 던져서 실책을 하고 그랬는

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하고 반성함으로써 자신이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결정을 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다. 체육수업에서는 일상생활과 달리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어떠한 금전적, 물리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전이 보

장된 실험실’과 같은 체육수업 맥락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반성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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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  

 

3. 초등체육수업에서의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

 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라이프스킬이 습득되어지

는 현상 이면의 원인을 관련 요인들의 상호작용 및 주위 환경과의 관계와 맥

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Limone, 2006).

  라이프스킬 습득의 과정은 학생들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

지만 체육수업 상황 속에서 여러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일련의 공통된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프스킬의 습득은 <그림 12>와 같이 라이프스킬 만나기 – 라이프스킬 마

주하기 – 라이프스킬과 친해지기 – 라이프스킬 돌아보기 – 라이프스킬과 하

나 되기의 크게 다섯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은 하나의 수업에서 연속적인 과정

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러 번의 수업에 걸쳐서 혹은 중단되었던 습득 과

정이 다른 수업이나 상황에서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을 각 과정 별로 주요 특징과 함께 구체적인 과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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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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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프스킬 만나기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습득시키고자 체육과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연구자가 라이프스킬에 대

하여 소개하기 전까지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교사: 여러분 중에 혹시 라이프스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학생들: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 거림)

강교사: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학생들: 네

강교사: 그럼 선생님이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 설명해줄게. 아주 요약해서 말하

면 라이프스킬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기술들을 말해. 이 

삶의 기술들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

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생1: 음, 돈 잘 버는 거요. 

학생들: 하하하

강교사: 그래 그것도 있지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기술을 이루고 있는 더 기본적

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

학생2: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것이랑 노력하는 것이요.

강교사: 어!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기술, 꾸준히 노력

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술이에요.

   (2015. 3, 수업 비디오 분석)

       

  상기의 학기 초 체육 수업 장면에서처럼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에 대한 어떠

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말해주고 자신의 경험

을 통해서 혹은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사실로부터 라이프스킬의 예를 모둠별

로 브레인스토밍 법을 사용하여 나열하게 했고, 이를 비슷한 종류로 분류해 

보도록 했다. 

  브레인스토밍 결과 모둠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를 분류한 결과도 

모둠별로 달랐다.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브레인스토밍을 참고하여 라이프

스킬이 무엇을 말하는지, 라이프스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문가는 어떻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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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는지 등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습득

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라이프스킬의 습득 과정은 어떠한 실천적 행

동이 라이프스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이프스킬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라이프스킬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것은 시작부터 어려운 일이다. 즉, 라이프스킬은 실천성과 실용성을 가진 실

제적 삶의 기술이기 때문에(이옥선, 2012), 학생들은 실제적 삶의 상황과 이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먼저 만나고 배워야 했다.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의 처음으로 라이프스킬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 자료를 바탕으

로 분석해 본 결과 라이프스킬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통해 혹은 실제 사례나 

이야기를 통해 라이프스킬에 대한 이해와 사실들을 알게 되는 ‘설명을 통한 

만남’, 라이프스킬의 시범과 예시를 통해 라이프스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시범을 통한 만남’의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설명’을 통한 만남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있어서 교사의 설명은 처음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특히,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서는 교사의 설명은 

여타의 체육수업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교사는 

설명의 과정에서 라이프스킬이 활용된 실제 사례나 이야기와 같은 내러티브 

혹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시각자료와 함께 교사의 언어를 사용하여 

라이프스킬을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을 때 학생들이 라이프

스킬에 대해 흥미를 갖고 습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의 과정 중에

서도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연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

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명적 피드백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편이었으며,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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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하고 고무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강교사는 수업 도입부에서 오늘

의 체육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힘 있는 어조로 부

각하여 말하고자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차분하고 빠르지 않은 말로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의 지식적인 측면과 더불

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설명하였다.    

한편, 설명은 단순한 언어의 전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설명은 전달

하는 내용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신념,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

다(정현우, 2010). 교사가 설명할 때의 어투와 어조, 표정과 세밀한 몸짓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태도, 습득에 대한 동기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이 말

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보면 꼭 이번에 배워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라이프스킬이었구나 하고 깨

닫게 되기도 해요.    

(박현지,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교사의 설명은 위의 자료에서 진술되었듯이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 습득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설명을 통해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강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오래달리기와 비슷한 스포츠 종목의 이름이 

무엇이죠?

학 생: 마라톤이요.

강교사: 네 마라톤 맞습니다. 혹시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 생: 무슨 전쟁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나요.

··· (중략)··· 

강교사: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병사가 중간에 포기했거나 도망갔으면 어떻

게 되었을까요? 병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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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사가 끝까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다해야 해요. 

중간에 내가 맡은 일이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이야

기를 떠올리면서,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해보기 바랍니다. 

(2015. 3, 수업 비디오 분석)

상기의 자료와 같이 교사의 설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에 대한 안

내와 배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사는 해당 라이프스킬

에 관한 적합한 자료와 함께 유머, 말투, 몸짓 등을 사용하여 미리 설명을 준

비해야 했다.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달리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

요. 저번에 티볼 수비 전략에 대해서 만세한테 물어봤는데 귀찮다는 듯 대충 

넘겼는데 선생님은 친절하고 웃으면서 자세랑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어

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더불어, 학생들은 설명자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친절하고 부드러

운 태도로 설명을 하였을 때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다.

  나) ‘시범’을 통한 만남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데 있어 시범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이프스

킬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장면들은 설명만 하는 것보다는 설명과 함께 자연

스러운 시범을 통해 라이프스킬이 적용되는 맥락과 라이프스킬 자체를 학생

들이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따라하고 직관적으로 학습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었다. 또한 라이프스킬의 시범과 함께 라이프스킬이 활용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 라이프스킬의 의미와 중요성, 효과성 등도 학생들에게 전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범은 언어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교사의 열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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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보여주며 라이프스킬에 대한 정서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도 하였다.  

 

선생님이 오늘 체육시간에 실수에 대해 감싸줄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보여주셨

는데 너무 웃겼다. 상원이가 경기 중에 실수를 하는 장면을 맡았고 선생님이 

실수를 비난하는 모습과 실수를 감싸주는 모습을 두 번 보여 주셨다. 선생님의 

연기가 진짜 리얼했다. 끝나고 선생님이 상원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보라

고 하셨다. 나는 바로 실수에 대해 잘 감싸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배워야겠다

고 느꼈다.

(전현택, 남학생, 체육일기)

     

  위의 자료와 같이 학생들은 실제적인 교사의 라이프스킬 활용 시범을 통해 

더욱 직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라이프스킬을 파악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이

어지는 장며과 같이 시범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고, 나

는 큰 소리로 구호를 크게 외쳐보았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점차 한두 명

씩 같이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었더

니 아이들이 나중에 곧잘 따라했다.

(2015. 4, 교사 반성일지)

한편, 학생들은 시범을 통해 교사가 의도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을 

스스로 발견하고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라이프스킬의 특성 상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시범을 통해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배워가는 것

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경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장면을 시범 보여줬을 때 아이들의 체육일기를 보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사

실도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5. 7,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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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장면들에서는 교사의 시범만 제시되었지만, 학생들 중에 훌륭한 라이

프스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시범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동료가 시범을 보일 경우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욱 흥미있게 집중하여 관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들

은 교사나 동료의 시범을 관찰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적극적이고, 즉각적이

며 직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2) 라이프스킬 마주하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어진

다. 이러한 목적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 성격을 띠기도 하며,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타의적 성격을 갖기도 하며,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프스킬 

습득이 촉발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든, 타인이나 주변 맥락에 의해서

든 라이프스킬 습득이라는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동기가 필수적이며 이는 라

이프스킬 습득의 두 번째 과정으로 구분되었다.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는 대부분 라이프스킬이 필요한 맥

락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했으며(Danish, 2000), 때로는 교사의 

주도적인 안내에 의해 라이프스킬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를 스스로 라이프스킬 습득을 향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마주하기’로, 후자의 경우를 ‘교사 주도의 마주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가) 스스로 마주하기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 학생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이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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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생 스스로 그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제시

된 자료와 같이 학생이 티볼 타석에 들어서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과 긴장

감을 해소하거나 적절하게 다루지 못해  타석에서 안절부절 하면서 이와 같

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오늘 티볼 경기에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너무 긴장이 되고 입술이 바짝

바짝 말랐다. 왜냐하면 9:8로 지고 있는 마지막 회 공격인데, 내가 아웃 당하

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오늘 경기의 승부

가 달렸다는 사실이 너무 떨렸다. 친구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는데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이 부담을 이겨 낼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한편, 학생들은 전 과정인 ‘라이프스킬 만나기’에서 라이프스킬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나, 시범, 이야기 등을 통해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해 동기화되

기도 하였다. 즉,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에 대해 전달하는 교사의 의도와 바람

을 자신의 필요와 동기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오늘 체육시간에 선생님께서 희생과 섬김에 대한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매우 긴 숟가락을 지옥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는데 천국에서는 서로 떠 먹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플라잉디

스크 골프 게임을 해보자고 하셨다. 나는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에서처럼 

내가 마지막 사람이 디스크를 홀 안에 넣는 것을 성공하게 돕기 위해 적극적으

로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했고 내가 돕는 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

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디스크를 정리할 때도 다른 친구들 보다 내

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했더니 진짜 뿌듯했다. 

 (이재원, 여학생, 체육일기)

  

  위 학생은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주제인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수긍하고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했으며 오늘 활동에서도 적극 실

천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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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자료에서와 같이 ‘스스로 마주하기’경우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는 매우 자발적이고 내적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학생별로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는 개인에게 해당 라이프스킬이 얼마나 필요한 가에 따라 결정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필요의 정도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자신감과 라이프스킬의 유용한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습득에 대한 자신감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노력한다면 목표한 라이프스킬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습득의 유용성이란, 어

떤 라이프스킬을 습득 하였을 때 학생이 생각하는 쓸모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용한 라이프스킬이지만 습득에 대한 자신감이 약하거나, 습

득에 대한 자신은 충분하지만 별로 노력에 비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하지 않았다.

   

저는 선생님께서 자기를 관리하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말하실 때 ‘아! 저것이구

나. 딱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오늘 열심히 참여하면 그 라이프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현지, 여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상기의 연구 참여자 학생과 같이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배우게 되는 이

유, 배우고 싶은 이유로 필요성을 꼽았다. 하지만 습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

할 때에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습득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 않

는 경우도 있었다. 

 ‘이 라이프스킬을 배우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친구는 원래 잘하니까’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인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이러한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자신감이나 라이프스킬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그 학생이 살아오면서 축적해 놓은 다양한 경험과 기억

에 기반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라이프스킬이라도 습득에 대한 자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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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유용성에 대한 생각도 학생마다 상이하였다.    

4학년 때에도 친구랑 많이 싸울 때 엄마가 알려준 ‘stop 법칙’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방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은 이 방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시비를 걸었을 때 싸우지 않고도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고 싶어요. 

(신효찬, 남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저번 체육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stop 법칙’은 예전에도 비슷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

았어요. 

  (이상원, 남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더불어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이 필요한 상황에서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학생의 동기가 더욱 활성화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유사한 라이프스킬

을 습득 해 본 경험이 있거나 둘째, 라이프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알고 있는 학생이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학생보다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계속적인 습득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늘 체육시간에 짝 티볼을 하면서 나의 짝인 정원이와 손발이 잘 안 맞는다

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헛스윙을 하기도 하고 나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원이는 베이스에서 움직이지 말자고 했다.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협동이라는 라이프스킬이 필요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생

각이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협동할 수 있을지 속으

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에이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전 도덕 

시간에 협동에 대해서 배운 생각이 났다. 협동을 잘하려면 자신의 생각만을 내

세우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 잘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라면 정원이와 짝 티볼을 하면서 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평소 협동을 잘하는 민규를 자세히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과 협동을 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상원, 남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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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경우도 학생이 협동을 잘하는 친구를 유심히 보겠다는 등의 협동하

는 라이프스킬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실제적인 개발로 이어

지는 동기가 유발되었다.  

     나) 관찰을 통한 마주하기

 

  ‘관찰을 통한 마주하기’는 학생이 체육 수업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교사나 동료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추론하여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습득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

는 경우를 말한다. Maslow(1982)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욕구의 하나로 존중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으로부

터 존중과 비난을 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 습

득에 대한 동기를 쉽게 유발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관찰을 통한 마주보기

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타인이 라이프스킬을 활용하는 

장면을 관찰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지지와 

칭찬, 존경 등을 받는 것을 보고 동기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첫 번

째 경우와는 반대로 라이프스킬의 결핍으로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얻

는 것을 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가 

활성화 되는 경우이다. 

  

내가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라이프스킬을 처음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버럭이 덕분(?)이다. 버럭이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선생

님들과는 달리 친근하게 대하시니까 그런 것인지도 모르지만 체육활동을 하다

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가끔씩 선생님께도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였다. 버럭

이는 선생님께도 혼이 나고, 다른 친구들도 버럭이 앞에서는 아니지만 뒤에서 

뭐라고 했다. 나는 그때부터 감정조절과 배려의 라이프스킬을 배워야겠다고 생

각했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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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단순히 타인이 칭찬 받는 것을 보거나 비난의 대상을 목격하는 것만

으로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동기가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강화와 비난의 강도와 

빈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도가 강하고 빈도가 잦을수록 관찰자의 

동기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정직해야하는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은 이유는 양심이가 경기 중 중요한 순간

에 선생님(심판)이 아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아웃됐다고 

말하고 나가는 모습을 ‘라톡 타임’에서 선생님께서 평소보다 매우 크게 칭찬해

주시는 것을 봤다. 나는 역시 정직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번에도 양심이는 칭찬을 받았는데 나도 정직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고 싶다.  

(전현택, 남학생, 체육일기)

  한편, 관찰을 통한 마주보기 과정에서의 습득 요인으로 학생이 관찰한 대

상과 학생 본인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평소 관찰 

대상과 내가 다양한 소질이나 능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특

히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 있어 주어진 환경이 대상과 자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학생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는 현택이가 한명만 말하는 배구를 할 때 팀에서 다른 친구들을 잘 이끌어

주고 도와주면서 대장 같은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 멋있어 보이고 저도 리더십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현택이는 학급회장이였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라이프스킬 마주하기’ 과정은 학생들이 다음과정인‘라이프스킬과 친해

지기’에서 라이프스킬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자 최종적

인 라이프스킬 습득으로 가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은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라이



- 119 -

프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라이프스킬과 친해지기

  고대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사람은 직접 해봄으로써 습득하고 배울 수 있

으며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적용해 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 적용해보고 실행해보는 것이 습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 또한 채적명리법(採適明理法)이라는 원칙을 중시하였는

데 이는 적합한 방법이나 사례가 있다면 실제로 실행해서 의미를 밝히라는 

뜻이다(정민, 2007). 

  라이프스킬 교육의 목적 또한 학생들에게 어려운 도덕적 관념과 추상적 개

념을 통해 삶을 잘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하고 습

득하기 쉬운 삶에 필요한 실천적 행동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연습하고 

익숙해짐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이옥선, 2012; 

Danish, Forneris & Wallace, 2005). 따라서 라이프스킬은 인지적인 과정을 통

한 습득보다는 직접 실천하고 사용해 봄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킬을 습득한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습

득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을 실제로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가) 두 가지 연습 

   

  학생들은 습득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습하였

다. 첫째는, 교사나 친구들의 라이프스킬을 모델링하여 자신만의 라이프스킬

을 개발하여 연습하였다. 둘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습득시키

고자 수업 과정을 통해 마련한 의도된 연습 기회를 이용해 라이프스킬을 연

습하였다. 



- 120 -

  (1) 모델링을 통한 연습

오늘 티볼 경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 팀이 수비를 하게 되었다. 포지션을 정하는

데 유빈이와 현지가 둘 다 1루수를 하고 싶어 했다. 유빈이는 선뜻 자기는 저

번에 해봤으니 현지에게 1루수를 하라고 양보했다. 나는 유빈이가 친구들 사이

에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나도 유빈이처럼 조금 내가 희생해서라도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양보의 기회가 있을 때 바

로바로 양보해야겠다. 

(박현지, 여학생, 체육일기)

  모델링을 통한 연습은 주로 친구 혹은 교사를 관찰하거나 그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모델링하여 연습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친구들이

나 교사가 라이프스킬을 활용하는 장면을 관찰하고 따라 해봄으로써 라이프

스킬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보통 라이프스킬을 서툴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지

만 대부분 반복적인 관찰과 모델링을 통해 더욱 정교화 된 형태의 라이프스

킬을 연습하였다.  

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은 차분이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

요. 차분이는 티볼을 할 때도 공을 잡고, 하나, 둘, 셋을 세고 정확하고 침착

하게 던졌어요. 저도 하나, 둘, 셋을 세고 던져 봤더니 오히려 수비할 때 여유

가 생기더라구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했는데 나중에는 두박자(?)

로 바꿨어요. 원, 투 이렇게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침착한 행동을 할 수 있

겠더라구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또한, 학생들은 위의 자료에서처럼 모델링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스킬로 수정하여 연습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델링을 통한 연습은 혼자

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습득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교사나 친구의 사회적 도움을 통해 비교적 쉽게 라이프스킬을 

습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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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윤이가 원바운드 배구를 할 때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공이나 자기가 

‘마이볼’이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면서까지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저것이 바로 선생님께서 말

씀하시는 자기 역할을 책임있게 하는 라이프스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도윤이처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느꼈고 오늘 배구를 할 때도 그 마음을 갖고 했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이 필요한 상황과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들에 대

해 설명하는 것보다 교사나 친구들의 상황과 행동을 직접 보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고 대답했다. 교사가 주변의 동료가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것이 학습에 

있어 다른 조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다(Lickona, 1991; Rogers, 1969). 

창작무용을 하다가 한번은 현택이와 태승이가 싸울 것 같은 상황이었을 때 현

택이가 크게 한번 숨을 쉬며 감정을 차분하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침

착하게 태승이에게 말을 하더니 서로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저도 흥분되

는 상황에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새로운 라이프스킬을 알게 되었고 이 라이프스

킬을 흥분될 때마다 사용했어요.

(김여울,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모델링을 통한 연습은 상기의 자료에서처럼 교사가 의도치 않은 상

황에서도 학생들이 타인의 라이프스킬을 모델링하여 연습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2) 의도된 수업 활동을 통한 연습

학생들은 교사가 라이프스킬을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활

동에 참여하면서 라이프스킬을 반복적으로 연습 할 수 있었으며 연습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으며, 

연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목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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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을 적극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시설, 용구, 모둠을 적합하게 구

조화 하였으며, 무엇보다 라이프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맥락과 유

사한 맥락을 활동 과정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연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블라인드 플라잉 디스크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파트너에게 신속,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연습하자고 하셨다. 

나는 명철이와 파트너가 되었다. 내가 눈을 먼저 가리고 플라잉디스크를 잡았

다. 나는 명철이의 설명을 듣고 눈은 가렸지만 내가 디스크를 어떻게 던져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명철이는 나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

을 해줬고 그리고 질문이 있냐고도 물어보았다. 순서를 바꿨을 때 나는 명철이

가 나에게 해 준 방법대로 그대로 명철이에게 해 주었고 우리 팀이 반에서 일

등을 하게 되었다. 나는 명철이에게 배운 이 의사소통 방법을 다른 친구와 팀

이 되었을 때도 계속 사용했다.

(이재원, 여학생, 체육일기)

  위의 자료에서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

한 의도된 맥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라이프스킬의 연습을 위한 의도된 수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라이프스킬을 반복

적으로 연습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이 어떤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기 

위한 것인지 알고, 연습을 위해 구조화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라이

프스킬을 연습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지만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라이프스킬은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연습해 보기도 하였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패드민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패드

민턴을 배려민턴으로 바꿔서 배려를 하면서 배려민턴을 치자고 하셨다. 그리고 

점수를 많이 내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해서 파트너와 오래

오래 많이 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하셨다. 오늘 인상 깊었던 것은, 배려

라는 것이 그동안 상대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셔틀콕을 상대 입장에서 받기 좋게 주는 것이 배려라고 설명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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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배려를 더 잘 할 수 있고 패스를 오래 주

고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 배려민턴을 치면서 내가 편한 대로 치

는 것 보다 민지에게 최대한 받기 좋게 주려고 노력했더니 민지도 내가 받기 

좋게 주게 되어 서로 오래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오늘 민지와 나는 참 많은 

배려를 한 것 같다.  

(문인경, 여학생, 체육일기)

   한편, 매우 드물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체육수업 중에 자신

이 생각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연습한 경우도 있었다.

체육시간이 끝나고 다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티볼 도구와 팀 조끼를 정리하지

도 않고 몇몇 친구들이 교실로 올라갔다. 나도 더웠지만 더위를 덜 타는 편이

라 이번에 내가 친구들을 위해 도구와 조끼들을 정리했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

이 무척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친구들을 

위해 뒷 정리를 해야겠다. 

(전현택, 남학생, 체육일기)

  

  위의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경우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스

킬을 개발하고 수업 중에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시도하고 연습해봄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나) 하이브리드식 연습 

  학생들이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두 가지 방

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주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동일한 라이프스킬을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연습하기도 했다.

가끔은 내가 배우고 싶은 라이프스킬을 친구들을 통해 보고 그대로 라이프스킬

을 사용해보기도 하지만 제가 배운 대부분의 라이프스킬은 거의 선생님께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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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저는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

기와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재원,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위의 연구 참여자는 모델링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익히고 연습하는 방법 보

다는 수업 중에 교사가 의도한 수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라이프스킬을 연습하

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반대로, 아래 이어지는 연구 참여자는 교사가 의도한 

수업 활동을 통해 연습하기 보다는 주로 친구들이 사용하는 라이프스킬을 모

델링하고 연습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저는 옆에 보이는 친구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저번에 블라인드 

플라잉디스크를 하면서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연습을 할 때도 선생님께서 설명

하는 것은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됐는데 나중에 옆에 있던 민규가 파트너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니 나와 무언가 달랐어요. 몸도 더 파트너에게 

기울였고 집중해서 눈을 보면서 대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바로 제 파트너

에게 시도하고 연습해 봤더니 제 방법 보다 확실히 좋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신효찬,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이러한 하이브리드식 연습 방법에 있어 개인이 주로 선호하는 연습 

방법은 학생들의 평소 학습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평소 학생들의 학습 

방법은 대부분 학생들의 인지양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인지양식이란 각자의 

인지기능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을 의미

하며(진희경, 1996), 이러한 인지양식은 단기간 내에 변화되지 않고 비교적 항

상적이고 안정된 특성을 갖기에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tkin, 1977). 인지양식 중에는 장 독립적, 장 의존적 

인지양식이 있는데, 장 독립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분석적이고 심리적 변

별과 분화가 잘 이루어져 비 구조화된 문제도 구조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뛰

어나다. 반면, 장 의존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

이 받고 어떤 대상을 전체적이며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전예화, 

1991). 따라서 장 독립적 인지양식을 가진 학생들은 체육 수업 중에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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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마련한 연습 상황에서 자신만의 라이프스킬을 구조화하고 이를 

연습하는데 반해, 장 의존적 인지양식을 가진 학생들은 주변 친구나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들이 구성한 라이프스킬을 그대로 모델링하여 연습하

는 방법이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라이프스킬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 같다. 특히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모둠 

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연종이의 체육일기를 보면 주로 모델링을 통해 라이

프스킬을 시도하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림이는 

대부분 수업활동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두 친구의 

일기를 분석해보고 알 수 있었다. 

(2015. 8, 교사 반성일지)

  학생들은 하나의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연습 방법을 사용하되 개인의 

특성과 연습 상황에 따라 한 가지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라이프스킬 돌아보기

  교사와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돌아보기’과정을 통해 학생이 연습한 라이

프스킬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쳤다. 해당 라이프스킬의 효과나 연

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라

이프스킬의 반복적인 실천으로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로까지 전이하거나, 반

대로 라이프스킬 습득의 과정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체육일기’ 작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라이프스킬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교사도 체육일기를 읽고 

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나 조언을 기록하였다.

 ‘라이프스킬 돌아보기’ 과정에서는 반성과 평가의 주체에 따라 개인의 반

성과 교사의 피드백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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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의 반성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해 봄으로써 라이프스킬에 대

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반성과 

평가 후에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해 더욱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

기도 하였다.   

이번 체육시간에는 긴 줄넘기를 하면서 실수한 친구에 대해 포용해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하시면서 실수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가르쳐주셨

다. 나는 작년까지도 체육시간에 여자 애들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남자 애들

에게 못되게 굴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의 말

씀을 듣고 그 친구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진심 가득하게 “괜찮아~그럴 수도 있

지”라고 말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지

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긴 줄넘기를 하다가 여울이가 늦게 뛰어 다리에 걸리

자 여울이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여울이에게 얼른 다가가서 준비한 말을 

했고 여울이는 부끄러운 표정이었지만 나에게 웃으며 “미안 다시 한 번 잘해볼

게”라고 하였다. 나는 긴 줄넘기를 하면서 실수한 친구들에게 이런 연습을 계

속했다. 나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든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 친구들과 지금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신효찬, 남학생, 체육일기)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나 새로

운 라이프스킬을 모색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문제점을 발

견하고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어지

는 자료에서와 같이 다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연습해보는 과정으로 돌아

가기도 하였다.

시간제한 줄넘기를 하면서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기 위해 처음에는 윤호가 사용

한다는 구호를 외쳐봤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데 구호까지 크게 외치자니 침착

해지기는커녕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라이

프스킬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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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남학생, 체육일기)    

  한편, 이러한 개인의 반성은 주로 체육일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체육 시간이 끝나고 일기를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육 일기 작성에 성실히 참여 하였고 특히 매주 3회 모두 쓰는 연

구 참여자도 있었고 반면에 마지못해 간략하게 작성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

다. 결과적으로는 매주 성실하게 쓴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은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학생들은 일기를 작성

하면서 라이프스킬에 대해 침착하게 숙고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연습한 라이프스킬을 신뢰하고 반복적

인 사용과 전이를 촉진 할 수 있었다.

체육일기는 쓰려고 하면 귀찮지만, 쓰고 나면 항상 뿌듯해요. 체육일기를 통해

서 내가 익힌 라이프스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기억에 

잘 남고 더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인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많이 경쟁적이어서 무엇을 하든 이기려고 했고 그래서 

친구들과도 관계가 불편할 때가 많았다. 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같은 것

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두 달 전쯤에 체육시간에 옆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달리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것이 스트레스가 더 적고 심지어 

서로 도우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직접 달리기를 하

면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체육일기를 쓰면서 이날 이후에 모든 일에서 

비교하는 생각을 접고 나의 목표를 세우자고 결심했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 게

임을 하든, 팀 게임을 하든 꼭 이기지 않아도 너무 즐겁고 좋다. 친구들도 요

즘 바뀐 것 같다고 하고 정말 1학년 때 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이 라

이프스킬은 나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이었다. 

 (박현지,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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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사와 친구의 피드백

   학생들은 교사와 주변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험

적, 정서적 피드백을 얻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라이프스킬을 바라볼 

수 있었다.

   

지난주 수준별 높이뛰기를 하며 목표 설정의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수업이었어

요. 저는 처음에 90cm를 간신히 넘었어요. 그래서 30cm정도 올려서 뛰어 보

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그런데 아무리해도 못 넘겠어서 현지에게 왜 목표

를 세우는 게 좋은 것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현지가 네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웠다고 하면서 적절하게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100cm를 목표로 잡았더니 넘을 수 있었고 현지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어

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cm만 적당히 올려 105cm를 목표로 잡고 지금도 연

습하고 있어요.

 (문인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라이프스킬 습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Vygotsky(1978)는 성인이나 뛰어난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근접발달영역(ZPD)을 제시함으로써 타인

과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교사

들의 피드백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수업 목표와 방법에 기초하여 주

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라이프스킬의 수정에 효과적이었

다. 

  

수진아, 이렇게 더 깊이 천천히 숨을 쉬면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15초만 시간을 가져봐,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15초만 지나도 분노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줄어든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숨을 마시고 천천히 입

과 코로 내쉬어 봐. 그리고 다른 생각보다 숨을 쉬는 데만 집중해봐.

 (2015. 5, 수업 비디오 분석)

  위와 같이 수업 중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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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라이프스킬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연습한 라이프스킬에 대한 교사의 격려와 지지는 학

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라이프스킬을 왜, 어떻게 연습했니?’, ‘라이프스킬을 

연습해보니 어떤 것 같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의 질문 

틀을 가지고 피드백을 준 결과 학생들 스스로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의 라이

프스킬 습득 과정에 대하여 반성하게 되었다. 

 강교사: 경준아 4.2195km를 달리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어?

 경  준: 저는 달력에 연습량을 적어놓고 조금씩 연습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사

용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연습을 계속 잘 하

기 위해 우리 모둠 애들한테도 연습 방법을 말했어요.   

 강교사: 오 그랬구나! 그럼 그렇게 노력해보니 어떤 것 같아?

 경  준: 진짜 조금씩만 늘려가니까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았어요. 또 매일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동그라미 치면서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

히 하게 되더라구요. 또 친구들한테 말한 게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잘 지키려고 했구요.

 강교사: 이번에 오래달리기에서 신기록을 세운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앞으로

도 이 방법을 사용할거니? 

 경  준: 네 당연하죠. 이번에 3차 평가를 볼때나,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쓸

거 에요. 엄마와 누나에게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말해주려고요. 

(2015. 3, 수업 비디오 분석)

학생들은 교사와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통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며, 

습득된 라이프스킬에 대한 피드백은 라이프스킬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수정,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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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라이프스킬과 하나 되기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체육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라이프스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이프스킬이 최종적으로 습득되는 이 과정은 라이프스킬이 체육수업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는 과정과 체육수업을 넘어 전이되는 과정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가) 반복적 실천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이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라이프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킬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학생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

우며 당연하게 라이프스킬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반복적 실천은 라이프

스킬을 더욱 세련화시키고 학생이 더욱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씩 바뀌기도 하였다.    

저번에 체육시간에 배워서 사용해 본 심호흡을 통해 침착해지는 라이프스킬은 

특히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평소 덤벙거리고 실수를 하던 내가 침착하자는 

생각이 먼저 들고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나는 

체육시간에 급한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통해 침착해지게 된다.

(임지아, 여학생, 체육일기)

 

  또한, 체육수업을 통하여 습득한 라이프스킬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한 학생은 해당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긍정적

이고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Gass, 1985). 이러한 신념은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라이프스킬을 활용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며, 라이프스킬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클수록 라이프스킬 활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라이프스킬의 적

용과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라이프스킬에 대한 신념이 적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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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이프스킬의 활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목표를 만들고 노력하는 방법은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

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체육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저는 가장먼저 이 

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요.

(전현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라이프스킬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학생이 현재 자신

이 활용 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은 

체육 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체육수업에서의 라이프스킬의 반복적 실천은 라이프스킬 습득의 

최종 목적인 라이프스킬의 전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했다. 

저는 예전에 친구가 실수했을 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거나 비난하게 되어

서 친구와 멀어진 적이 있었어요. 특히 체육시간에 다급하고 흥분 되서 자주 

그랬었는데요. 패드민턴 대회를 하면서 친구가 실수하면 무조건 웃으면서 “괜찮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는 활동을 통해 계속 연습하게 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체육 활동 시간이든 친구가 실수해도 자연스

럽게 연습한 말이 나오게 되었고 체육시간이나 운동 할 때 뿐 만 아니라 일상

에서도 누군가 무엇을 실수 할 때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격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현지, 여학생, 체육일기) 

  

  위와 같이 라이프스킬의 반복적 실천은 라이프스킬이 실천적인 인성으로써

의 의미를 갖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복적 실천을 통해 라이프스킬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지고 습관화되어 인성의 한 자락으

로 자리 잡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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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상생활로의 전이 

  라이프스킬의 정의에 따르면, 체육수업을 통해 라이프스킬이 습득되었다는 

의미는 라이프스킬이 체육수업을 넘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전

이되어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ould & Carson, 2008). 하지만, 체

육수업 맥락에서 개발한 라이프스킬은 자동적으로 체육수업 외의 맥락으로 

전이되어지지 않는다(Martinek et al., 2001). 따라서 라이프스킬의 습득은 학

생이 자신이 개발한 라이프스킬을 체육수업을 넘어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전이시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포괄해야한다(Trudel & 

Forneris, 2009).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학

생들이 체육 수업 시간 외의 교과 수업 시간과 학교에서의 생활, 체육일기를 

통한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라이

프스킬이 체육수업 외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라이프스킬은 실천적 지식으로써 라이프스킬 연습 당시의 맥락이 전

이 여부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라이프스킬을 연습한 맥락과 유사한 일상

생활 맥락에서는 라이프스킬이 더 쉽게 전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킬이 어떤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적 지식이 있는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맥락에서 라이프스킬을 활용할 수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정직하다. 내가 상점의 기준을 착각하여 기준보다 더 

주면 잘못되었다고 가지고 나오고, 청소를 깜빡 빼먹고 간 다음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남아서 청소를 하고 간다. 아마도 학기 초에 페어플레

이와 정직을 위해 심판 없는 배구를 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과 맥락에서

도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체육시간은 아니지만 학교나 일상생활 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

일 수 있는 것 같다.  

(2015. 6,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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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라이프스킬의 전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다. 우선은 개인의 

내적요인으로 라이프스킬의 전이 경험이 있었다. 과거에 성공적인 전이 경험

을 가진 학생은 전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이를 위한 노

력을 기울였으며, 맥락에 맞게 라이프스킬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조

정력이 뛰어났다. 

T: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거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라이프

스킬이 있나요?

S: 저는 경쟁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요. 쌍둥이 언니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심해요.

T: 그럼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라이프스킬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S: 체육시간에 오래달리기를 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체육시간에 배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요즘에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라이프스킬

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계속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언니와 갈등이 있

을 때 사용하다보니까 지금은 언니와 자연스럽게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거

든요.  

(문인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또한 개인의 환경적 요인으로, 학생의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주변의 지지와 

도움은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체육수업 외의 

맥락에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지지와 도움은 적극적인 라이프스킬

의 활용과 전이로 이어졌다.    

저희 엄마는 제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엄청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체육시간을 

통해서 배운 희생과 섬김을 다른 생활에서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일을 위해

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은 이제 저의 기쁨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재원,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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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의 습득은 앞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라이프스킬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부 요

인들이 내재해있었다. 라이프스킬의 습득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과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

하면,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과정이 하나의 습득 메커니즘으로써 온전히 작

용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조건들은 교사

요인, 학생요인, 맥락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 요인으로 나누어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교사 요인

   

     (가) 스포츠스킬에서 라이프스킬로의 관점의 전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을 지도한 강유하(가명) 교사는 본 연

구의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로서 체육을 지도하

였다. 교사는 기존의 기능위주의 체육수업, 구기 종목 위주의 ‘아나공식 체

육수업’에 대해 반기를 들고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전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체육수업은 실생활 맥

락에 가장 가까운 교과로서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실제적으로 기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강교사는 체

육수업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적 장소라고 생각

하고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체육수업을 실행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라이프스킬이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체육시간에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이 그냥 즐겁게 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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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하는 체육수업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재미도 있고 의

미도 있는 수업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체육수업을 하면서 라이프스킬이란 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라이프스킬은 말 그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

한 기술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흥분하고 싸우기도 하는 체육수업은 이런 라

이프스킬을 기르는데 매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만 참여하고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은 라이프스킬을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2015. 3, 수업 비디오분석) 

  강교사의 이러한 운동기능 중심의 체육수업을 넘어 라이프스킬을 위한 체

육수업에 대한 철학과 강한 신념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학

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배우는 시간’으로써 

인식하기보다는 일종의 ‘노는 시간’으로써 무계획적이고 그때그때의 재미

를 위한 시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강교사의 이러한 신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체육시간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체육 관련 내용과 더불어 우

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시간으로 인식되었다.

예전 수업들은 그냥 축구하거나, 발야구, 피구, 줄넘기 같은 것 그때그때 정해

서 아무거나 했어요. 학년이 바뀌어도 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고요. 근데 선생님

과 하는 체육은 특별해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하며 어떤 라이프스킬을 배울 

것이라고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번 다양한 체육을 하면서 라이프스킬

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체육시간에 어떤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배울지 기대를 

많이 했고 진짜로 라이프스킬도 많이 배웠어요.

(박현지,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강교사의 신념에 기초한 일관적인 수업 진행으로 

라이프스킬의 교육적 가치에 동의하고 점차 함께 따르게 되었다. 학기 초반

에는 전에 없던 ‘라톡타임’이나 ‘체육일기’작성에 부담을 느끼고 싫은 

내색을 하였지만 점차 자신과 친구들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

여로 바뀌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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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것을 귀찮게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체육시간에 많이 놀고 싶은데 이야기도 해야 하고 체육일기도 써야 하고 그랬

거든요. 근데 체육일기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체육 시간 전 쉬는 시

간에 체육부들이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라톡 타임 해도 실제 체육시간은 비슷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라이프스

킬을 배우게 돼서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신효찬,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이러한 교사의 철학과 신념은 비단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체육과 교육과정

의 실행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으며, 하나의 종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수

업의 구조를 다변화하기도 했으며, 학생들 간의 집단을 다양한 수준과 형태

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하

고자 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킬의 전이를 위해 평소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에 

끊임없이 라이프스킬을 상기시키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에게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처

음에는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간단한 설명과 시범,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약간의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았는데, 모든 라이프스킬이 이렇게 쉽게 

배워지지는 않는 것 같다. 아이들이 라이프스킬이 필요함을 몸으로 느끼고 쉽

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드는 것도 머리를 많이 써서 개발해야 

한다.

  (2015. 7, 교사 반성일지)

  또한, 강교사의 라이프스킬에 대한 신념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

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중

요한 요인이 되었다.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학기 초에 아이들의 

“그냥 피구해요~ 축구해요~” 이런 반응들이었다. 이런 때가 교사로서 가장 갈

등되는 장면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체육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아

이들이 한순간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앞으로의 라이프스킬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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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줄 유용성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것 같다. 

  (2015. 6, 교사 반성일지)

  위와 같이 교사의 신념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의 시작에서부

터 실질적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형태에 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

의 영향을 주었으며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실천과 모범을 통해 삶으로 담아내는 라이프스킬

  모든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특히 라이프스킬을 교육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라이프스킬은 학생이 라이프스킬을 탐색

하고 발견하는 것 보다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쉽게 구조화하고 직접 실천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습득을 돕기 때문이

다. 

  라이프스킬의 습득 과정 중에 ‘라이프스킬 만나기’에서는 교사가 설명, 

시범, 이야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학생들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라이프스킬 친해지기’에서는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충

분하게 연습하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적 여유와 연습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소개하고 학생들로 하여

금 배우고 싶게 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었다.  

라이프스킬도 준비한 만큼 가르치는 것 같고, 가르치는 만큼 배우는 것 같다. 

충실히 준비한 수업에서는 나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고, 아이들도 더 집중하고 

라이프스킬을 잘 배워간다. 하지만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

가 막히게 알고 라이프스킬을 제대로 배워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2015. 8,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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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수업 준비 내용으로는 라이프스킬을 소개하기 위한 수업 자료와 

활동에 필요한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있었다. 특히 라이프스킬을 소개하

기 위해 관련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양질의 것으로 편집 및 제작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한편,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 중에 라이프스킬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

회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활동을 마련하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구조화 시켜야 

했다. 학생들에게 습득시키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에 맞는 수업 과제 제시와 

모둠구성, 시간, 공간, 용구 등의 수업 환경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여 라이프스

킬 습득을 위한 실제학습참여시간(ALT)의 양과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라이프스킬의 전달과 연습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배려민턴을 통해 배려의 구체적인 실천모습을 가르쳐야 한다. ‘배’와 ‘려’를 외치

며 파트너와 오래 셔틀콕을 주고받는 활동이다. 패드민턴의 개수는 우리 반 학

생이 동시에 활동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체육관에는 코트를 중심으로 적

당히 거리를 둔다면 모든 학생이 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

리고 짝은 이미 수준별, 성별로 모둠이 구성되어 있기에 같은 모둠 내에서 같은 

성별끼리 하면 한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오래 주고받으며 배려 할 수 있다.

(2015. 5, 현장 노트)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운동도 함께하며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범

을 보였다.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연습할 때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활동 중

에 다친 학생이 있으면 재빨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라이프스킬과의 만

남’의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다. 설명은 보통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시각자료와 함께 언어

를 사용하여 라이프스킬을 소개하였다. 또는 수업의 과정 중에 학생들의 라

이프스킬에 대한 피드백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

였다. 한편, 설명은 단순한 언어의 전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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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신념,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

문이다(정현우, 2010). 교사가 설명할 때의 어투와 어조, 표정과 세밀한 몸짓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태도, 습득에 대한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이 말

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보면 꼭 이번에 배워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욕이 

생기구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라이프스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

기도 해요.    

(박현지,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달리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

요. 저번에 티볼 수비 전략에 대해서 만세한테 물어봤는데 귀찮다는 듯 대충 

넘겼는데 선생님은 친절하고 웃으면서 자세랑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거든

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사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은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체육수업 뿐 

만 아니라 스포츠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체육수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체육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수요인은 교사의 삶에서 실제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여 활용하는 

모습들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 이었다. 라이프스킬은 지식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 작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말 보다는 교사

의 실천을 통한 가르침이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라

이프스킬 실천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시범의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라이프스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높여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

진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체육시간에 연서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엄청 침착하게 하시는 모습

을 보고 이럴 때 진짜 침착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연

서가 소리 지르고 딱 봐도 크게 다쳐서 저희는 어쩔 줄 몰랐는데 선생님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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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변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지시하셨어요. 저는 선생님

의 라이프스킬이 정말 꼭 필요하고 나도 반드시 습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번

에 배운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결국 습득하게 됐어요.  

(임지아,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학생들은 교사의 삶에서 실제적인 라이프스킬을 관찰하고 인지적 정보와 

정서적 감화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킬 습득의 근거로 삼았다.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 교사를 집약된 라이프스킬의 총체이자, 라이프스킬 

자체로 인식하기에 교사의 모범과 라이프스킬의 실천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2) 학생 요인

   

       (가) 라이프스킬 습득의 도구: 스포츠스킬과 관계성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

갔다. 따라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능력 즉, 스포츠스킬은 학생들에게 활동과정

에서의 여유를 제공하고 이러한 여유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물론, 스포츠스킬이 적은 학생도 체육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라이프

스킬을 충분히 습득 할 수는 있었지만, 스포츠스킬이 뛰어난 학생은 라이프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라이프스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존재하였다.       

한 명만 말하는 배구에서 우리 팀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아주 잘 배울 수 있

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 역할을 했는데, 같은 모둠원 들이 운동을 다 잘해

서 제가 말하는 대로 잘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리더인 저도 더 잘 할 수 있

었고 모둠원 들도 저를 믿고 손발을 아주 잘 맞춰줬어요. 그런데 상대팀은 리

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팔로워들이 잘 못해서 진짜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전현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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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심층 면담 자료에서도 스포츠스킬의 뒷받침은 라이프스킬을 개발하

는데 큰 도움이 된 반면 부족한 스포츠스킬은 아래의 자료에서 진술된 것과 

같이 해당 활동에서 목표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라이프스킬의 습득

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체육시간에 영역을 나누어서 한 배구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무책임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책임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계속 제가 공을 

잘 리시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정작 책임의 라이프스킬은 잘 배우지 못

한 것 같아요.

(문인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또한, 스포츠스킬이 뛰어난 학생은 자신의 노력을 라이프스킬 습득에 온전

히 쏟을 수 있어 라이프스킬 습득이 더 쉬웠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라이프스킬을 연습하는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고 그만큼 

더 많은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못하면 남들 앞에서 

체육 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기도 하구요. 그런데 운동을 잘하면 일단 더 열

심히 참여하고 더 많이 참여하고 친구들하고도 이것 저것 같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여울,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계의 요인이 있다. 학

생들은 서로 일정한 형태의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관찰을 통해서

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사고 과정에 투사하거나 타인의 사고를 추론하여 공

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Nonaka, 2004). 즉, 공통의 경험이 내재된 

감정이나 특정한 배경 등을 공유하는 등의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으로부터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것은 어렵기도하며 획득할 수 

있는 의미도 매우 적었다. 관찰을 비롯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이 제

공하는 라이프스킬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관계 형성이 전제되어야하

며 이는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이 관계성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도 하다. 특히 모델링을 통한 라이프스킬 연습 과정에서는 관계성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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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관계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느낌이 통하는 이심

전심, 말이 통하는 의사소통, 경험이 통하는 사통팔달의 세 가지 모습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이심전심의 관계는 대상에 대한 정감, 기대감, 공감과 같이 서로 반감이나 

거리감 없이 친근감과 편안함, 호감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대상에 대

한 관계는 라이프스킬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 반 찬우와 상원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다.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았다. 방

과 후나 주말에도 늘 붙어 다니며 서로 너무 좋아한다. 일기에도 매일 둘이 어

울려 놀았다는 주제가 대부분이다. 라이프스킬 습득에도 둘은 서로에게 큰 영

향을 미친다. 둘 중 한 명이 어떤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면 나머지 한 명도 곧 

습득하게 된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상대가 추천하거나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킬도 닮게 되는 것 같다.  

(2015. 7, 교사 반성 일지)

  

  언어가 잘 통하는 의사소통은 친구와 교사로부터 라이프스킬을 모델링 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평소에 자기 말만 한다거나, 쓸데없는 이야기

가 많고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대로 인식

되는 대상으로부터는 라이프스킬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주의 깊

게 관찰하지 않았으며 언어의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 반면에 열

정적이고 쉬운 말로 잘 설명해주거나 그들만의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친구나 교사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킬을 모델링하여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선생님, 윤영이는 저한테 무엇이든지 설명을 참 잘해줘요. 어떤 때에는 선생님

이 하신 어려운 말도 윤영이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해줘요. 그래서 저

는 잘 이해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윤영이한테 물어봐요. 저번에도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윤영이가 잘 설명을 해줘서 집에서 엄마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 써먹고 있어요.  

(박현지, 여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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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통하는 사통팔달의 경우에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경험만

을 기준으로 내세우거나 자신의 방식 외에 다른 사람의 경험에는 관심이 없

는 상대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질감을 느끼고 상호간에 라이

프스킬에 대한 공유나 배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었다. 반대로, 학생들 간에 

서로의 경험을 인정하고 또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한 학생들은 서로의 

긍정적인 라이프스킬을 적극 관찰하고 공유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태우와 같은 팀이 되어서 배려민턴 랠리를 했다. 태우는 내가 잘 못 친다는 것

을 알고 나에게 셔틀콕을 정확하고 최대한 천천히 주었다. 나는 태우 덕분에 

재미있게 배려민턴 랠리를 할 수 있었다. 태우는 자기가 잘 친다고 자랑하지 

않고 나를 배려해 준 모습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배려의 모습이었다. 나도 

태우처럼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야겠다.  

(이상원, 남학생, 체육일기)

  한편, 이러한 관계성은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라

이프스킬의 지속적 활용, 전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관계성이 뛰어난 학

생들은 대인적 차원의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유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자

연스레 대인적 차원의 라이프스킬의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이유를 자료를 통해 추론해볼 때, 관계성 자체가 대인적 차원의 라이프스킬

의 일부이며 이는 또 다른 대인적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라이프스킬의 모

델링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라이프스킬 습득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습득 과정은 대인적 라이프스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아는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사교성도 좋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배려심도 

깊은 친구이다. 지아는 이러한 라이프스킬을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습

득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현호는 의사소통능력과 의견조율 능력이 약해 친구들

과 갈등이 잦은데, 더군다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 현호는 다른 친구들

과 관계가 나빠지고 이는 현호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15. 6.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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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스포츠스킬과 관계성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범위와 가능성

을 높여주며 습득을 위한 자원과 여유를 제공하는 요인들이었다. 즉, 스포츠

스킬이 뛰어나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라이프스킬을 습득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도움을 얻었다. 

      (나) 라이프스킬 습득의 전제: 즐거움과 자발성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자발적이고 긍

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라이프스킬 습득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사가 제시하는 라이프스킬과 맥락에 대해 집중하여 관찰하

였으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라

이프스킬의 연습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학습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도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급 일을 도맡아 한다. 현지는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매우 자기 주도적이다. 목표한 라이프스킬

이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고 있으며 열심히 

연습하여 결국 자신이 필요할 때 라이프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 7, 현장노트)

  이렇게 자발성에 기초하여 습득된 라이프스킬은 다른 맥락으로 쉽게 전이

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습득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

고,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 및 수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맥락 구조와 

실천적 지식을 면밀히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점보스택 릴레이를 했다. 점보스택 릴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석하고, 늦었을 때는 원인을 찾아내면서 다시 해

봤다. 결과는 우리의 분석이 맞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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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문제를 겪게 된다면 문제에 대해 노트에 원인을 

분석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써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아지면 앞으로 계속 이 방법을 써 볼 예정이다. 

                             (이재원, 여학생, 체육일기)

  또한, 학생의 개인적인 사전 경험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자발성을 갖게 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전에 특정 라이프스킬이 필요했던 경험을 했거

나 미처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라이프스킬 연습과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예전부터 형성 평가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 기간에 소화불량과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했었다. 이 학생은 경쟁에 대한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수업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래의 일기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이 시험이나 달리기 같은 경쟁에서 잘하는 것에 대

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다. 그래서 난 늘 친구와 노는 것 보다 공부와 

학원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시험기간만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

서 소화도 잘 안되고 짜증도 엄청 난다. 그런데 어제 선생님께서 스포츠에는  

경쟁하는 상황이 많다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여기에 대

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

   ···(중략)···

나는 이번 수업에서 느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지만, 나 스스로

는 나와의 경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갈 것이다.

    (박현지, 여학생, 체육일기)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의 자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내

적 동기가 부족하여 연습 과정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았으며 수동적인 태도는 

자신이 무엇을, 왜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라이프스킬을 단순한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이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개발 

및 습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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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라이프스킬을 배우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니?

S: 귀찮고 피곤해서요. 피곤하고 힘들 때는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선생님께서 라이프스킬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어떤 

활동을 시키셔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교사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게는 할 

수 있지만, 자발성이 없는 학생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게 할 수는 없다. 자발

성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의 전제이자, 즐거움의 요소와 함께 학생들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 라이프스킬 습득의 촉매: 자존감과 지원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다르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유능한 점을 알며 동시에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흔쾌히 극복하려는 정서

라면 자존심은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우월함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

시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영애, 2010). 이러한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 유능감,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기 가치감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망신을 당해도 자신은 가치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유능감이란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이다. 마지막

으로 자신에 대한 호감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더라도 스스로 혐오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깊은 신뢰를 의미한다(이영애, 2010). 

 평소 자기 가치감 혹은 자신에 대한 호감을 높게 보여주는 학생들은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습득 속도가 빠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연습한 라이프스킬을 실천해 보는데 있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

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설령 자신의 기대와 다

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연연하거나 습득을 중도 포기 하지 않고 끈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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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높이뛰기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한 순간의 집중력과 침착함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뛰기 전에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를 모아 집중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순서가 와서 “침착! 집

중! 파이팅!” 이라고 외치고 뛰었지만 나는 장대에 걸리고 말았다. 구호를 외치

고 보기 좋게 걸려서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난 최선을 다했기에 금세 괜찮아 

졌다. 다시 내 순서가 돌아와서 이번엔 더 크게 구호를 외쳤지만 역시나 실패

했다. 그래도 구호를 외치고 하면 확실히 침착해 진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수

업 시간에 이 방법을 더 연습하고 침착하게 뛰어서 성공 했으면 좋겠다.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2014. 10. 체육 일기)

  한편, 유능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가 실제적인 

연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동기만 부여된다면 적극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하지만, 유능감이 부족한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연습에 대한 시도조차 주저하기 때문에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경우가 적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연습하고 실천하는 도전적인 라

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잘 대처하는 라이프스킬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갑작스

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허둥지둥 하게 되더라구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많이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은 따로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체육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

어요.

   (신효찬,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저는 리더를 돕고 협조하는 팔로우의 역할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리더가 되면 어색하고 어려워요. 체육 시간을 통해서 리더의 역할도 해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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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좋은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금방 리더십을 배울 수 있

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더 노력하다보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문인경, 여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한편, 학생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적극적 지지와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학생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영

향을 끼치는 교사와 친구들의 격려와 지지는 라이프스킬 습득에 있어 절대적

이었다. 이들의 칭찬과 함께해주고 도와주는 지지는 라이프스킬 습득의 동기

이자 습득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영역 패드민턴을 통해 자기 영역을 잘 맡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최대한 내 영역을 맡으려고 했는데 계속 내 영역으로 공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책임감이고 뭐고 옆에 있는 효찬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효

찬이는 괜찮다며, 최선을 다해 너의 영역을 지키는 모습 자체가 멋있다고 했다. 

나는 오늘 효찬이의 멋있는 말에 나의 역할을 끝까지 다할 수 있었다.  

(김여울, 남학생, 체육일기)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의 가족의 라이프스킬에 대한 지지와 

지원 또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특

히 가족들의 지원은 체육수업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반복적인 실천을 장려

하여 라이프스킬이 전이되고 습득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가족들도 

함께 라이프스킬을 실천하거나 라이프스킬 실천의 롤 모델의 되는 경우는 가

장 긍정적인 지지의 방법이 되었으며 이 밖에도 라이프스킬의 효용성이나 라

이프스킬을 실천을 학생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 있었다.

리시브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보는 것을 할 때 엄마와 아빠가 많이 도와주셔서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목표 세운 것을 봐주시

고요 매일 목표를 위해 연습한 것들을 같이 체크해주시고 연습도 같이 해주셨

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엇이든지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다고 

하시면서 학교에서 좋은 것 배워온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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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하지만, 반대로 체육수업에서 연습한 라이프스킬의 가치와 반하는 행동이나 

가치의 제시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심판 없는 배구를 할 때 상대 편 대한이가 서브를 했어요. 근데 서브가 조금 

길어서 마지막 라인에 살짝 맞았어요. 한 점이 중요한 타이밍이라 그랬는지 내 

입에서는 저절로 “아웃”이 나왔어요. 상대편에서는 아웃이 맞냐며 의심의 눈초

리를 보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형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말

했더니 형이 “눈치 보면서 적당히 잘했네”라고 해서 그때 어떤 것이 진짜 맞는 

행동인지 헷갈렸어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때로

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과 주변의 지지는 학생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라이프스킬

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3) 맥락 요인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수업의 주체들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도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보다 심층

적으로 해석하고자 연구 자료를 토대로 수업 맥락, 스포츠 맥락으로 범주화 

하였다.

      (가) 수업 맥락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은 정규 체육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해야 했기에 대부분의 학생이 거의 모

든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방과후가 아닌, 정규 수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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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에 학생들 사이에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

업이 자신의 배움을 위한 수업이며 진지하게 참여해야 하는 수업이라는 인식

과 분위기가 공유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방과후 

스포츠클럽이나 토요 방과후 학교와 같은 맥락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자유

롭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꾸준한 참여가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학습의 장이

라기보다는 취미 생활의 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라이프스킬을 지속적

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이옥선, 2015).

라이프스킬을 위한 체육수업과 방과후 체육수업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라

이프스킬을 배우기 위한 체육수업은 학교에 있는 공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왠

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노는 것보다는 배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학교수업 시간에 하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참여하게 되는데 방과후

는 가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라이프스킬 체육수업이 방과후체

육수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현지,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또한 공간적인 맥락에서 살펴 볼 때 라이프스킬의 연습과 실천이 이루어지

는 공간도 학교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전이시켜 나가야 할 공

간도 같은 학교 울타리 안의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친숙하게 체육

시간을 넘어 타 교과 시간과 학교생활의 장면에서 라이프스킬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전이시킬 수 있었다.   

아이들이 방금 전 체육시간에 했던 배려민턴을 교실에 들어와서도 장난삼아 

“배!” “려!”하면서 외치고 다닌다. 그리고 서로 길을 비켜주고, 급식 순서를 양

보하면서도 “배려”라고 외친다. 체육수업과 학교생활의 동일한 구성원이 같은 

수업을 받고 학교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라이프스킬을 교육하니 비슷한 맥락에

서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실천하고 전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2015. 5, 교사 반성일지)

  또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담임교사로써 학생들과 학교에서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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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함께하고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개인의 특성과 배경을 밀착하여 

관찰하고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 할 수 있었으며 학부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학생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학부

모의 지원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 또한, 체육수업을 받는 친구들

이 그대로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친구들이며 학교 밖의 학원이나 

주말에 어울려 함께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같은 학급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체

육시간에 함께 학습하고 상호작용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이어 

나갈 수 있었기에 일상생활이지만 체육수업과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라이프

스킬을 실천하고 습득할 수 있었다.

수학 학원에서 상원이가 다른 학교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쳐서 화가 나는 상

황이었는데 저번 체육시간에 라이프스킬로 배운 ‘15초 세기’를 하면서 나한테 

15초를 같이 세자고 했다. 나는 아주 느리게 15초를 세주었다. 상원이는 그동

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와 농담을 계속 했다. 상원이는 맨날 싸웠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역시 라이프스킬이 도움이 되긴 한다.  

(전현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한편, 수업분위기 또한 수업 맥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업분위기는 

인간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정서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정현우, 2010). 체육수업의 분위

기는 학급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급은 학

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각별한 학급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체육수업에도 그대로 이어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

가 형성되었고 이는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

성화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라이프스킬을 공유하고 모델링 할 수 있

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수업 분위기 좋다고 하세요. 발표

도 잘하고 잘 참여해서 우리 반이 5학년 수업 공개 반으로 되기도 했잖아요. 

체육시간에도 다들 즐겁게 참여해서 라이프스킬을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인경, 여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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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은 라이프스킬의 실천적 특성 때문

에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연습하는 과정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했

다. 따라서 수업 맥락이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수 있도록 팀을 기반으

로 한 협력과 경쟁의 맥락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라

이프스킬을 더욱 용이하게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은 팀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활

동을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라이프스킬에 대해 얘기해보고, 서로 배울 게 있으

면 보고 배우고 또 혼자 배울 수 없는 라이프스킬도 같이 잘 배울 수 있어 

좋아요. 예를 들면, 배려하는 것이나 서로 의견을 잘 주고 받는 것 등은 팀 활

동을 하면서 자주 할 수 있어서 라이프스킬을 더 잘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

아요.  

(임지아,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또한, 체육수업은 타 교과 수업과 비교해 볼 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맥락을 제공한다. 즉, 체육수업에서의 

활동은 자신의 체력과 감정을 조절해야 할 상황, 다른 사람과 협력 혹은 경

쟁하고 소통해야 할 상황, 하나의 팀으로 활동해야 할 상황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맥락을 가장 유사한 형태로 체육시간에 경험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실제적 맥락과의 유사성은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체육수업을 통

해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체육수업이 중요하고 좋은 이유는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체육시간에 겪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간에 

배운 것들을 생활하다가 써 먹을 수 있고 체육시간에 미리 잘 연습하면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현지,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나) 스포츠 맥락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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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형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종목과 활동은 학생들이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는데 몇 가지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팀 활동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은 학생이 팀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기,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다른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하

기와 같은‘어우러짐’의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스

포츠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포츠 상황에서 팀 활동을 

통해 얻는 소속감과 개인이 아닌 팀의 결정에서 얻는 자신감은 학생들이 라

이프스킬을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패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당연하게 경기 진행이나 전략 같은 것을 의논하기 위

해 친구들하고 의견을 잘 맞추어야 하고요 또 내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 의견도 잘 들어야 하구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라

이프스킬을 배워나간다는 생각도 있어서 다같이 하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더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재원, 여학생, 수업 후 심층면담)

  둘째, 경쟁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은 학생들이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와 감정 변화를 관리하고, 올바른 경쟁을 하는 데 필요한 라이프스킬들을 습

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종목들에는 개인의 경쟁에서부터 팀의 경쟁

까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이러한 경쟁의 상황은 사람을 쉽

게 흥분시켜 개인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할 상황들이 다분하게 만들며, 경쟁

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시킨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

쟁 기반의 종목들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경쟁의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들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저는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체육시간에는 경쟁하는 것들이 많아서 

별로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체육시간

은 티볼이나 플라잉디스크 골프, 배구 같이 경쟁이 있는 체육을 했지만, 어떻게 

경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배워서 체육 시간이 좋아졌어요. 사실, 저도 경쟁

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쟁을 스트레스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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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잘 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들을 많이 배웠어요.   

(이재원,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셋째, 도전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은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

력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라이프스킬 습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높이뛰기나 

플라잉디스크, 야외 모험 활동 등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학생 스스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서 종목별 자신

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세분화 하여 계획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라이프스킬의 습득을 촉진 하였다. 종목의 특징 상 해당 종목에 참여

하는 것 자체가 도전하는 활동이 되기에 자연스럽게 관련 라이프스킬을 습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높이뛰기를 하면서 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 앞에 있는 막대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고 우리는 막대를 넘어야 

높이뛰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인생의 막대를 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높이뛰기는 정말 우리가 사는 것과 비슷했다. 내가 높이뛰기를 하면서 저 

막대를 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막대를 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현지, 여학생, 체육일기)

위와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종목과 활동의 특성은 학생들이 

습득하는 라이프스킬에 영향을 주었다. 팀 활동 위주의 스포츠 종목은 

‘어우러지기’와 관련된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하였으며, 경쟁 위주의 

활동이 많은 스포츠나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주로 

‘열매 맺기’와 관련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또한, 도전하는 활동이나 

스포츠종목을 통해서는 ‘목표설정’이나 ‘노력하기’와 같은 ‘뿌리 

내리기’와 관련된 라이프스킬의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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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호작용 요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 요인, 학생 요인, 

맥락 요인 외에도, 이 세 가지 요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받았다. 

  먼저, 교사 요인과 학생 요인사이의 상호작용 결과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체육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점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도된 활동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필요성을 언급하여 가르치지만, 학생

들 중에 이러한 수업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교사의 가르침을 수용

하기 보다는 수업 전체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수동적인 참여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저는 솔직히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수업보다 예전에 보통 하던 수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이프스킬을 배우면 보통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활동을 하게 되

고, 재미가 없어지고 시간도 라이프스킬을 배우느라 더 적어져서, 아무튼 옛날 

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수업에 약간 어쩔 수 없이 

참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딱히 배운 라이프스킬도 없는 것 같

아요. 

(이상원,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물론, 이와는 반대로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관점과 학생의 흥미가 맞는 

경우에는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

다. 또한, 교사 요인 중의 하나로 교사 자신이 라이프스킬을 실천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여 학생들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자발성을 잃는 경우도 있었

다.

  한편, 교사요인과 맥락요인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

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스킬 보다 

교사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업 맥락과 스포츠스킬 기반의 스

포츠 맥락을 라이프스킬 기반의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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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 스포츠스킬이 뛰어나지만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수업 맥락을 

구성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해당 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교사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이 라이프스킬을 체육수업 중

에 발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맥락을 잘 조성해주고 

있는가? 하는 반성이 든다. 

(2015. 5, 교사 반성일지)

  마지막으로, 학생과 맥락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면, 학생의 흥미가 스포츠 

맥락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수업에서 의도한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체육시간에 창작무용 활동을 하였다. 나는 체육은 다 좋은데 무용은 나랑 조

금 안 맞는 것 같다. 무용을 보는 것도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래서 무용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보는 라이프스킬도 

습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는 티볼과 같은 필드 게임을 엄청 좋아한다. 그

래서 비슷하게 의견을 맞추는 라이프스킬을 배울 때 티볼을 통해서는 잘 배웠

지만 무용을 통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다.

(신효찬, 남학생, 체육일기)

  상기의 자료들과 같이 요인들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형태로 학

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주었다.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

에서 교사의 철학과 모델링 요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인, 체육 수업 활

동과 종목 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총체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라

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

킬 사이에 일련의 관련성이 있었다. 먼저, 맥락요인 중 스포츠맥락은 신체활

동의 특성과 스포츠 종목에 따라 학생들이 습득하는 라이프스킬 영역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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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 도전과 관련된 종목과 활동을 통해서는 학생들은 목표를 설정하

고 노력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자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 영역과 관련된 라이프스킬 습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팀 활동 위주의 활동과 종목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과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

동체의식을 가지고 팀 활동을 하는 라이프스킬과 관련된 영역인 ‘어우러지

기’ 영역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쟁 위주의 종

목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통해 ‘열매 

맺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

다. 학생 요인 중, 자존감과 주변의 지지와 관련되어서는 자존감과 주변의 지

지가 충분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이 적어 목표에 대한 지

속적 노력과 자신의 역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스킬 등을 포함하는 ‘뿌

리내리기’영역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뛰어난 

스포츠스킬을 갖고 있어 활동 참여에 여유가 있고 타인을 돌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어우러지기’ 영역의 라이프스킬들을 보다 쉽게 습

득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성이 뛰어난 학생들도 활동 중에 자신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어우러지기’ 영역의 라이프스킬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림 13]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습득된 라이프스킬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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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즐거움과 자발성의 요인들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어려움에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영역 보다 특

별히 ‘열매 맺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교사 요인으로써, 교사가 강조하고 좋은 모델링을 많이 보여 준 영역

의 라이프스킬이 학생들에게 주로 습득되는 라이프스킬과 관계가 있었다. 교

사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철학과 모델링의 정도가 다른

데, 이러한 차이점은 학생들이 습득하는 라이프스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의 실천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습

득한 라이프스킬과 습득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토대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종합하고 해석하여 이에 따른 교

육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초등체육수업의 실천에 관한 논의

  Whitehead(1929)가 제시한 교육의 리듬에 따르면 초등 체육수업은 평생 체

육의 리듬이 시작되는 ‘낭만의 단계’로서 ‘정밀의 단계’인 중고등학교 

체육을 거쳐, ‘일반화 단계’인 대학교 체육과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전체 

단계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하였다. 또한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종합적 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치

를 내면화하고 실행하여 자신의 삶을 계발하고 사회성 및 인성적 측면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써 나아감과 동시에 활동적인 삶을 위한 삶의 기술을 습득하

는 것을 초등 체육의 새로운 성격으로 추구하고 있다(유정애, 2007). 본 연구

에서도 초등 체육 수업의 맥락은 초등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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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참여 동기를 이끌어냈으며, 초등학생들의 활동적인 생활 및 움직임 욕

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라이프 스킬의 습득은 스포츠 스킬의 습득과 유사하게 시범, 모델링, 실천 등

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결과, 초등체육수업은 체

육 및 신체활동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라이프스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였다(Danish & Hale, 1981; Theokas, Danish, Hodge, 

Heke, & Forneris, 2008). 더불어 초등체육 수업은 모든 초등학생들이 장기간

에 걸쳐 참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체활

동 맥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과 지식이 통합되는 장소로써 매우 큰 교육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험과 배움은 대부분 중학생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초등 체육수업에서 습득한 라이프스킬

은 학생들의 삶에 전이되어 긍정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체육수업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

분의 실제 초등체육수업 현장에서에서는 철학적, 문서적 수준의 합의에도 불

구하고 체육수업이 학생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편으로 실천

되는 건강 중심의 도구적 접근이나 스포츠 중심의 기술과 기능 습득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교실수업을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는 활동 시간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많은 연구들 또

한 체육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체육을 통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및 전인교

육을 강조하였다(김국현, 2002; 박정준, 2011).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 이론적 

차원에서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성교육의 대부분은 다음의 몇 가지 부

분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를 보였다. 첫째, 학생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달

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프로

그램 개발에 치중한 점(유한구, 2007), 둘째,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과 시도가 

전체의 소수인 일부 문제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최창욱 외, 2006), 셋째, 기존의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들은 주로 도

덕적 위인과 철학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도덕적 판단력을 강조한 인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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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이었다는 점(이원희·강현석, 1999) 등은 기존의 인성교육이 추상성과 

모호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부분 실효성 없는 인성교육에 머무르게 

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도 체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교육하고자 한 시도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Project Rebound’와 같은 농구를 활용한 인성발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Shields & Bredemeier,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Fair Play For Kids(Taylor & Francis, 1995),  The First Tee(Weiss, 

2008), Project Effort(Lee & Martinek, 2009) 등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국외의 

시도와 연구들은 일부 인성 함양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규 체육 수업이 아닌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 위주의 시도였

으며, 국내와 여러 가지 맥락과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국

내의 인성 함양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시사점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그동안 이와 같은 국, 내외의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중의 하나로 체육 

및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인성 발달 및 전인 함양을 자동적으로 보장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Coakeley, 2001). 또한, 스포츠나 

신체활동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특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은 오히려 바람

직하지 못한 경험을 강화하며, 욕설과 폭력, 규칙과 질서의 무시, 차별과 이

기심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호철·권오륜, 

2005; 최의창, 2010;  Beller & Stoll,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체육수

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습득시키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주기 

위해서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 대한 교사의 철학과 이와 유기적

으로 연결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도된 전략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탈피하여 라이프

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을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을 교사의 철학과 현

장의 맥락을 바탕으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적

용하여 실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정규 체육 

수업 안에서 라이프스킬을 습득 해 나갈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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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가치 영역의 균형, 학생의 관심과 수준의 고려, 

협력 중심의 활동 구성 등의 재구성 원리에 기초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

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

요소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라이프스킬 중에 상호 대응하거나 유사한 

종목을 추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의도적으로 구

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시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가능하면서도 목표

한 라이프스킬을 충실히 개발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구난방 식의 재구성이 아

닌 체계적이고 명확한 원리와 기준에 기반 한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

사한다.

 또한, 본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을 실천하면서 전체적인 수업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예시의 활용, 자유로운 연습과 실천의 장, 모둠 

활동 위주의 체험, 반성하는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주안점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다, 구체적이고 친숙한 예시의 활용은 학생들로 하

여금 집중력과 흥미를 갖게 했으며 역할극이나 내러티브식의 전달 방법은 보

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라이프스킬을 소개하는 방법이 되었다. 또

한, 자유로운 라이프스킬의 연습과 실천의 허용적 분위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킬을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둠 활동 

위주의 체험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하였으며 수업 후의 ‘라톡 타임’, ‘체육일기’ 작성 등의 반성의 과

정들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습득과 일상생활로의 전이에 많은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의 주안점들을 통해, 라이프스킬 습득

을 위한 수업은 여타의 체육 수업과는 차별화되는 과정과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구조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 초등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의 특징에 관한 논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 동일하게 참여했지만 학생마다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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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을 습득하는 수준과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다양하였다. Gould & 

Carson(2008)이 연구한 라이프스킬 습득 수준과 같이 단지, 라이프스킬 습득

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신체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학생들

이 있는가하면, 체육수업을 통해 자신이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깨닫고 라이

프스킬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여 이를 일상생활로까지 전이시켜 자신의 라이

프스킬로 완전히 습득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마다 자신이 주로 습

득한 라이프스킬의 영역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이 라이

프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매우 다양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라이프스킬이 활용

될 수 있는 맥락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크게 ‘뿌리 내리기’, ‘어우러지

기’, ‘열매 맺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이옥선(2012)의 체

육 전공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킬을 성격에 따라 기본

기(fundamental skills), 대응기(coping skills), 공헌기(contributory skills)로 구분

하였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뿌리내리기’영역과 ‘어우러지기’영역의 라

이프스킬은 기본기의 라이프스킬에 해당하며, ‘열매 맺기’영역의 라이프스

킬은 대응기에 해당하는 라이프스킬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범

주화 방식은 영역 간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비교적 명확한 논리적 구

분을 통해 영역 내 라이프스킬들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고 영역 간의 상호

작용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라이프스킬의 범주화를 꾀하였

다. 해당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와 나의 성장과 관련된 ‘뿌리 내리기’영

역으로 여기에는 내가 도달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스킬, 목표를 위

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스킬,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내·외

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신뢰 있게 수행하는 

스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스킬들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다른 영역

의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습득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른 영역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주며, 습득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뿌리내리기’영역이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라

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뿌리 내리기’영역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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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습득을 우선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학생들은 다양한 사

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되며 자신

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라이프스킬들은 ‘어우러지기’영역이라 구분하였다. 이 영역에는 관계의 기

본이자 바탕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킬,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

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소통의 라이프스킬, 공동체 내에서 이끌고, 따르며 하

나의 공동체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어우러지기’영역의 라이프스킬은 둘 이상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발휘되는 라이프스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습득과 연습이 어렵다. 하

지만, 체육 수업 내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

며 팀 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해당하는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충

분히 경험하고 연습하며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

처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층 성장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

결하고 그 결과로 성장의 열매를 얻는데 관련된 라이프스킬을 ‘열매 맺기’ 

영역의 라이프스킬로 명명하였다. 이 영역의 라이프스킬에는 당면한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킬, 문

제를 회피하거나 과장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스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과감하고 용기 있게 판단할 수 있

는 스킬 등이 있었다. 체육수업은 교사나 학생이 미처 예상치 않은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

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문제 상황을 쉽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 ‘열매 맺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의 필요성을 경

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으며 안전한 상황에

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위와 같이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과 습득된 라이프스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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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라이프스킬 교육은 라이프스

킬이 요구되는 실제적인 맥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라이프스킬은 실천성

과 실용성의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체육수업 맥락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맥락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습득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학

생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연습을 통해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실천적인 행동으

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라이프스킬은 반복적 연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었다. Foster(2003)는 

공동체의 관습이나 바람직한 규율들은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습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습과 훈련은 자유에 이르는 문”이라고 하였다. 교

육학자 Peters(1959) 역시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습관과 연습이 결여된 상태

에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킬은 체

육수업에서의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습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복된 연습

은 마치 라이프스킬이라는 그릇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의 반복적인 작업과 같다.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그릇은 내용물을 온전히 담

아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복된 연습을 통해 온전히 습득되지 못

한 라이프스킬은 일상생활에서의 라이프스킬로써의 역할을 담보하기가 힘들

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연습할 수 있

는 기회들을 적극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삶과 배움은 공동체적이며 생태계와 같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Lee & Martinek, 2013).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전이한 라이프

스킬을 배운 방법 중에는 교사나 친구의 시범이나 모델링을 통해 습득한 방

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어우러지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이 뛰어

난 학생들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라이프스킬을 쉽게 관찰하고 습

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학생의 학교,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요인이 개

인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밀한 관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라이프스킬을 의도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구조화와 방

법을 달리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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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

 

그동안 스포츠 맥락을 통한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라이프스킬 자체에 대해 규명하고, 라이프스

킬이 스포츠 맥락이나 체육수업을 통해 습득되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

성과 그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다. 반면, 어떻게 라이프스킬이 청

소년들에게 가르쳐지고 습득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Gould & Carso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결과를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

게 탐구함으로써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whether it makes differences)’에

서 ‘어디서 차이가 있는지(where it makes differences)’, ‘왜 차이가 있는

지(why it makes differences)’,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how it makes 

differences)’에 초점을 두는 과정 지향적 접근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가 있지

만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그동안의 연구는 라이프스킬의 습득에만 초점을 맞추어 습득에 영

향을 주는 요인 및 맥락에 대해서는 제시하였지만,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언급이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습득의 과정과 더불어 습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

여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향후 라이프스

킬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에 관여되

는 요인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습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기존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들이 밝혀낸 여러 가지 가지 요인들과 설명들을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의 어떤 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한 층 더 심도 있는 탐구를 시도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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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ld & Carson(2008)의 연구에서 학생의 신체적 능력 즉 스포츠스킬이 라이

프스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왜 스포츠스킬이 라이프스

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제시하여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의 과정을 단선적이고 일방향의 과

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김동식(2012)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킬의 습득과정

을 가치 인식의 공유, 가치 실천의 어려움, 어려움의 극복,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의 단계로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습득의 모습은 매우 다

양한 형태를 보였다. 어려움 없이 쉽게 습득된 라이프스킬이 있는 반면, 중도

에 습득이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수많은 형태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

정을 보였고 이러한 과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 하였다. 또한, 학생들

은 두 가지 방식의 연습방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연습하는 하이브리드식 연

습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다시 환류 되

어 다른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이고 양방향의 순환

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간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메커니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

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 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의 개념과 필요성, 활용되는 맥락에 

대해서 창의적이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나 실제 사례 등의 내러티브적 설명이나 라이프스

킬의 직관적 시범을 활용할 수 있다. 교사의 적합한 설명과 시범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이를 습득하게 하는 시작이 됨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동기를 위해서 의도된 활

동과 적절한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주로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친구들

을 관찰하면서 라이프스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라이프스킬의 필

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활동과 맥락을 조성해야 하며, 학생 상호간에 관찰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의 구조와 상황에 맞는 긍정적, 부정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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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그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라이프스킬 교육은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 뿐 만 

아니라, 충분히 연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연습을 위한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주변의 친구나 

교사를 모델링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자신 혹은 그 상황에 더 적합한 방식을 주로 이용하기도 하

고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해 나

갔다. 또한, 학생들은 특히 실제적 라이프스킬의 실천 모델이 되는 교사를 모

델로 삼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교사는 체육수업시간 외에도 평

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라이프스킬을 적극적,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신이 연습한 라이프스킬에 대한 반성은 습득으로 가는 필수 관문

이 되었다. Lee & Martinek(2013)의 선행연구 중, 생물생태학적인 관점에 기

반 하여 라이프스킬의 습득과 전이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에서도 PPCT 모델의 중추적인 요인이자, 나머지 세 가지 요인들(person, 

context, time)과 발달주체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핵심과정 요인(process)이 

있는데, 이 과정 요인의 하위요소 중의 하나로 ‘반성’의 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체육일기’나 수업 과정 중의 하나인 ‘라톡 타임’

과 같은 개인적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교사나 친구들의 피드백 등을 통

한 외부적 반성을 통하여 자신이 개발한 라이프스킬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

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사요인, 학생요인, 맥락요인, 이들의 상호작용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

들을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교사요인으로는 교사 자신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스킬의 실천

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스포츠스킬과 관계성의 확장, 즐거움과 자발적 참여

의 확대, 적극적 지지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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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들을 줄 수 있으며,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해 체육수업의 안정된 참여 

시간과 공간의 보장, 라이프스킬을 장려하는 수업 분위기 조성, 라이프스킬에 

적합한 체육 활동과 종목의 선정 등은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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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로 1) 학생들의 라이프스

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2)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은 무

엇인가? 3)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초등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

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습득되는가? 로 설정하였다. 세 자기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해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

여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체육수업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범위 내

에서 학생의 관심과 수준, 영역 간의 균형, 협력 중심의 활동 등의 구성 원리

에 기초하여 체육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일관성과 연계성을 고

려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실제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친숙한 예시 활동을 통한 라이프스킬 소개,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성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수업 방법과 모둠 활동 위주, 허용적 분위기와 자유로운 연

습이 가능한 수업의 구조 등에 수업의 주안점을 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반부에 라이프스킬에 관련된 경험과 이야기를 통

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라이프스킬의 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으며 라톡타임을 통해 라이프스킬에 대해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킬을 공유하고 간접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업 후에 체육일기 작성을 통해 라이프스킬에 대한 심화된 반성과 더

불어 일상생활로 라이프스킬을 전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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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나의 성장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인 ‘뿌리 

내리기’, 관계와 관련된 라이프스킬은 ‘어우러지기’, 문제해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인 ‘열매 맺기’의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였다. ‘뿌리 내리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체력과 같은 자신의 내

외적 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기관리 기술, 구체적인 목표

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술, 나에

게 맡겨진 역할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 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

했다. ‘어우러지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에는 스포츠맨십의 구체적인 형태이

자 인문적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지향해야 할 네 가지 목표 중의 하나인 상

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 자신의 의

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대와의 이견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 공동체 의식, 리더십과 팔로우십, 공

동체를 위한 양보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함께할 수 있는 기

술 등이 있었다. ‘열매 맺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 가운데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나가는 문

제 파악의 기술, 당면한 문제나 실패 앞에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진보를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들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수용의 기술,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며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있었다.

 셋째,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라이프스킬 만나기’, ‘라이프스킬 마주

하기’, ‘라이프스킬과 친해지기’, ‘라이프스킬 돌아보기’, ‘라이프스킬

과 하나되기’의 과정을 거쳐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습득 과정에는 교사 요인, 학생 요인, 맥락 요인, 이들의 상호작용 요인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프스킬 만나기’에서는 학생들에게 라이

프스킬의 개념과 필요성, 라이프스킬이 사용되는 맥락 전반에 대해 설명과 

시범을 통해 소개하는 과정이다. 교사의 준비된 설명과 시범은 학생들로 하

여금 라이프스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교사의 준비되고 적합한 설명과 시범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킬 

마주하기’에서는 학생들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갖게 되

는 과정으로 의도된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친구를 관찰하면서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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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동기를 가졌다. ‘라이프스킬과 친해지기’에

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습득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을 모델링과 연습을 위한 

의도된 수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주변의 동료나 교사로부터 모델링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라

이프스킬을 변형하여 연습하는 과정이 가장 많았으며 동시에 연습을 위한 구

조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연습하는 하이브리드식 연습을 하기도 하

였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라이프스킬을 연습할 수 있도록 모델

링을 위한 상호작용과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구조화 할 필요가 있으

며, 적극적으로 의도된 연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라이

프스킬 돌아보기’에서는 자신이 연습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수업 중의 ‘라

톡 타임’과 수업 후의 체육일기 작성 등의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통해 개인

적인 반성과 교사와 친구들의 피드백을 얻고,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프스킬을 개선하거나 전 과정으로 환류 하

여 새로운 라이프스킬 모색하기도 했으며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속적

으로 라이프스킬을 연습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반성의 기회를 통해 자신이 

연습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삼았기에 반성의 기회는 라이프스킬 수업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과정인 ‘라이프스킬과 하나되기’에서는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체육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라이

프스킬을 전이하여 실천하는 과정이다. 라이프스킬이 최종적으로 습득되는 

이 과정은 라이프스킬이 체육수업의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면서 학생이 

라이프스킬을 세련화, 습관화 함으로써 라이프스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고

한 신념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시간과 학교생활, 가정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

서도 차츰 실천해 나가게 되었다. 특히 체육수업에서 연습한 맥락과 유사한 

일상생활의 맥락과 과거의 전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등은 학생들의 라

이프스킬 전이를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전체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교사요인으로는 교사의 체

육수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교사의 실천과 모범이 중요했다. 교사의 관점

이 스포츠스킬에서 라이프스킬의 관점으로 전환됨으로써 체육수업은 운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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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위주,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체육 수업이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써 탈바꿈 할 수 있었다. 또한 라이프스킬은 어떤 

개념과 명제적 지식이 아닌 실천적인 기술이기에 교사의 설명과 일치되는 실

천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이는 모범이 학생들의 라이프스킬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요인으로는 학생의 스포츠스킬과 관계성, 라이프스킬 습득에 

대한 자발성과 즐거움, 학생의 자존감과 주변으로 부터의 지지가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스포츠스킬은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킬을 충

분히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제공했고 습득에 대한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또한 학생의 관계성은 라이프스킬을 모델링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범위와 양과 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학생들은 흥미가 없으면 연습에 대한 소극적 참여로 라이프스

킬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의 진입하는 것 조차 어려웠다. 따라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스스로의 연습 기회 확보와 반복적 실천을 유도하는 것

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학생의 높은 자존감은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에 있

어 실패를 극복하고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속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변의 긍정적 지지와 라이프스킬 실천에 대한 

독려 역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스킬 습득을 포기

하지 않고 지속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맥락요인으

로써 체육수업 맥락과 스포츠 맥락이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쳤다. 인

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안정되고 꾸준한 참여를 보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공 등은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스포츠 종목의 특성은 학생들이 

특정 영역의 라이프스킬을 습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예를들면, 오래달리

기, 높이뛰기와 같은 도전 위주의 스포츠 종목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뿌리 

내리기’영역에 해당하는 라이프스킬을 기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교사, 

학생, 수업 요인들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때로는 긍정적 영향을 주

기도 하고 요인들 간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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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체육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실천과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체육수업을 통한 라이프스킬 교육에 

대한 의견과 본 연구에 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주제들에 대하여 제

언하고자 한다.

   가. 라이프스킬 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한 메커니즘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고려

와 의도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친구들의 라이프스킬을 모델링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라이프스

킬은 교사나 주변 친구들의 시범이나 활용을 관찰하고 습득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상호 라이프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개인 별 활동

보다는 모둠 활동을 위주로 상호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보거

나,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업의 과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신이 연습, 습득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

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과정 중에 연습한 라이프스킬

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해보는 ‘라톡 타임’을 운영하였고 수업 후에는 체육

수업과 연습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자유롭게 반성하고 기록해보는 체육일기를 

쓰게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연습한 라이프스킬에 대

해서 재고하면서 라이프스킬의 중요성이나 활용된 맥락, 향후 라이프스킬 활

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다. 따라

서 이와 같은 반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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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금은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 라이프스킬 습득에 잠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대되기

에 라이프스킬 교육에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라이프스킬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와 적합한 맥락을 조

성해야 한다. 라이프스킬은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습득 방법 

또한 직접적인 실천 과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과정들을 포함

해야 한다. 학생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맥

락에서 손쉽게 라이프스킬을 실천할 수 있어 일상생활로의 전이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 지도자의 라이프스킬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 의지와 모

범적 실천이 중요하다. 라이프스킬의 실천은 학생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실

제적인 시범의 역할 뿐 만 아니라, 라이프스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삶으로 증

명함으로써 라이프스킬에 대한 신뢰와 동기를 유발하여 습득을 촉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지도자가 라이프스킬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학생

들 또한 라이프스킬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뿐, 실제적인 스킬로써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에 지도자의 모범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라이프스킬 교육을 위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도가 필요하

다. 라이프스킬이 습득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라이프스킬이 일상생활에서도 연습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도가 중요하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를 마치며, 본 연구에 후속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스킬, 자존감, 자발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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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을 효과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요인 중의 학생의 스포츠스킬과 자존감, 자발성이 라이

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낮은 학생

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참여와 연습, 시도나 반성에 수동적이었으며, 

라이프스킬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후속하여 진행되는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라이프스킬을 효과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습득된 라이프스

킬 영역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습득된 라이프스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지만, 각각

의 요인의 어떠한 점이 각 영역의 라이프스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라이프스킬이 실천적 형태의 지식을 넘어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으로 

온전히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후속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

하다. 라이프스킬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지식이라기 보다는 실천적 성격을 

가진 지식에 가깝다. 따라서 직관적인 시범과 모델링, 유사한 맥락에서의 반

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습득되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

는 라이프스킬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라이프스킬의 실천이 지속되

지 않는다면 다시 라이프스킬이 소실되고 실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맥락이 바뀌게 되면 맥락에 부적합한 라이프스킬로 전락되기 쉽다. 따라서 

라이프스킬이 인성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후속되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규 체육수업 뿐

만 아니라, 방과 후 스포츠클럽,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체육, 생활체육 등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라이프스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라이프스킬이 습득되는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보다 정

교화 되고 일반화된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환경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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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통

적이며 일반화된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원리와 메커니즘이 연구되어야 한

다.   

 다섯째, 체육수업을 구조화하는 주체이자, 시범과 모델링 등을 통해 학생의 

라이프스킬 습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가 과거에 라이프스킬

을 습득한 메커니즘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메커니

즘 사이의 연관성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가 체육수업에 대한 철학과 목

표가 바뀌면 체육수업의 내용과 구조는 필연적으로 바뀌게 될 만큼 교사 요

인은 라이프스킬 습득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의 라이

프스킬과 학생들이 습득한 라이프스킬과의 연관성, 교사가 라이프스킬을 습

득한 방식과 교육하는 방식의 연관성 등과 같은 교사 측면의 라이프스킬 교

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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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월    일    이름:

 ✔ 오늘의 체육수업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인상 깊었던 것도 써 봅시다.

✔ 체육수업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발전시킨 라이프스킬은 무엇인가요?

✔ 라이프스킬을 언제(무엇을 하면서), 어떻게(구체적인 과정), 왜(근본적인 이유) 
배우게 되었나요? 
예) 티볼 타석에 들어서면 긴장이 되는데(언제) 내 친구 동식이가 호흡을 정리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보고(왜) 해봤더니, 나도 감정이 잘 조절되어서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게(어떻게)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 체육시간에 배운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나요?

부록 1. 체육일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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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 개발 과정에 관한 학생 면담 
부록 2.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

 

◎ 기본 사항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    )학년                     

3. 학교 : (            )초등학교  

4.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10점 만점) (             )

5. 체육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했으면 좋겠나요?  (           )

◎ 다음은 초등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체육수업을 구성하기 위

한 사전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 수업은 네모(□)다. 그 이유는?

  

  - 체육 수업이 다른 여러 수업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 평소 체육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 체육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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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라이프스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이프스킬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자신의 라이프스킬을 말해보세요.

○ 체육 시간에 라이프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에 대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시간에 라이프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 다음은 체육수업을 통해 어떻게 라이프스킬을 배우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

문입니다.

○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킬은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요? 혹시, 체육

시간에 배운 라이프스킬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 평소 체육시간에 주로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 언제,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요?

○ 배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나요?



                                                                  

- 189 -

○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는데, 배우지 못한 것이 있나요? 

  - 있다면 왜 배우지 못한 것 같나요?

  -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으면 배울 수 있었을까요?

○ 라이프스킬을 배우기 위한 체육수업은 일반 체육 수업 시간과 어떤 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내용, 방법, 분위기, 선생님 등)

※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체육

수업 시간에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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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 개발 과정에 관한 학생 면담 
부록 3.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

 

◎ 기본 사항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    )학년                     

3. 학교 : (            )초등학교  

4.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10점 만점) (             )

5. 체육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했으면 좋겠나요?  (           )

◎ 다음은 초등체육수업에서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체육수업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 라이프스킬을 배우기 위한 체육 수업이 보통의 다른 체육수업과 다른 점

은 무엇인가요? 

  -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힘든 점이나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 라이프스킬을 배우기 위한 체육수업의 점수(10점 만점)를 말해보고 이유를 

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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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스킬을 한 마디로 하면? 체육수업을 하면서 라이프스킬에 대한 생

각이 변한 것이 있나요?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나요?

◎ 다음은 체육수업을 통해 어떠한 라이프스킬을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

문입니다.

○ 체육시간에 배운 라이프스킬은 무엇이 있나요?

-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라이프스킬 중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지만 배우지 못한 라이프스킬은 무엇이 있나요?

-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배운 라이프스킬은 무엇이 있나

요?

○ 체육시간에 배운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실천해보고자 노

력한 적이 있나요?  

- 학교생활(학교에서의 일과시간)에서 사용하거나 실천해보고자 노력한 것을 

적어보   세요. 어떤 라이프스킬을 사용했나요?

- 방과후의 집이나 학원 등에서 사용하거나 실천해보고자 노력한 것을 적어 

보세요. 어떤 라이프스킬을 사용했나요?

○ 체육시간에 배웠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은 라이프스킬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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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체육수업을 통해 어떻게 라이프스킬을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체육시간에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요? 1위에서 3위까지 순위를 정해본다면?

-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 인가요?

 

-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외에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나는 언제, 무엇을 하면서 라이프스킬을 배우게 되었나요?

 

○ 나는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요?

  - 어느 순간, 갑자기 배우게 된 경우가 있나요?

  - 오랜 기간에 걸쳐 배우게 된 경우가 있나요?

○ 내가 라이프스킬을 배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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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라이프스킬을 체육시간 외에도 꾸준히 사용한다면 왜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에도 사용하려고 노력했나요?

○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라이프스킬 중에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고 답했다면 

그러한 라이프스킬을 왜 배우지 못한 것 같나요?

○ 체육시간에 라이프스킬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체육

수업 시간에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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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건강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대
영
역

중영역 소영역 차시
라이프스킬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
자기성장 대인관계 조직생활 원인분석 상황대처 갈등해결 임무완수 리더십과 

팔로우십 희생과 봉사

건
강
활
동

건강과 
신체발달

오래
 달리기

25-
29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①오래달리기: 오래 달리는 방법에 대해 배 우 고 4.219km에 대한 자신만의 목표 기록을 수립해 본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고 친구들 앞에서 공언해 본다.

 [공동체  의식]③팀 오래 달리기:하나의 원판에 달린 여러개의 끈 중 하나를 잡고 팀 달리기를 한다. 끈을 놓치면 전체 모둠이 정지해야 한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모두가 같이 달려야 한다.

[경쟁불안 대응]④페이스유지: 옆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오래달리기를 한다. 순위가 아닌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여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기 역할 다하기]⑤마라톤대회: 오래달리기의 마지막 차시로 마라톤의 유래를 듣고  자신이 전갈을 든 병사라고 생각하고 풀코스의 1 / 1 0 인 4.219km를 뛰어본다. 시간제한은 없으며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한 학생들에게 큰 칭찬을 해준다. 

[리딩기술][팔로윙기술]②3km(약 운동장 20바퀴) 팀 달리기: 한 팀당 4명씩 구성되며, 리더와 멤버로 구성된다. 리더는 멤버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달릴 거리를 정한다./ 경기 후 리딩스킬에 대해 이야기 한다.

건강과
재해안전

  긴 
줄넘기

30-
32

[실패 원인 분석]①긴 줄넘기 연습: 몇 차례 넘지 못하고 계속 걸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적은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 시도해본다.  

   [침착]②시간제한 줄넘기: 20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반대로 같은 시간 안에 20개하기를 도전과제로 제시한다. 두 방법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고 침착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본다. /3분 동안 가장 많은 개수 넘기 시합을 한다.

[실수에 대한 포용]③긴 줄넘기대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실수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미리 발표해본다./ 팀별로 3번의 기회를 주고 최대로 넘은 횟수를 기록으로 인정한다. 경기 중 실수한 친구에게 비난 및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5개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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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도전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대
영
역

중영역 소영역 차시
라이프스킬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
자기성장 대인관계 조직생활 원인분석 상황대처 갈등해결 임무완수 리더십과 

팔로우십 희생과 봉사

도
전
활
동

거리도전 높이뛰
기

33-
36

[동기유발][목표설정]①수준별 선택: 높이뛰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본다. 고무줄을 사선으로 연결하여 자신이 도전할 높이를 스스로 선택해보도록 한다. 기록에 따라 수준별로 그룹을 나누고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제시한다.

[공동체의식]④ 높이뛰기 대회 응원하기: 친구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축하하거나 격려할 수 있는 말을 다 같이 정해 친구들을 응원한다. 

[침착]③ 구호 외치고 높이뛰기 연습하기: 기록 수립을 위한 높이뛰기를 연습하며 뛰기 직전 자신이 명심해야 할 것이나 파이팅을 위한 구호를 만들어 외치고 뛰어보도록 한다. 구호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실수와패배 극복]② 높이뛰기 연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뛰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 높이를 넘지 못하고 실수 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본다.

표적/투기
도전

플라잉
디스크

37-
40

[목표설정]④ 플라잉디스크 골프: 팀별로 2회 던져본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교사가 목표에 대한 언지를 주지 않는다. 두 번째 경기에는 개인 목표, 팀 목표를 정해보고 다시 한 번 경기를 해본다.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토론해본다.

[경청]② 블라인드 플라잉디스크: 눈을 가리고 파트너의 지시대로 던져서 지정된 목표물을 맞춘다. 파트너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빨리 맞출 수 있다.  

[스트레스 대응]① 멀리 날리기: 플라잉디스크를 ‘스트레스! 날려!’를 힘껏 외치면서 멀리 날려버린다. /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본다.

[섬김]③ 플라잉디스크 골프: 4팀으로 나누고 팀당 한명씩 제비를 뽑아 선정된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디스크를 넣을 수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선정된 선수가 빨리 넣을 수 있도록 돕는다. 팀원들의 도움을 받은 선수의 소감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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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경쟁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대
영
역

중영역 소영역 차시
라이프스킬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
자기성장 대인관계 조직생활 원인분석 상황대처 갈등해결 임무완수 리더십과 팔로우십 희생과 봉사

경
쟁
활
동

필드형 
게임 티볼 1-

5

[의사소통능력]④ 조용한 티볼 경기: 두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는데, 공격, 수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없이 경기를 한다. 경기 후에 보통 경기와의 차이점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평소 운동 중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친구를 선정해본다. 

[상황판단]③ 상황별 전략 연습: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공격 및 수비 방법을 논의하게 한다. 그 후 팀별로 각 상황별 플레이를 실행해서 높은 득점을 얻은 팀이 승리한다. 경기가 끝나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논의해본다.

[의견조율]② 주먹 티볼: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한사람이 토스하고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친다. 공을 치고 손을 잡고 주루 플레이를 한다. 두 사람이 의견을 서로 조율해야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자기 역할 다하기]① 티볼 기본기연습(2루 티볼): 공격 2팀, 수비 2팀으로 나눈 후 공격과 수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다.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 자기체크를 해본다.   

[희생과 봉사]⑤ 티볼 경기: 팀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공격과 수비를 보여준 희생MVP를 선정한다. / 희생타 혹은 희생플레이에 대해 설명한다./ 매일 체육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체육도우미들의 수고를 칭찬한다.

네트형 
게임

패드
민턴

6-
10

[예의 및 예절]① 배려민턴 랠리: 두 사람이 짝을 이뤄 셔틀콕을 주고받는다. 한 사람은 ‘배’ 다른 사람은 ‘려’라고 외치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고려하여 받기 좋게 배려하여 준다. / 여러 경기에서 선수들이 관중, 심판,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공동체의식]③ 3인 패드민턴 경기: 한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학급 토너먼트 패드민턴 대회를 개최한다. 팀내의 공동체 의식과 팀웍이 중요하다. / 공동체 의식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논의해본다. 

[감정조절]④ 3인 패드민턴 경기: 자신 혹은 팀원의 실수나 팀의 패배 시에 외칠 동작이나 구호를 미리 정하고 실수나 패배 시에 다같이 해본다.(예: All is well) / 중요한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실수에 대한 포용]⑤ 패드민턴 대회: 무작위 2인 1조로 대회에 출전한다. 같은 팀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지 못한다. 만약 비난 시에는 2점씩 제한다. / 상대방의 비난에 오히려 위축되거나 더 큰 실수를 연발한 경험을 나누고 반대로 실수를 덮어줬을 때의 기분을 말한다.

[자기 역할 다하기]②영역 패드민턴: 한 팀을 4명으로 구성하고 한 팀의 코트를 4등분 한다. 각 영역당 1명씩 책임지고 수비를 한다. / 지역방어와 대인 방어에 대해 설명하고 팀 내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배구형 
게임

11-
15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① 리시브 연습: 오버와 언더리시브 방법을 배우고 짝을 지어 리시브를 왕복 20회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연습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날마다 체크한다.⑤ 리시브 콘테스트: 약 2주간 연습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리시브를 해본다.

[페어플레이]② 심판 없는 배구: 심판이 없이 배구 경기를 해본다. 홀딩, 넷터치, 인과 아웃 등 상대방이 볼 수 없지만 자신이 정직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강조하고 배구 경기를 한다. 반칙을 하면서 이긴 경우와 정직하게 해서 진 경우에 대해 서로 토의해본다.

[자기 책임감] ③ 배구 경기: 공을 받거나 칠 때 반드시 ‘마이볼’ 이라고 외쳐야 한다. 공을 미루지 않고 자신이 말한 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한다.

[리더쉽과 팔로우십]④ 한 명만 말하는 배구: 앞차시 활동과는 반대로 각 팀당 리더 한명만 정하고 리더 만 말할 수 있다. 팀별로 논의하여 리더를 정해보고 경기 후에 리더의 경기소감, 팀원들의 소감을 나누어보고 리더를 바꾸어서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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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표현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대
영
역

중영역 소영역 차시
라이프스킬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
자기성장 대인관계 조직생활 원인분석 상황대처 갈등해결 임무완수 리더십과 

팔로우십 희생과봉사

표
현
활
동

민속표현 티니클링 41-
45

[의사소통 
능력]

①,②티니클링 
계획 및 연습: 
티니클링을 하
면서 막대를 움
직이는 사람과 
막대를 넘는 사
람 간의 의사소
통이 잘 되어야 
하며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자기 역할 
다하기]

③개인연습: 개
인별로 티니클링
을 연습하며 자
기가 맡은 순서
와 동작을 숙달
한다.

[리딩스킬]
[팔로윙스킬]

④티니클링 경연
대회: 리더를 세
우고 리더와 팔
로워들이 서로 
구령을 주고받으
며 호흡을 맞춘
다. 리더가 주축
이 되어 안무를 
계획한다.

[재능기부]
⑤지역 노인정 
방문 및 학교내 
공연: 자신이 가
진 재능을 통하
여 나눔의 기쁨
을 함께 누려본
다.  

주제표현 창작무용 46-
49

[사교성] 
② 창작무용 연
습: 평소 교우
관계가 서먹하
거나 친하지 않
더라도 무용, 
춤이라는 매개
체를 통하여 쉽
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
다. 

[스트레스 
대응] 

③ 창작무용 
연습: 창작무용
공연의 주제를 
스트레스 해소
로 한다. 음악
에 맞춰 무용
에 몰입하면서 
정서적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본다.

[의견조율]
① 무용을 위
한 준비: 창작 
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회의와 의견조
율이 필요하다. 
피라미드 결정
법을 안내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마다 다양
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경험을 
해본다.

[자기 역할 
다하기]

④ 창작무용 발
표: 자신이 맡은 
안무를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학
생들에게 책임상 
MVP를 수여한
다. 
*교사는 책임상 
외에도 섬김
MVP,희생MVP 
등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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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라이프스킬 습득을 위한 여가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대
영
역

중영역 소영역 차시
라이프스킬

기본기 대응기 공헌기
자기성장 대인관계 조직생활 원인분석 상황대처 갈등해결 임무완수 리더십과 

팔로우십 희생과 봉사

여
가
활
동

생활
환경과
여가

캠핑
16-
21

[예의 및 예절]
1박2일 캠핑: 
부모님의 소중
함을 느끼고 학
교 외부에서의 
숙식생활을 같
이하며 웃어른
과 타인에 대해 
갖추어야 할 예
의들에 대하여 
적어본다.

[공동체의식]
취사 및 텐트생
활: 모둠 별 텐
트생활과 취사
활동으로  개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의 차이점
을 알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다.

[화해하기]
레크레이션: 모
닥불을 피우고 
레크레이션을 
하며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먼저 화해해보
는 기회를 갖
는다.

[자기 역할 
다하기]

 준비물 체크: 
개인이 맡은 식
재료나 모둠별 
준비물을 빠짐
없이 챙겼는지 
확인하고 책임
감에 대해서 이
야기한다.

[희생].[섬김]
자원봉사: 친구
들이 하기 싫어
하는 궂은일을 
자원하여 봉사
하는 친구들을 
격려하고 칭찬
한다.

자연 
환경과
여가

모험
활동

22-
24

[자기성찰]
두줄, 세줄 건
너기: 용기를 
내어 자신의 두
려움을 이겨내
고 도전하는 도
전정신과 몰입
감을 느낀다.

[원인분석]
점보스택: 캠핑 
중 모둠 활동
으로 점보스택 
릴레이를 하고, 
더 나은 결과
를 얻기 위한 
방법을 분석해 
본다.

[돌발 상황 
대처]

응급처치 교육 
및 실습: 간단
한 응급처치 
요령과 돌발 
상황에 대비하
는 방법을 배
운다.

[리딩스킬]
[팔로윙스킬]

모둠별 스테이
션 순환: 모둠
별로 모둠장을 
선별하고 모둠
끼리 모험활동 
스테이션을 돌
며 확인도장을 
받는다. 이동순
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모
둠 리더와 모둠
원들이 정하고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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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Elementary Students’ Life Skills 

Acquisition Mechanism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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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th suicide and youth crime including school violence are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today. In this 
context, life skill education through physical activity has paid 
attention to solve wider social problems including school bullying 
and anti-social behaviour. Accordingly, life skill education is 
needed to develop necessary skills for youth to gain authentic skills 
for a successful lif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lementary students’ 
acquisition mechanism of life skills in physical education.           
    Adopting an ethnography research methods, this study took 9 
participants, of whom 8 were the students (4 boys, 4 girls) and a 
teacher.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eld note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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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ve journal entries, students’ journal, in-depth interviews and 
video record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 inductive 
method(Creswell, 2009).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earcher 
re-organized and practiced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for achieving life skills 
education to a set term of one year. Also, through this 
re-organization, students were able to achieve the National 
Curriculum goals and life skills at the same time. This goal was 
met by the 3 re-organization criteria. They are: 1) considering 
student’s interests and levels, 2) maintaining balance among diverse 
curriculum areas, 3) focusing on cooperation-oriented activities. In 
the class, the focus was specifically run with four practices; 
providing specific examples, opportunities of practices and allowing 
group activities and opportunities for reflections. 

Secondly, the life skills that students’ acquired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rooting’- related to self-development, 
‘mingling’- related with establishing relationships, and ‘fruiting’-  
related to solving problems.    

Lastly, there were five stages of the progression of students’ 
acquisition of life skills 1) Meeting: students recognizing life skills 
by explanation and demonstration, 2) Encountering: experiencing 
various situations when participating in activities and observation 
of others’ experiences, 3) Befriending: students modelling what they 
wish to acquire via teachers or friends by participating and 
practicing in intended activities, 4) Reflecting: students self-reflect 
upon their practiced life skills and receive feedback from teachers 
or friends, 5) Becoming one: continually and repeatedly apply life 
skills in P.E class and in life.

This process was not one way process but could be a bo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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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life skills, acquisition mechanism,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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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n terms of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teacher factor 
(i.e., perspective toward the PE class and being a role model), 
student factor(i.e., the level of students’ sport skills, network, self 
motivation, and support), context factor(i.e., atmosphere of the 
class and type or characteristics of the sport) and interaction 
factor(e.g., interactions between each factors.)
  Building on these key finding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or students to acquire skills 
teachers need to restruct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and 
prepare intended and systemic P.E classes. We need to understand 
these processes and adjust factors efficiently for acquisition of life 
skills. Secondly, for building appropriate context affluently for 
students to practice life skills, providing sufficient opportunity for 
self-reflection for practice and acquisition of their life skills, we 
need to assure regular and stable time and place for life skill 
education. Thirdly,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life skil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ow sports skills, self-confidence, and 
motivation. Also research into the relation about influencing factors 
between acquired life skills and research on general mechanism for 
life skills incorporated into after school P.E classes and elite sport 
club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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