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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

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개발된 콘텐츠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

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구현 모습은 어떠한가, 셋째, 통합적 초등 체육

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적합성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연구의 절차는 개발연구방법에 근거해 분석, 설계, 개

발,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다. 문헌분석과 요구분석, 환경분석을 통해 개

발 원리를 도출한 다음,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앱)의 형태로 

개발했다.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결과물의 평가를 통해 현장적합성을 

검토하고 교육적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 집

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 원리의 타당도를 확보하고,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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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질을 관리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교사 5명, 초등학생 10명이

며, 자료 수집은 사전 개방형 설문지, 사전 심층면담, 사후 평가지, 사후 

심층면담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의 방법으

로 이루어졌으며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

토,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

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1) 차별성의 원

리, 2) 개별성의 원리, 3) 풍부성의 원리, 4) 개방성의 원리, 5) 공유성의 

원리, 6) 상호작용성의 원리, 7) 연계성의 원리, 8) 자기주도성의 원리다. 

각 원리마다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3-4개의 상세 지침으

로 제시하였다. 8개의 개발 원리와 25개의 상세 지침은 스마트교육 콘텐

츠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MY PE’(마이 피이)

어플리케이션이다. ‘MY PE’는 체육교육(Physical Education), 운동의 생

활화(Play Everyday, Everywhere), 개별화 교육(Personal Education)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이 피이는 첫째, 통합적 운동소양의 함양, 둘째, 학교체육

과 생활체육의 통합, 셋째, 운동의 기능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통합, 

넷째, 운동에 대한 흥미 증진과 건전한 운동문화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

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은 실천하기, 나누기, 쌓아가기로 이루어진

다. 학습자는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실천 경험을 서로 나누

고, 나눔을 통해 소양을 쌓아가는 순환적 학습 과정을 거친다. 개발의 

전 과정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적용하여 통합

적 초등 체육의 효과적 구현을 도모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이 피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장적합성이 우

수하고 운동소양 함양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교육적 효과성, 현

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을 중심으로 현장적합성을 평가

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83%가 현장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

다. 운동소양 함양 측면에서는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차원과 운동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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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모두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운동능 차

원에서는 기초체력 향상, 운동기능 향상, 운동량 증가, 운동 참여기회의 

증가를, 2) 운동지 차원에서는 운동의 인문적 차원에 대한 기초 지식 생

성, 학습자 중심 운동지식 생성, 스포츠 지식의 증대, 운동지능의 신장

을, 3) 운동심 차원에서는 운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 증대, 운동에 

대한 흥미 증대,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 증대, 운동에 대한 바람

직한 태도 형성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4) 운동향유 차원에서는 건전한 

운동문화 확산, 삶과 하나 된 운동문화 향유, 평생체육의 발판 마련, 폭

넓은 운동문화 체험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각적 분석을 통한 현장 친화적 

콘텐츠 개발 원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을 학술적 논의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학습자 중심 개발이란 점과, 일반

적, 보편적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 제시를 통해 단원과 활동 종류

에 관계없이 통합적 초등 체육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둘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한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

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현장적합성이 우수하고 

운동소양 함양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향후 초등 체육 현장에 적용하여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

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은 스

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이론적 틀이면서 실제적 개발지침이 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향후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

적 활용도가 높으며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 실천 측면과 후속 연구 측면에서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측면에서, 첫째,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현장 교사와 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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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는 일정 과목 또는 정해진 시간에 제한된 사용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을 전제로 한 활용이 요구된다. 후

속 연구 측면에서는, 첫째, 본 연구의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로 개

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실행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과 적용 과목의 확대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의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

육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운동소양 함양이란 이론적 논의를 실천과 연결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

츠를 교육 정책 및 기타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운동소양, 통합적 초등 체육,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어플리케이션, 앱

학  번 : 2015-2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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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체육교육이 갖는 가치는 신체적 발달 그 이상이

다. 체육은 체력과 운동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과 사

회성 함양을 돕고, 건전한 운동문화 향유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Jess, 2013). 특히 초등 체육은 

체육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며 일생동안 누릴 체육활동의 양과 질을 결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Howells, 2012; Jess, 2012; 

Kirk, 2006). 따라서 초등 체육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체육에 대

한 좋은 인상과 즐거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평생체육 학습자

로 성장하도록 몸과 마음의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pickup, 2012). 

체육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으로 지덕체의 고른 발달을 추구하며 어린

이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체육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도와

야 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최의창, 2013a). 운동소양은 학습자의 몸과 

마음과 머리에 내제된 역량이자 심성적 자질이다. 운동능, 운동지, 운동

심으로 구성된 운동소양의 고른 함양은 전인교육의 실천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운동소양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기능과 지식,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한

다(최의창, 2010, 2013b). 운동의 기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과 안목, 

지혜와 같은 심법적 측면을 함께 탐구하며 내면과 외면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초등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실제 삶과 연결된 통합적 방식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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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 2013).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활동에 담긴 교육적 가치

를 탐구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체육

교육이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전인교육을 위한 통합적 체육교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체

육 현장에서는 통합이 아닌 분리가 지속되어 왔다. 스포츠 기술이나 운

동기능숙달 중심의 수업 운영은 신체적 영역만 강조하며 체력이 좋은 학

생, 운동기술이 뛰어난 학생만이 체육을 잘 하는 학생이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만들어왔다(최의창, 2010). 체육에서의 평가는 대부분 기술 수행

점수로만 이루어진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해왔다. 체육수업이 운

동기능에 집중되면서 실기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은 체육에서 소외

되고 체육수업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도 빚어졌다(김무영, 조미혜, 

2006; 김윤희, 2003). 지나친 경쟁 중심의 스포츠 게임형 수업은 여가나 

건강과 같은 학습자 삶과 밀접한 부분을 소홀하게 하였다(김영범, 2006; 

유정애, 2011). 여기에 학습자 의견이 배재된 교사 중심의 수업 운영과 

체육의 생활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전인교

육을 지향하는 체육교육의 내실화가 촉구되고 있다(남석희, 김문일, 

2003). 

인문적 체육교육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

한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왔다(최의창, 2015). 인문적 체육교육

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신체활동이 갖는 총체적 가치를 인문적 지혜

와 함께 통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신체활동의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에 담긴 정신과 안목, 아름다움과 지혜를 

깊이 음미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다(최의창, 2010). 인문적 체

육교육은 그림, 음악, 시, 소설과 같은 다양한 인문적 자료를 활용한 서

사중심적 통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 방식은 낭만의 단계에 있는 초

등 체육 학습자에게 적합하며 학습자의 운동소양을 고르게 발달시켜 자

신의 삶 속에서 운동문화를 향유하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돕는다(최의창, 2013a; Place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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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적 체육교육론과 하나로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체육교

육 관련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인문적 자료의 활용과 관리를 위

해 멀티미디어와 무선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배승범, 

2009; 서장원, 2008a; 전세명, 2010). 그동안 체육에서의 ICT와 인터넷 활

용은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통한 경기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반성과 성찰

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구성원 간 협력을 돕는 긍정적 역할

을 해왔다(김진희, 신영길, 2000; 류민정, 2011). 특히 통합적 체육교육에

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각종 학습 자료와 학습자의 성찰일지 공

유를 위해 학급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스마트기기

의 발달은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임병노, 임정훈, 성은모, 201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화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은 이동성, 맥락성, 쌍방향성, 동시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자 삶과 통합된 

보다 실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세리, 장선영, 남창우, 2012; 강

우식, 전주성, 2013). 디지털 네이티브(Prensky, 2001)로 불리는 현 세대

의 초등 학습자에게 스마트교육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러한 변화는 체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종완, 최보아, 2013; 

Culén & Gasparini, 2011). 이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많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전 연령대에 걸쳐 상용화 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을 주

제로 하는 다양한 체육교육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최근 체육과에서 이루어진 스마트교육 관련 연구는 기존 운동기능중심 

체육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체육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많은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스마트기기를 매개로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전민경, 하주영, 2013), 감상이나 이론학습의 적용을 통

한 인지적 영역과의 통합(안양옥, 박상봉, 황숙영, 2013),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태도와 인성 함양과 같은 정의적 영역과의 통합 가

능성을 보여준다(류민정, 2011; 이윤찬, 2010; Woodill, 2011).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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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21세기 학습자 핵심역량의 

향상도 도모하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

종화, 남석희, 박대권, 2014). 또한 개별화 교육에 용이한 스마트교육은 

학습자 각자가 지닌 운동소양을 발달시켜 나가고 그 성장과정을 누가기

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Castelli, Barcelona & Bryant, 

2015). 따라서 체육에서의 스마트교육 활용은 통합적 체육교육과 학습자

의 운동소양 함양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스마트교육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스마트교육용 콘텐츠의 발전은 미흡한 편이다(김천식, 2012). 일부 과

목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까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교육용 콘텐츠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최누리, 박재근, 2015; 류제일, 2014; 이인태, 2012). 연구자들은 지속적

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 학교 현장에 적합한 콘텐츠를 

교사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박선

주, 2013; 이상기, 권민화, 2014; 이향아, 2013).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교육용 콘텐츠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 않다(김봉수, 류민

정, 2015; 배수을, 2011). 주로 체육교육용 디지털 교과서나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는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문

제 외에도 몇 가지 한계를 더 지니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어플리

케이션은 대부분 주요 학습내용이 연구자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특정 단

원 또는 특정 스포츠 종목에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감상이나 인문적 체

험을 통한 신체활동가치의 통합적 학습보다는 여전히 신체적 움직임만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또한 이를 직접 활용할 학습자의 의견은 

개발 과정이나 결과의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운동기능 습득 중심 학교체육의 한계를 되풀이 하는 일이며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학습을 제한한다. 또한 특정 단원이나 종목 중심으로 

구성된 폐쇄적 콘텐츠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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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체육교육 맥락에서 스마트교육의 필

요성과 효과를 밝힌 점은 고무적이나, 통합적 초등 체육의 특성과 학습

자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체육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신체활동 가치를 삶 속에서 내면화하며, 몸과 마음과 

머리가 고르게 발달한 전인적 학습자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체육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운동기능 습득 중심 수업과 신체

활동 가치를 통합적 방식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제한된 교육방법의 한계, 

학교 교육과 학습자 삶 사이의 단절, 평생체육 학습자로 이끄는 동기의 

부재 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의 심층적 기술을 통해 더 나

은 콘텐츠를 스스로 개발해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 교사와 학생에게 실천

적 지식을 제공하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하나

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스마트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개발하는 과정의 상세한 탐

색과 개발된 콘텐츠의 현장적합성 평가를 통해 초등 체육 현장에서 사용

할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고 초등 체육에

서의 스마트교육 활용 가능성과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살피는데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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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첫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구현 모습은 

어떠한가?

셋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적합성은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스마트교육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시공

간에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협력적 학습을 

지원하는 21세기 교육 체제를 스마트교육으로 정의한다. 

 스마트교육 콘텐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와 어플리케

이션을 포함하여 유형이나 개발 및 보급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스마트교육 콘텐츠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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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요구 사항을 조사

하고 사후 효과성을 살핀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 

체육교육 현장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은 학교의 정보통신설비 구비 

상황과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현황 등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적용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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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통합적 초등 체육과 운동소양

가. 전인교육과 운동소양

전인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궁극적 목표이다. ‘전인’은 지덕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으로, 학습자를 “온전한 모습 그대로의 

사람”(全人, whole person)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전인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최의창, 2010).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의 

전면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홍은숙, 2009). 체육과는 전인교육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영역을 통합하였으며, 단순한 운동

기능 증진 보다 신체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

하고 체육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키는 사람으로의 성장을 추

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학습

자의 역량을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

현 능력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의 습득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를 총체적으로 기르고자 하였다(교육부, 2015).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

으로써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

육부, 2015,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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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인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의창과 전세명(2011)은 

Whitehead(2010)가 제안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개념

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운동소양”(運
動素養, sport literacy)을 기르는 것이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 체육의 실

제적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피지컬 리터러시란, 인간의 체화된 역량으로서, 바람직한 신체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 일생동안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열정, 자신감, 신체적 능력,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을 의미한다. 

As appropriate to each individual’s endowment, physical literacy can be described as a 

disposition to capitalize on our human embodied capability, wherein the individual has: 

the motivation, confidence, physical competenc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valu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purposeful physical pursuits/activities throughout 

the lifecourse. (Whitehead, 2013, p.29)

Whitehead(2010, 2013a)는 체육교육의 핵심 목표가 학습자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피

지컬 리터러시는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열정과 자신감, 지식과 이해

력 등을 총체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

는 전인교육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녀는 인간의 몸 안에 가지

고 있는 체화된 능력과 잠재력으로서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총체적 교육

활동을 통해 평생 동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각 개인이 

가진 열정과 자신감, 신체적 능력, 이해력 등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하나의 여정이며, 어딘가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닌 일생동안 지속

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신

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좋은 환경을 학교, 가정, 사회

가 모두 연계되어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관

심은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체육교육 모습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내용뿐만 아니라 체육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physically educated”가 아닌, “physically literate”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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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HAPE, 2016).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도 일부 이루어졌는데(이은영 

외, 2016; 조정환, 2014; 최의창, 2013a, 2013b), 그 중 최의창과 전세명

(2011)은 앞서 언급했듯이 초등 체육의 목적을 재검토하며 피지컬 리터

러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운동소양”(sport literacy)의 아이디

어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소양”은 영어로 리터러시(literacy)로 번역되

지만 이는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신체활동(운동)을 이해

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고, 실행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는 총체적인 능력

과 심성을 의미한다.

“운동소양”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

를 뜻한다. 운동소양의 안에는 운동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최의창, 전

세명, 2011, p. 99) 

운동소양의 개념은 학습자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고른 발달

을 추구하며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운동소양은 운동능(運動能), 운

동지(運動知), 운동심(運動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능은 운동 동작을 

실천해 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을 의미한다. 단순한 움직임 동작에서부

터 기계적 동작, 예술적 연기 등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혜

를 말한다. 이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

황에서 그것을 운동능의 영역으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운

동심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지닌 마음의 태도나 심성적 자질을 의미한

다. 운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운동에 대한 열의, 운동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사랑하는 마음 등을 운동심이라 부른다. 

운동심은 운동지와 운동능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

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운동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운동을 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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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 하는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 체

육은 교육의 리듬 중 ‘낭만의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Whitehead, 

1929),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최의창, 2010). 이 때 받은 교육은 학습자의 

평생 체육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며(Marsden & Weston, 2007; Wright, 2004) 

운동심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리하자면, 체육교육을 통해 운동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반과 능력을 갖추고(體), 운동의 역사나 철학, 규칙과 기

술 등에 대해 알고(知), 운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운동을 대

하는 바른 태도까지(德) 갖춘 전인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운동소양은 <그림 1>과 같이 교육부(2015)에서 체육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체육 교과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과 

같이 체육 교과 역량의 의미에는 운동소양의 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체육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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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역량 의� �미 관련�운동소양�요소

건강�관리�

능력

신체�건강과�체력�증진,�여가�선용�등�건강한�생활�습관을�형성하고 운동능

운

동

향

유

력

건전한�사회와�안전한�환경을�구성�및�유지하는�합리적�사고와� 운동지

태도를�배양할�수�있는�능력 운동심

신체�수련�

능력

자신의�신체적�수준을�이해하고�받아들이면서도� 운동지

지속적이고�적극적인�신체�수련�노력을�통해 운동심

새로운�목표를�달성할�수�있는�능력 운동능

경기�수행�

능력

게임,�스포츠�등�유희적�본능을�바탕으로�하는�경쟁�상황에서� � 운동능

적합한�전략과�기능을�발휘하여 운동지

개인�혹은�공동의�목표�달성을�위해�상호�작용할�수�있는�능력 운동심

신체�표현�

능력

신체와�움직임을�매개로�하여� 운동능

생각과�느낌을�표현하고� 운동지

수용하는�능력 운동심

표 1. 체육 교과 역량의 의미와 운동소양의 관계(교육부, 2015 참고)

운동소양, 피지컬 리터러시, 체육 교과 역량 모두는 학습자를 지덕체가 

고르게 발달한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역량은 학습자 개인의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의 추구보다는 바람직한 미래사회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적 의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 있고, Whitehead(2010)가 제

시한 피지컬 리터러시는 사회와의 연계 보다 개인의 성장에 집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운동소양은 운동을 통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

하면서도 전통적 운동문화에의 입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

는 운동향유력을 함께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

고 있다. 따라서 운동소양의 개념은 학습자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전인교육 측면에서 보다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소양의 함양을 초등 체육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

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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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적 초등 체육

 체육교과는 전인적 인간의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영역 간

의 내용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평가하고자 해왔다. 통합적 체육

이란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방법을 일관성을 지닌 하나의 틀 안에서 연

계하여 실행하는 체육교육에의 접근방식을 말한다(최의창, 2007; Placek, 

2003). 체육을 보다 종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측면의 발

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초등 체육 분야에서도 통합적 체육은 학습자의 

전면적 발달을 이끌고 초등 체육이 갖는 낭만적 성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서장원, 2008a; 전세명, 2010). 그러나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지에 따라 통합적 초등 체육의 모습은 다

르게 나타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최의창(2010)이 제시한 게임중심적 통합, 개념중심적 통합, 서사

중심적 통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서사중심적인 통합 방식을 적용한 체

육교육 연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1) 게임중심적 통합적 접근

“이해중심 게임수업”, “전술중심 게임수업”등의 이름으로도 불리

는 이 접근은 스포츠 종목을 하나의 통합된 게임 형태로 가르치는 방식

을 말한다. 기존의 분절된 형태의 운동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수업은 실

제 게임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적용할지를 알려주지 않아 

학습의 전이가 낮고 맥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스포츠를 배

울 때에는 실제 게임과 같은 맥락에서 경기를 하며 기술을 익혀야 하고, 

그 게임 수행 속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함께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예를 들어, 농구를 가르칠 때 패스, 드리블, 슛을 각각 따로 연습하

는 것은 기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실제 농구 경기에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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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는 어렵다. 농구라는 게임 전체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 규칙과 

흐름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중심으로 

학습해 실제 게임이 가능하도록 돕는 접근이다. 즉, 농구 기술이 아니라 

농구라는 종목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2) 개념중심적 통합적 접근

 

개념중심적 통합적 접근은 체육 교과와 다른 교과의 학문적 연계를 강

조한다. 운동기술만을 가르치고 습득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육학의 다양

한 하위학문분야에서 생산된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체육교과가 운동기능만을 익히는 시간이며 체육수

업은 운동기량이 뛰어난 학생이 최고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비판하고,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서 체육활동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신체활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나 다른 학문 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개

념중심적 통합적 접근은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운동기술과 함께 

운동수행의 원리 또는 이와 관련된 타 학문 지식을 가르침으로서 더 효

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야구공을 멀리던지기 위

한 팔의 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나, 달린 거리와 시간을 이용해 속

도를 계산하거나, 건강 체력을 길렀을 때 신체에 생기는 생리적 변화를 

탐구하는 등 다양한 과목을 하나의 소재 안에서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학

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는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서로 다른 학문들 간의 관

련성을 발견하고 간학문적 연구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과목의 경계를 허물고 교과 간 융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통합교과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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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이 교과는 시간적, 공간적 확장에 따른 8가지 주제아래 여러 과

목이 통합적으로 묶여있다. 체육의 기초개념들을 타 교과에 접목시키거

나, 수학, 과학 등 타 교과의 기초개념을 체육시간에 가르치려는 시도는 

특히 운동기능 발달 수준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에게 체육교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융합적 사고와 창의

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

목 간 개념의 통합은 초등 체육교육의 대안적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지나치게 지식과 개념 위주의 학문적 통합은 체육에 대한 흥미를 불

러일으키고자 하는 낭만의 단계로서의 초등 체육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히려 타 학문과의 연결로 인해 신체활동 자체가 가

져다주는 즐거움을 잃을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3) 서사중심적 통합적 접근

서사중심적 통합적 접근은 학문적이나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인문적 지

혜와 서사적 체험을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적하여 제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최의창, 2007). 운동기능의 뛰어난 수행만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활동 안에 담긴 정신과 안목, 지혜 등을 발견해내고 이를 통해 학습

자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성장시키고자 하는 통합적 체육교육이다.

서사적 통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virtue ethics)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서사적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체적 학습 경험을 돕는다

(최병태, 1996; 최의창, 2011). 서사적 자료(narrative data)는 이야기의 형

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감성적 체험을 이끄는 다양한 자료를 말

한다. 예를 들어 시나 소설, 음악, 영화, 미술작품 등과 같은 자료를 활

용해 감성적 체험을 하게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Carr, 2005). 초등 체육교육에서의 서사적 통합은 체육활동과 관

련된 문학, 시, 음악, 미술작품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제공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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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수업 중의 농구, 배구, 축구 등의 스포

츠 종목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던 전통적인 체육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서

사적 차원에 중점을 둔 인문적 체험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도 누구나 흥미를 가지

고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체험을 통해 체육문화

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서사중심적인 통합의 접근은 초등 학습자의 체

육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낭만의 단계로서의 체육에 적

합하고, 학습자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모두 추구하는 통합적 체육교육 방식으로서 전인교육의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다.

4)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사중심적 통합의 방식을 적용한 “인문적 체육교육”의 개념과 “하

나로 수업”모형은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학교체육의 실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최의창, 2015). 하나로 수업은 스포츠의 기법적 측면과 함께 

스포츠에 담긴 전통과 안목 등의 심법적 측면을 서사적 방식으로 통합하

여 함께 가르치고자 하는 체육교육모형이다. 직접체험활동과 함께 탐구

하기, 조사하기, 감상하기 등과 같은 간접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체험하

여 학습자를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에 입문시키고 이를 통해 “참 좋은 

사람”, 즉,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최의창, 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을 통한 전인적 성장의 가능성을 살펴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서장원, 2008a; 전세명, 2010; 천지애, 2013) 중고등

학교(백승수, 박정준, 2012; 윤기준, 2010; 최의창, 박정준, 2011)뿐만 아

니라 대학(장명주, 2011)의 맥락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초

등 체육의 맥락에서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에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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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 구� 주� 제 구�분

김동겸
(2002)

초등학교�인문적�체육수업의�문화기술적�탐색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박광렬
(2007)

‘하나로수업’�모형�적용이�체육�학습�능력에�미치는�효과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서장원
(2007)

글쓰기로�체육활동�내면화하기�
하나로�수업모형의�초등체육교육�적용-

한국스포츠
교육학회

이가영
(2008)

초등�무용교육에�있어서�하나로수업�모형의�적용�효과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서장원
(2008a)

전인교육�실현을�위한�초등체육에의�통합적�접근
:�서사적�관점에�근거한�하나로�수업�적용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서장원
(2008b)

초등체육수업에서의�글쓰기�유형�및�적용�사례
한국스포츠�
교육학회

서장원
(2008c)

하나로�수업모형�적용을�통한�초등학교�태권도�단원�지도
한국여성
체육학회

박소현
(2009)

초등�발레�특기·적성교육에의�인문적�접근
:�하나로�수업의�실천�및�효과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배승범
(2009)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체육수업이�초등학생의�교과인식과�
참여�태도에�미치는�영향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박주영
(2010)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창작무용�수업이�
초등학생의�신체활동�즐거움에�미치는�영향

경인교대�
석사학위논문

전세명
(2010)

하나로�수업�모형을�통한�
초등체육�교수-학습�과정에의�통합적�접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우현
(2011)

하나로�수업을�통한�초등학교�체육�기피�학생의�인식�변화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김지연
(2011)�

표현활동�영역에서�하나로�수업�모형의�적용이�
교사의�수업�인식에�미치는�영향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강나리
(2012)

하나로�수업�모형�실천을�통한�
초등학생의�체육수업�인식�변화�탐색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김지연�외
(2012)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표현활동�수업에�따른�
교사들의�수업�내용과�교수·학습방법�인식의�변화

한국초등�
체육학회지

남기량
(2012)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음악�줄넘기�수업이�
초등학생의�학업성취도와�참여�태도�향상에�미치는�효과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박규림
(2012)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 6학년�도전활동�수업이�
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방은희
(2012)

통합적�인문�체육수업�교수학습�과정안�적용이�
창의적�문제해결력�신장에�미치는�효과

한체대
석사학위논문

최미애
(2012)

인문적�자료에�나타난�스포츠�교수방법�탐색
한국초등�
체육학회지

표 2. 초등 체육에 적용된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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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 구� 주� 제 구�분

박혜연�외
(2013)

인문적�스포츠�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및�효과�탐색
한국초등�
체육학회지

천지애
(2013)

‘즐거운�생활’의�재발견
:�초등�통합교과�수업모형으로서�하나로�수업의�가능성�검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재기
(2014)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스포츠맨십�형성�과정�탐색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김혜영
(2014)

하나로�수업�모형의�적용을�통한�
초등체육수업의�어려움�요인�탐색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장경환�외
(2014)

모형�기반�초등�체육�수업을�위한�교사�지식�탐색�
:� 하나로�수업을�중심으로

한국스포츠�
교육학회지

최솔담
(2016)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표현활동�무용수업이�
초등학생�정서에�미치는�영향� :� 질적연구를�중심으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위와 같은 연구들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모형이 초등 체육

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 모두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밝히며 전인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강나리, 2012; 

남기량, 2012; 전세명, 2010; 천지애, 2013; 최솔담, 2016). 서사적 자료를 

활용한 통합적 체육교육이 학습자의 몸과 마음과 머리가 조화롭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 초

등 학습자에게 이러한 통합의 방식은 더욱 효과적이다(Dewey, 1938). 같

은 맥락에서 교육부(2015)도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체육과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 있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다양한 서사적, 인문적 자료를 활

용한 읽기, 쓰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감상하기 등의 간접체험활동과 신

체를 이용한 직접체험활동을 총체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사중심적인 통합적 접근에서 초등 체육교육을 

바라보고 신체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체험을 강화

함으로써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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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초등 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학습자의 운동소양을 고르

게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설정되어야한다. 운동능, 운동지, 운동

심은 운동소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역동적 연결고리로서 어느 하나가 먼

저 발달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는 조금 덜 발달할 수도 있지만, 상호 연

계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강화된다(최의창, 전세명, 2011). 따라서 학

습자의 몸과 마음과 머리에 내재된 운동소양을 총체적으로 발달시키는 

통합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통합적 교육 내용, 통합적 교육 방법이 필요

하다.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세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 잡힌 운동소양

의 함양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그림 2]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교육부, 2015, p. 343)

운동기능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경기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신체활동과 

함께, 참여하는 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내면화 하고 안목을 획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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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자의 고른 운동소

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최의창, 2013a). 목표, 내용, 방법

의 통합과 더불어 평가의 통합도 필요하다. 기존의 분절된 운동기능만을 

평가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체육 평가를 학습자의 실질적 변화와 연결시

키고 학습자가 가진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성찰 일지, 포트폴리오, 영상 촬영, 작품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실제 삶과 통합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운동소양 함

양을 통한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은 교실과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자의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서는 정과 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일상의 변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되었다(교육부, 2015). 

[그림 3] 정과 외 체육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 실천력 강화(교육부, 2015, p. 344)

학습자 삶과 통합된 교육을 위해서 정과 체육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자신

의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초등교육에서의 통합은 단순히 교과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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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다(정광순, 2004).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역량, 생활 태도 

는 수동적 형태로 학습자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 형태로 

학습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발휘될 수 있을 때 더욱 의미

가 있다. 교육은 학습자의 실제 삶과 통합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탈학문

적 맥락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관심, 흥미를 바탕으로 교과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정광순, 박채형2013). 따라서 운동소양 함양을 위

한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삶을 중심으로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천지애, 2013). 

그동안 이루어진 통합적 체육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각종 자료와 성

찰일지, 영상, 포트폴리오 등의 공유를 위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운영했던 사례는(배승범, 2009; 서장원, 2008a; 전세명, 2010), 통

합적 체육을 실천하며 학습자의 실제적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매체를 활

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 모바일기기

의 발달은 인터넷 자료의 활용과 온라인 카페 활동을 더욱 수월하고 효

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효과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임병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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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교육과 스마트교육

모바일 혁명 또는 스마트 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

기의 발달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무선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은 정보의 활용 및 재생산과 저장, 소통 등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

으며 이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교육적 요소를 스마트 인프라를 통

해 서로 연결시키며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곽덕훈, 

2011; 김현철, 2011).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교육의 발전과정과 스마트교육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체육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가.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교육의 발전과정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망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기반으로 환경과 물

리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b). 스마트교육이란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ICT 활용 교육부

터 E-러닝, U-러닝, M-러닝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패러다임이 등장해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시기적으로나 용어의 의미

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많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는 증이다.

2000년대 초에는 개인용 PC의 보급으로 인한 ICT 활용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김영애, 2011a).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는 정보와 통신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과정을 강조하

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이용일, 2013). 1996년 수립된 교육정보화종

합발전계획에 의해 ICT 활용 교육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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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

게 되었다(장상현, 2011).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며, 컴퓨

터 등의 기기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체육교육에도 효과적임을 밝

히는 연구가 실행되기 시작했다(조순묵, 1999). 체육과에서의 ICT 활용을 

위해 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IC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자혜, 2001). 그러나 이 시기에만 해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테크놀로지 차원에 관한 논의가 많았고 교

사의 활용에 중점을 둔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교육체제 전반

에 대한 변화나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학생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E-러닝이란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웹 

기반 교육,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을 등장시켰으며, 이에 따라 체육과에서

도 웹 기반 수업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장종철 등(2006)은 웹 기

반 체육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사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져 보다 높은 학

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고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발달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U-러닝과, 모바일기기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M-러닝 등의 용어가 등

장하였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 내용에 접속할 수 

있고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기기

의 발달과 대중화는 개인이 움직이는 공간 어디에서든 학습이 가능한 환

경을 만들며 개별화 학습,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체육과에서도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

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실제 체육수업의 연결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학습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개별 피드백 제공을 통해 수업 효과와 운동기능 학습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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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설명

ICT� 활용�교육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1990-2000년대부터�확산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교수․학습�방법
· 개인용�컴퓨터나�디지털�기기를�수업에�활용한�형태

· 기술의�활용� 면에서만�보면�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까지�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어지만� 학생� 개인의�인터넷� 활용에�대한� 부분이� 미흡하여�현대�

교육상황에서�포괄적�용어로�사용하기엔�어려움이�있음

E-러닝

(Electronic� Learning)

· 2000년대,�확산된�인터넷�발전을�토대로�등장한�학습형태

· 전자기기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며�인터넷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학습

· 웹�기반�학습으로�해석되기도�함

· 인터넷을�활용하는�학습을�통칭하는�용어로�쓰이기도�함

M-러닝

(Mobile� Learning)

· 2000년대� 중반� 정보통신기술향상� 및� 스마트폰� 등� 고성능� 모바일기기

의�발전과�함께�등장한�학습형태

·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하는�시스템�

· 어학,�직무교육�등이�주요�M-러닝�분야로�각광받음

· 한국의�교육상황�보다는� 주로� 해외�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쓰이는�용어

이며�모바일기기를�이용한�학습을�통칭함

U-러닝

(Ubiquitous� Learning)

· 인터넷� 기반의� E-러닝을� 넘어선� 의미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통해� 시간,�

장소,� 상황�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자료에� 접속하거나� 동시에� 상호

작용할�수�있는�학습형태

표 3.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의미(최현정, 2014 수정 및 보완)

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한다(홍석호, 2005; 서보경, 박승하, 2009).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스마트기기의 다

양한 콘텐츠 개발이 더해짐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체제

로 변화한다. 스마트기기나 태블릿 PC와 같이 이동성이 있는 모바일 매

체는 언제 어디서든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풍부한 학습 

콘텐츠로 다양한 학습자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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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Smart� Learning)

· 스마트폰,� 태블릿� PC,� e-book� 단말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및�솔루션을�활용한�학습형태

· 단순히�스마트기기를�도구적으로�활용한�학습이란�의미가�아니라,�혁신

적�학습�내용,�방법,� 평가�등�학습체제�전반의�변화를�포함한�용어�

·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상호작용의�활성화,� 형식학습과�비형식�학습의�연계�등의�특징

정리한 바와 같이 학급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시작된 ICT 활용교육부터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E-러닝,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를 통

해 활성화된 M-러닝과 U-러닝,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러닝

의 순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서로 단절된 개념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M-러닝이나 U-러닝은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

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 E-러닝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M-러닝은 학습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 가능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다

는 점이 강조되고, U-러닝은 동시 접속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스마트

러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강

조하는데 이는 M-러닝과 U-러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현화(2015)는 U-러닝을 현실화한 학습형태가 바로 스마트러닝이며 

이는 U-러닝보다 더 큰 범주임을 말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원활한 통신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

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에 맞는 교육 콘텐츠와 쌍방향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의 의미가 스마트학습에 이미 포함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현철(2011) 또한 <표 4>와 같이 스마트

러닝이 전통방식의 교육, E-러닝, M-러닝, U-러닝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요소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델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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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방식 � E-러닝 M-러닝 U-러닝 스마트러닝

지능형�맞춤학습 △ △ ○

협력활동 ○ △ △ ○ ○

양방향 △ △ ○ ○

참여활동 △ △ △ ○

공유활동 △ ○ ○

지능형�학습정보관리 ○ ○

시공간�제약극복 △ △ ○ ○

학습정보생성 ○ ○

소셜네트워킹활용 △ △ ○

융복합�교육매체활용 ○

비선형�학습 △ △ ○ ○

표 4. 교육방식에 따른 스마트러닝의 기본 요소별 구현 기능(김현철, 2011, p.97)

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2011b)는 스마트러닝이 아닌 스마트교육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교육

을 하나의 교육 제도로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확산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교육을 이전의 

ICT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인터넷 기반 학습 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

면서도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이 담긴 새로운 미래교육의 형태이며, 21세

기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바

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상현(2011)은 ICT와 융합

된 21세기의 새로운 교육은 테크놀로지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를 단순히 

도구적 활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체제와 접목된 사회 시스템

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스마트교육은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육 생태계에서 테크놀로지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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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요 특징(장상현, 2011; 최현정, 2014 참고 및 재구성)

<그림 4>는 교육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과 흐름 및 스마트교육이 가진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를 포함한 교육 

환경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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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교육의 개념과 특성

1) 스마트교육의 개념

스마트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 측면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관점에서부터 21세

기 새로운 교육 환경을 이끌어갈 미래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거시적 관점

까지 다양하다. 또한 아직까지 스마트교육과 스마트러닝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임병노 외, 2013; 홍은실, 2014). 스마

트교육이나 스마트러닝, 스마트학습 등의 용어는 광범위한 인터넷 망의 

확장과 스마트기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비교적 최근 등장한 용어이

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스마트교육 또는 스마트러닝

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마트교육 혹은 스마트러닝의 개념은 ‘스마트’를 어떤 측면에서 바

라보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기술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개념 정의가 있는가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갖춰진 교육 환경을 강조하는 정의도 있

다. 또 기술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정의, 여기에 학습

자 주도적인 학습 방식과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문제해결의 특성까

지 고려한 정의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

듯이 학자들은 스마트교육 또는 스마트러닝으로 구분하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스마트교육과 스마트러닝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혼용하여 써도 될 만큼 공통된 점이 매우 많다. 스마트교육과 스마트러

닝이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의 강조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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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조점 연구자 개념정의

스마트
교육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교수․학습
체제

교육과학
기술부
(2011b)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방법,� 교

육과정,� 평가,� 교사� 등�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능형�맞춤�교수․학습�지원체제
이성근�외
(2013)

스마트교육의� 핵심은� 인간이며,� 글로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교육

임병노�외�
(2013)

스마트기기�및�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시공간�제약을�탈피하고�

학습자� 주도의� 맥락적,� 지능적,� 상호작용적� 협력학습을� 가능하

게�하는�교육

임희석
(2011)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교수․학습� 방식을� 수평적,� 쌍방향
적,� 참여적,� 지능적,�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습의�

효과를�높이고자�하는�총체적인�접근

스마트�
인프라

김현철
(2011)�

스마트� 인프라(클라우드,� 무선인터넷,� 유비쿼터스,� 스마트기기�

등)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적� 가치(참여,� 공유,� 협업,� 창의,�

융합,�문제해결력�등)를�창출하는� 21세기�교육

이현화
(2015)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교

육� 콘텐츠와� 쌍방향� 학습으로� 학습자가� 최상의� 학습� 환경을�

영위할�수�있게�하는�교육

스마트
러닝

신개념
학습�형태

강인애�외�
(2012)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극대화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이� 융합되며,� 앱을�

이용할�수�있는�새로운�학습형태

김돈정
(2010)

ICT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등장한� 신개념� 학습으로� E-러

닝의�단점을�해결할�수� 있는�스마트�기반의�학습�형태,� 공급자�

중심에서�학습자�중심으로의�전환을�의미함

학습�지원
체제

임정훈
(2011)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별,�

맞춤형� 개별학습과� 소셜네트워크에� 기반� 한� 협력학습을� 통해�

학습�성과를�최적화하는�학습체제

장재경
(2011)

스마트기기를�활용하여�학습자의�적극적�참여와�활발한�상호작

용을�이끄는�학습자�주도적인�지능적,�협력적�학습�지원�체제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

강정화
(2011)

기술과� 기기보다� 사람과� 콘텐츠에� 중심을� 둔� 발전된� ICT기반

의�학습자�중심,� 지능형,�맞춤형�학습

곽덕훈
(2011)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형태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맞

춤형�학습

김미용�외
(201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학습의� 효과

를�높이는�학습자�중심의�지능형,�맞춤형�학습�방법

노규성�외
(2011)

스마트형�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학습정보에�대한�접근을�쉽게�

하고,�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

경�설계를�이끄는�인간중심적�학습�방법

표 5. 스마트교육 또는 스마트러닝의 개념 정의 



- 30 -

스마트러닝은 새로운 학습 방법이나 형태, 학습 지원 체제, 맞춤형 학

습 등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학습의 스마트

화’에 관심을 보인다. 이에 반해 스마트교육에 관한 정의는 학습자 중

심의 총체적 교수․학습 체제 변화, 스마트 인프라 형성과 같이 교수자의 

교수 활동과 새로운 교육 환경의 구성 등 교육 내용, 학교, 교사, 학생을 

모두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스마트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준

다.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11b)는 스마트교육을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을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

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환경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21세

기 교육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며 혁신적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대별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스마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던 시

점인 2010년도에는 스마트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개념을 정의 하고 있

다. 김돈정(2010)은 스마트러닝을 발전한 ICT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

는 학습의 신개념으로 보고 기존 E-러닝의 한계로 지적되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형태로 바라보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학

습자 중심 관점과 교육적 관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데, 강정화

(2011)는 기술과 기기보다 사람과 콘텐츠에 중심을 둔 학습자 중심 지능

형, 맞춤형 학습으로 정의하며 학습자를 스마트교육의 중심에 놓았다. 

노규성 등(2011) 또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 학습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스

마트교육을 바라보았다. 이후 학습자, 교육 내용, 교육자 등과의 상호작

용을 강조하는 경향도 증가했다. 임희석(2011)은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

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소통, 협

력, 참여, 개방 등의 총체적 접근을 스마트교육으로 정의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스마트교육에 관한 논의들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점을 이끌

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졌으며 그 중 임병노 등(2013)은 스마트교

육을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자

기주도적이면서도 맥락에 맞는 지능적, 상호작용적 협력학습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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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기 및 기술의 활용 측면과 학습자 중심의 측면, 상호작용의 측면

을 모두 고려하며 개념을 정의했다. 

비록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강조점에 따라 스마트교육과 스마트러닝이

란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교육은 스마트러닝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학습 환경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노규성, 주성환,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기기

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협력적 학습을 지원해주는 21세

기 교육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2) 스마트교육의 특성

스마트교육은 이동성을 지닌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M-

러닝이 가지는 특성과 유사점이 많으며, 스마트 테크놀로지 또한 유비쿼

터스 컴퓨팅과 관련이 깊어 U-러닝의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임병

노 외, 2013). M-러닝은 무경계성, 개인별 맞춤형 수업, 상호작용성, 즉시

성, 현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Susil & Fred, 2004), U-러닝은 영

구적 학습자원 관리, 접근성, 즉시성, 학습활동 맥락성 등의 특성을 지닌

다(Ogata & Yano, 2004). 이러한 M-러닝과 U-러닝의 특성은 다음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교육의 특성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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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 � � � �

� � � � � � � � � 강조점

스마트교육의�특성

학습자�주도성 상호작용성 협력성 맥락성 즉시성 기타

강인애�외(2012) 사회성
실제성
적응성

상시성�

곽덕훈(2011) 학습자�중심 소통능력 협력학습 문제해결력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자기주도적,
수준별,� 적성별

흥미로운�학습,
풍부한�자료

김돈정(2010) 자기주도학습 실시간 동기부여

김용�외(2011) 학습자�중심 상호작용 협력학습 실시간

김희봉�외(2010) 쌍방향성 협력성 현실성 즉시성 이동성,�편재성

노규성�외(2011) 자기주도학습 상호작용 협력학습 시뮬레이션학습

임걸(2011) 상호작용 참여적 실제성 풍부한�학습자원

임정훈(2011) 개별학습 상호작용 협력학습 맥락성
이동성,�
자원접근성

임정훈�외(2013) 맞춤형학습 협력학습 적응성
문제해결력,

형식+비형식학습�

천세영�외(2012)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식�재구성,
교육기회평등

표 6. 스마트교육의 특성 

스마트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보면 스마트교육은 학습자 주

도성, 상호작용성, 협력성, 맥락성, 즉시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자의 표현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강조하는 특성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강인애 등(2012)은 사회성, 실제성, 상시성, 적응성 

등을 스마트교육의 특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임걸(2011)은 상호작용을 통

한 참여적 환경, 실제적 맥락과 경험, 풍부한 학습자원의 활용을 특징적 

요소로 제시하였다. 임정훈과 김상홍(2013)은 이전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

하여 스마트러닝이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지능적, 맞춤형, 적응적 

학습이고, 협력학습을 강조하며,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이 연결되고, 고

차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교육

과학기술부(2011b)는 스마트교육이 지닌 주요 특성을 스마트(SMAR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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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규정했다. 이를 전통적인 학교체제와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자기주도적이며(Self-directed), 흥미롭고

(Motivated), 내 수준과 적성에 맞으며(Adaptive), 풍부한 자료와(resource 

enriched)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을(Technology embedded) 스마

트교육이 가진 특성으로 보았다. 

[그림 5] 기존 교육에서 스마트교육으로의 확장(교육과학기술부, 2011b 참고)

다수의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특성은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 활동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상호작용성이다. 스마트교육은 개인화

된 모바일기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 개별 학습이 가능해지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수월하게 한다. 상호작

용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 COI)는 원격교육과 E-러닝에서도 학습자의 중도 탈락을 막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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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Presence)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된다(Garrison, 

2007).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모아 단순히 하나로 묶어내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넘어, 융합적 아이디어로 보다 발전시

켜 나가는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교육이 갖는 특성은 곧 스마트교육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스마

트교육을 적용한 국내외 실행 연구들은 스마트교육이 학습자의 형식학습

과 비형식학습을 연결해주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자기주

도적 학습 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형성되고, 개인화된 

기기로 자신의 맥락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진다고 보고하였다(김봉수, 류

민정, 2015; 김의진, 2015; 안양옥 외, 2013; Carmean, Frankfort & Salim, 

2013).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교육의 적용이나 콘텐츠 개발 시 다양한 스

마트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 체육 관련 선행연구

1) 건강관리 및 보건 분야의 스마트기기 활용 연구

최근 건강, 운동,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관

리나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는 스마트기기의 센서가 다양한 신체활동이나 운동량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이진욱, 김종덕, 지아

린, 2010).

이영호 등(2010)은 당뇨병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주는 어플

리케이션을 설계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선호도나 외부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식단을 선택해주고,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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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은, 교육적 상황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개인별, 수준별, 맞춤

형 학습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주연 등(2011)은 스마트폰 운동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동기 및 여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운동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300명의 성인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지향성, 편리성, 현저

성, 사교지향성을 가진 운동 어플리케이션에서 심리적 만족과 신체적 만

족, 사회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플

리케이션을 통한 운동이 신체활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학습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

서 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표미연 등(2012)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시뮬

레이션 학습이 유인물을 통한 자가학습에 비해 학습 흥미도와 학습 효과

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그러나 학습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전통적 

유인물 방식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에 대한 학습자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태현과 김세민(2012)은 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 운동 

기록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스마트폰 기반 운동 기록관리 어플

리케이션은 운반이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원하

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용이

하다는 점에서 현장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선수들도 어플

리케이션 기록을 보며 동기유발이 되고 기록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마트기기를 통한 기록 관리는 학습자의 자

기 성찰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취도 향상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이우경 등(2015)은 모바일 기반의 자가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EX-Man)

이 초등학생의 운동지속과 건강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12주 

동안 초등학생에게 규칙적 신체활동과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시

킨 결과 운동지속도와 신체조성, 체력면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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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초등학생도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재미가 없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음을 한계로 들며, 현

장 중심적 연구를 통해 유익하면서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생성이 필요함을 논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관리나 운동, 보건 등 생활 전반에서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하며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위 연구의 결과를 통

해 스마트기기를 교육적 상황에 적용했을 때 수준별, 맞춤형 자료의 제

공, 정서적, 사회적 효과의 증진, 자기주도적 학습 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어플리케이션도 긍

정적 결과에 비해 사전 신뢰도가 낮았음을 통해 여전히 스마트교육에 대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표미연 외, 2012). 또한 학습 효

과는 향상되었을지라도 학습자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

자의 의견과 학교상황 등을 반영한 현장 중심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우경,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체육교육 분야에서의 스마트교육 연구

체육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들은 스마트교육이 등장하

기 이전부터 실행되어 왔다. 체육과에서의 ICT활용 교육에 관한 연구와

(김자혜, 2001; 조순묵, 1999), 인터넷을 활용한 체육수업 효과에 관한 연

구(오문호, 임상용, 2004; 이윤찬, 2010; 장종철, 최숙영, 안성훈, 2006),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체육수업에 관한 연구(홍석호, 2005; 

서보경, 박승하, 2009), 초등학생용 웹 기반 건강체력측정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신승환 외, 2011) 등 정보통신기술을 체육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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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공간은 체육수업 전, 중, 후에 모두 활

용할 수 있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수업 시간 외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고(임영택, 이만희, 박윤식, 권승민, 2009; 홍석호, 

문호준, 2005), 자발적 연습을 통한 운동기술의 향상과(최인규, 이안수, 

2010)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체육 과목에 대한 긍

정적 태도 형성 등 정의적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류

민정, 2011; 최인규, 이안수, 2008). 또한 다양한 웹 자료를 이용하여 운

동기술에 대한 심화된 이해나 감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체

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지향하는 통합적 체육교육의 가

능성을 보여준다(임영택, 이만희, 진성원, 황성우, 2010).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체육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스마트교육 연구

는 신체적 차원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서의 발달

을 통합적으로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안양옥 등

(2013)은 초등학교 표현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수

업 설계가 학습자의 동기유발, 몰입 등 정의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상

호작용성을 신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배수을(2011)은 

중학교 무용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적용한 결과 풍부한 동영상 자료가 

교육적 효과와 만족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두 연구 모두 무용과 표현활

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체육수

업의 경우 스마트교육의 수월한 자료 접근성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육 교과에서 운동을 몸으로 하는 것 외에 공연을 

감상하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 등의 통합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은 체육교육 분

야에서 행해진 스마트교육 관련 연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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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방법
연구결과

배수을

(2011)

중학교� 여학생의� 디지
털무용교과서에� 대한�
기능별� 만족도와� 적용�
가능성의�관계

중학생,

양적연구

1차� 년도� 연구로� 실행된� 디지털� 무용교과서� 적용

결과� 동영상� 자료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았고� 만

족도가�높은�기능이�적용�가능성도�높았음

박경석

(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 중
심의� 체육교과서� 원형�
개발

초등교과서,

체재개발�

모형적용

체육교과서� 내� 내용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바꾼�

디지털�체육�교과서�예비모형�도출�

안양옥�외

(2013)

초등학교� 표현활동� 영
역에서� 스마트러닝� 적
용가능성�탐색

초등학생,

질적연구

표현활동� 영역� 중� 꾸미기체조를� 선정해� 8차시� 스

마트러닝� 수업� 설계하고� 적용한� 결과� 풍부한� 자

료접근성,�스스로�지식확장성,�상호작용성,�동기유

발,�몰입,�자기주도적�학습에�효과가�있음�

주혁수

(2013)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중학교� 골프수업이� 학
습� 동기� 및� 수행에�미
치는�영향

중학생,

양적연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집단에� 스

마트러닝(QR코드� 이용,� 동영상� 촬영,� 수업� 홈페

이지�활용)적용한�골프수업을�실시한�결과�학습동

기유발,� 골프수행에서� 효과가� 있으며� 여학생에게�

더�효과적임

윤순혜

(2013)

스마트폰� SNS를� 활용
한� 건강체력교실의� 운
영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

중학생,

질적연구�

교육용�앱인�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SNS를� 활용한�

건강체력교실� 운영� 결과� 학생의� 체력� 증진,� 행동

습관�및�인식�개선에�효과

김미선

(2014)

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적용�
사례연구

중학교�

체육교사,

질적

사례연구

스마트교육을� 활용중인� 중학교� 체육교사� 1인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스마트교육을� 통해� 수업의�

효율성과�학생�참여도를�높일�수�있으며,� 영상�자

료를�통한�정서�교육�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박인희

(2014)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개발�및�
효과검증

중학생,

앱�개발,

양적연구

PAPS,� 순환운동,� 부위별� 트레이닝� 등의� 메뉴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후� 적용� 결과� 중학생

의� 건강체력� 점수,� 신체적� 자기개념� 수준,� 수업�

흥미도가�향상됨

김봉수�

류민정

(2015)

중고등학생의� 자기� 주
도적� 학습을� 위한� 체
육교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고등학생,

전문가토의

통한�앱�

개발

건강줄넘기,� 이어달리기,� 농구,� 축구,� 대나무춤,�

스포츠� 스태킹으로� 구성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

한�체육과�어플리케이션�개발

김순표

(2015)

학생� 건강체력� 평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생,

앱�개발,

양적연구

PAP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학

습자의�학습�동기�향상에�효과

표 7. 체육교육 분야의 스마트교육 연구(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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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201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 SCAN�프로그
램�개발�및�효과�분석

중학생,

ADDIE,

양적연구

SCAN�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욕구가�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서,� 건강과� 체력변화,� 능동적� 참여,� 대

인관계�형성에�영향을�줌�

김동흠

(2016)

스마트러닝� 기반�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한� 체력관
리가�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에�미치는�효과

초등학생,

앱�개발,

양적연구

초등학생� 체력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계획� 및�

실행능력이�향상되었음�

체육교육 분야의 스마트교육 연구는 그 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2011b)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시행 초기에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시범수업이 이루어지고 이

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체육 교과는 

음악, 미술 등과 같이 직접적인 체험이 중시되는 교과로서 직접적 활동

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스마트교육의 적용을 꺼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전형우, 2015; 홍정화, 2012). 그러나 기존의 운동기능 습득 중심 체육교

육이 가지는 한계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체육과 같이 신체활동경험이 중

시되는 교과에서도 스마트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보다 명백해진다. 

그동안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체험’이란 몸의 근육과 관절을 움직

이는 활동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체험은 몸을 직접 움직이며 경험하는 ‘직접체험’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작품을 감상하며 경험

하는 ‘간접체험’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체험활동

은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가치 중심 근본철학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체육교육이 갖는 인문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직접체험활동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최의창, 2007). 직접체험활동과 간

접체험활동을 모두 활발히 한다는 측면에서 체육교육에서의 스마트교육

은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

끌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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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스마트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에 적합하

고, 교육 영역별로 다양한 질 높은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이 요구된다(손

명진, 2013). 질 높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

도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단순히 기존의 교육 자료를 스마트기기로 

옮기는 것에 그쳐서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Grant & Barbour, 

2013). 본 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다양한 스마트교

육 콘텐츠의 개념과 특성, 개발과 평가, 그리고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념과 특성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넓은 의미로 유형이나 개발 및 보급 기관에 관계

없이 학습자의 교육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활용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모든 콘텐츠를 의미한다(김현철, 2011). 이는 문자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스마트교육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학습 보조자료 및 학습 도구, 교수․학습 내용 및 그 외 

모든 가공물을 뜻한다(임정훈, 한승연, 김세리, 2009). 최근에는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풍부한 자료

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통합적 학습

을 지원한다(강정화, 201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김현철(2011)은 참여성, 공유성, 협

력성, 접근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먼저 참여성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학

습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언제든지 학습 자료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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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 공유성은, 학습자와 교수자, 그

리고 또 다른 동료 학습자들 사이에서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를 공유함

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말한다. 다양한 콘

텐츠는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재 가공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콘텐츠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협력성은, 기존의 전통적 교육 콘텐

츠가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습자들 사이의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줌을 

의미한다.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자 사이의 협력을 수월하게 하고 이

러한 협력 활동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나갈 수 있

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

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동시에 자료에 접근할 수 있

고 상호작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졌

다. 콘텐츠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었

다. 동영상형, 이북형, 체험형, 자원형 등 정보의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

하기도 하고(임병노 외, 2013), 개인 교수형, 반복 연습형, 동영상 강의형 

등 학습 유형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임정훈 외, 2009). 김현철(2011)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유형을 교수․학습용과 교육지원용으로 구분하였다. 교

수․학습용은 교수자의 교수활동이나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돕는 콘텐츠로, 

다시 자기주도 학습용과 교수용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지원용은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도구 및 학습자원을 통칭하며 다시 도구형, 자원

형, 프로그램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도구형은 학습 보조 및 연습과 훈

련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말하며, 자원형은,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자원을, 프로그램형은, 학습관리 활동 지원이나 

학습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해나갈 수 있는 저작도구를 말한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의 개념 자체가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혁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마트교육 콘텐츠 또한 그 유형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 실정이다(임병노 외, 2013). 이에 이정숙(2013)은 스마트교육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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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범위를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축소하여 그 유형을 개인학습형, 

게임형, 정보검색형, 정보처리형, 증강현실형, 단순시청형으로 분류했다. 

정수정 등(2010)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개인교수형, 반복연습형, 시뮬

레이션형, 게임형,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하여 현재 출시되어 있는 어플리

케이션을 분석했다.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한국 앱스토어의 ‘교육’ 

카테고리를 분석한 결과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반복연습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개인교수형이 그 뒤를 잇고 있

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 학습자와 콘텐츠 사이의 제

한된 상호작용만 강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새롭게 개발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교육적으로 적극 활용하

여 사용자 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과 단순 반복형 학습을 뛰어 넘는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나.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포맷이나 서비스 방식이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웹 기반 콘텐츠 개발과

는 달리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융통성 있

고 유연한 방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새로운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김영애(2011b)

은 <그림 6>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이는 21세기 학습자에게 요구

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교육 콘텐츠가 지원해야 할 도구적 역

할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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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1세기 핵심역량(4C)에 기반 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역할 

분류(김영애, 2011b)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첫째, 비판적 사고를 돕는 사고도구의 역할을 해

야 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

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창의력 향상

을 위한 창작 및 저작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

습자가 직접 학습 결과물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창

의력 향상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소

통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학습자의 활발

한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협업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

다. 집단지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는 협업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따라서 협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

발이 필요하다. 

SNS의 활용은 최근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증진시켜주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강정화, 2011). 강인애 등(2012)는 스마트교육이 갖는 이러닝과의 

차이점은 이동성, UGC(User Generated Contents), 온라인 멘토, 게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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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ification)라고 말하며 소셜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콘

텐츠 제작을 강조했다. 정종완과 최보아(2013)는 미래형 스마트교육 콘텐

츠의 필수 요소로 다양한 시각자료, 풍부한 정보제공, 사용성을 고려한 

정보 설계, 3D 또는 가상현실 등의 실감나는 이미지 구현뿐만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과 사용자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제안하였다.

Warrd(2013)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시대에선 연결된 학습, 사람들과의 

공동체 형성, 학습 네트워크, 협력, 상호작용, 비형식학습, 실제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인터넷 중심 강의 콘텐

츠를 모바일 학습콘텐츠로 옮길 때 고려할 7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클라

우드 사용을 통해 접속과 정보사용을 수월하게 하고, 학습 코스를 구조

적으로 계획하며, 토론방을 만들고,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며,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해 실

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학습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SNS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교

육용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만을 지원하는 형태에 치중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정수정 외, 2010). 따라서 추후 개발될 스마트교육

용 콘텐츠는 학습자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제

작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이란 용어보다 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습, m-learning등의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Moura & 

Carvalho(2013)은 모바일기기를 교육적 맥락에서 통합하여 사용할 때 필

요한 프레임워크를 테크놀로지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

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습 내용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프로필 설정을 통한 정체성 형성, 사용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성, 짧은 길이의 콘텐츠 구성, 실시간 소통, 사용자 

측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화면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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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과 밖 모두에서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동성이 있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형식학습과 

비형식 학습의 통합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Ozan & Kesim(2013)은 모바일 콘텐츠가 Berge(1995)의 네 가지 스캐폴

딩(scaffolding) 전략에 맞게 학습자를 지원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에 따

르면 모바일 콘텐츠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수적 

스캐폴딩(중요개념 안내, 학습자 참여 및 상호작용 촉진), 사회적 스캐폴

딩(공동체, 소속감 형성), 관리적 스캐폴딩(시간 관리, 학습 목표 관리), 

기술적 스캐폴딩(사용하기 편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지원 전략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국내 스마트교육 상황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Summey(2013)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참여와 동

기유발을 이끌수 있는 콘텐츠, 협력학습을 돕는 콘텐츠, 혁신적 교육모

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활용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제안하며 기존의 전

통적 수업과는 다른 방식의 참신하면서도 혁신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말했다. 또한 모바일기기가 이미 학습자의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활용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면대면 상황의 형식적 

학습과 비대면 상황의 비형식적 학습이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원격 교육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Moller et al. (2012)은 현재 원격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변화하는 학습

자의 다양한 요구, 전통적 교수․학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 평가 

가능한 것만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을 위해 차세대 원격교육은 실생활 문제를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기 원

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보다 새로운 교육 전략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미래를 주도할 차세대 원격교육을 위한 

다음의 10가지 원리를 제안했다. 먼저, 전통적 교실수업과 구별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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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되고 질 높은 교육 전략,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

로지의 역할, 사용자 사이의 소셜 네트워킹, 협동학습에서 협력학습으로

의 의식적 변화,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관리, 테크놀로지의 창의적 적용

과 비구조화된 문제 제공, 고차적 인지 과정과 실제적 문제 해결의 평

가, 학습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 변화, 동기를 유발하는 교수 설계, 학습 

경험 설계(learning experience design)패러다임 적용이 그 원리이다. 이러

한 원리 안에서도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상호작용, 학습자 주도, 

실제적 문제해결 등의 핵심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요소를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과적 학습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Abrami et al. (2012)은 온라인 교육 디자인에 필요한 네 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긍정적 상호의존의 원리, 개인적 책

무성의 원리, 상호작용 강화의 원리, 상세한 설명의 원리에 기반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학습

자 주도적인 실제적 학습을 중요시하는 스마트교육 상황에서도 유의미하

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발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교육용 콘텐츠 설계에 대해 구진희와 신수

범(2013)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콘텐츠

의 깊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용 콘텐츠는 학습자의 수월한 학습을 

돕기 위해 터치 횟수를 세 번 미만으로 설계하여, 즉각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학습 내용 간의 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화

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손으로 직접 터치하여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조

작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작은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적절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텍스트 입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작

은 화면에 시간과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노규성 등(2011)

도 스마트교육을 위해 5분 이내의 짧은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고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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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SNS 기반의 협력학습, 자기주도형 학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설계 시 콘텐츠의 

길이와 깊이를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조작활동과 학습관리시스템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재춘과 임희석(2012)은 효과적인 스마트교육을 위

해 CTLA(Creation, Teaching, Learning, Assessment) 모델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생성, 스마트 교수, 스마트 학습, 스마트 평가로 구성된 이 모델

은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본 모델로서 그동안 교수ㆍ학습활동

에만 집중되던 관심을 사용자의 창작활동과 평가활동의 영역까지 확장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도 저작

활동과 평가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스마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강인애 등(2012)은 이러닝과 구분되는 스마트

교육의 특징이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라고 말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맥락에 맞는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직접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했다. 따라서 차세대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제

작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유지가 아닌,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도 교육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내용을 만들어가는 학습자 중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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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하위�요소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목적 - 5

•각� 요소별� 정
성적� 평가가�
실시될� 수� 있
도록� 평가� 점
검표�구성

•정성적� 평가
는� 각� 요소별�
정량적� 평가
를� 바탕으로�
실시

관리･행정적�요소 - 10

교육적�요소

학습�목표 6

40
학습�내용 16

피드백 10

평가 8

기술적�요소

화면구성 5

30

색상,�소리,� 그래픽�및�동영상 5

사용의�용이성�및�안정성 6

음성인식 6

웹과의�연결성 4

저작성 4

실행�보조적�요소

보조�자료의�적합성 4

10
사용자�관리�및�편의성 6

윤리성
차별성

- 적/부
편협성

종합평가
평가� 요소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

로그램에�대하여�최종�평가를�실시한다.�

표 8.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평가 점검표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이충현, 윤미현, 2003)

다. 스마트교육 콘텐츠 평가 

콘텐츠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콘텐츠의 평가이다. 

개발된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와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살피고 지속

적인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평가 기준을 체계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충현과 윤미현(2003)은 <표 8>과 같이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평가 시 

교육적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모두 

실시해야함을 논했다. 

 류진선 외(2004)의 교과별 콘텐츠 제작 지침 개발 연구에서는 <표 9>

와 같이 학습용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보완이 필요함

을 말하며, 설계 단계에서 학습 동기 전략, 상호작용, 내용제시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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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습 동기 전략은 ARCS모형(Keller, 1987)에 기

반해, 학습자의 주의를 끌만한 흥미 요소, 학습자의 지속적 주의 환기 

요소,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한 내용과 사례, 학습에 대한 만족감 요소 

등의 유무를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와 콘텐츠,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내용제시 시 구

조화된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계 평가�요소 세부�내용

기획�단계�
학습� 목표,� 내용체계,� 문장의� 간결성,� 학습� 유도,� 맞춤법,� 학습량,� 새로운� 단

어,�어려운�단어,�학습정리

설계�단계

학습�동기�전략

(ARCS)

동기유발,� 지속적� 주의� 환기,� 학습자와의� 관련� 내용� 제시,�

학습에�대한�만족감�제공

상호작용
학습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 피드백� 제공,� 학습자간� 상호

작용,� 교수자와�학습자간�상호작용

내용제시
학습� 내용의� 체계적� 제시,� 학습� 내용과� 부합하는� 풍부한�

매체�사용

제작�단계

UI�디자인�평가
학습� 분량의� 적절성,� 매체� 활용의� 적합성,� 인터페이스� 구

성,�디자인,�현재�위치�확인,�여백과�균형

화면�학습�제작

텍스트의� 줄� 간격,� 문법,� 단락,� 들여쓰기,� 강조,� 하이퍼링

크,� 탭과� 박스,� 팝업과�레이어,� 그래픽,� 이미지,� 미디어,� 학

습자의�동작�유도

최종�평가

학습�내용�구현

학습� 목표� 달성� 가능한� 학습� 주제,� 적절한� 체계,�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과� 내용요소� 구성,� 텍
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적절한� 구현,� 페이지별� 적

절한�학습�분량

교수설계

학습�목표� 달성에�적합한�교수․학습�전략,� 다양한�동기유발�
전략,� 학습� 중� 상호작용� 전략,� 적절한� 학습� 주제� 선정과�

구성,� 학습�목표,�학습�대상,�내용�특성�고려

디자인,�제작�

기술

조화롭고�일관성�있는� 프레임�구성,� 색감,� 화면�구성,� 읽기�

쉬운� 텍스트,� 적절한� 학습� 아이콘� 이미지,� 편리한� 메뉴� 구

성,� 시각적� 요소와� UI� 조화,� 현재� 학습� 내용과� 자신� 위치�

파악,� 학습� 중� 내용간의�이동,� 하이퍼링크�이동과�복귀,� 멀

티미디어�오류�확인,�전반적�학습�가이드�제시�

표 9.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평가내용(류진선 외,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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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단계에서는 학습 화면의 인터페이스 구성과 디자인의 조화로움, 

일관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등을 적절히 사용

하도록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제와 체계로 학습 내용이 잘 구현되었는

지,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한 교수설계를 했는지, 화면 구성, 색

감, 텍스트, 아이콘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디자인 및 제작 기술을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

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의 이러닝콘텐츠 품질 관리 개요 및 전략 연

구에서는 <표 10>과 같이 교육용 콘텐츠 분야의 평가 영역을 요구분석, 

교수설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전략, 상호작용, 지원체계, 평가, 윤리성, 

저작권의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가�영역 평가�준거 배점

요구분석 학습�환경�분석 3

교수설계

학습�목표�제시 6

수준별�학습 3

학습�요소�자료 6

화면�구성 8

인터페이스 10

학습�내용

학습�내용�선정 10

학습�내용�조직 12

학습�난이도 2

학습�분량 8

교수･학습�전략
교수․학습�전략�선정 10

자기주도적�학습�전략 2

동기�부여�전략 2

상호작용 학습자와�학습�내용간�상호작용 6

지원체계 지원내용�선정 2

평가

평가�내용�선정 4

평가�방법�선정 2

평가�도구�적용 4

윤리성 윤리적�규범 적/부

저작권 저작권 적/부

표 10. 교육용 콘텐츠 분야의 평가 영역(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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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설계 영역에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학습

자료, 화면구성, 인터페이스 등의 세부 요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학습 내용에는 학습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난이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수․학습 전략에는 학습자 참여 요소, 자기주도적 학습 요소, 동기부여 

전략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임병노 외(2011)의 스마트교육 콘텐츠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이슈사항 분석 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념과 범위가 확

대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이러닝 콘텐츠도 스마트교육의 어플리케이

션과 같은 형태로 콘텐츠화 될 것임을 전망했다.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 집중하던 것에

서 벗어나 사용자적 관점까지 고려하는 관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특히 스마트교육은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편의성, 요구 사항 등이 얼마나 반영되었

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시각에 의한 품질 평가도 중요

하지만, 교수자, 학습자 등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

됨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평가

를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더불어 실제적 사용자인 교사와 학습자를 평가

의 주체로 참여시켰으며, 평가도구를 이용한 정량적 평가와 심층면담을 

이용한 정성적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결과에 반영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 측면을 중심으로 객관식 30개 

항목을 평가도구로 활용하였으며,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의 평가 항목에 따른 상세 질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문항 내용은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를 위한 사후 심층면담의 주요 문항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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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행연구

1) 초등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초등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중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에 반영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박선주(2013)는 스토리라인이라는 저작도구를 이용한 스마트교육용 어

플리케이션 제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이 본 도구를 이용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보게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도 자신이 

학습할 내용을 스마트교육용 콘텐츠로 만드는 활동에 흥미를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스마트교육의 실행을 위해 교과 수업과 관련된 

콘텐츠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교사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저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이

러한 결과는 그동안 교육의 수요자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앞으로 교육활

동의 중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장창호(2014)는 초등학교 창의체험 자원지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한 결과 스마트교육 활동이 실제적 체험활동과 결합되어 학습의 효

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스마트교육은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검색의 용이성 등을 통해 사회과나 과학과 등의 교과 학습에 효

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체험활동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스마트

교육용 콘텐츠가 단순히 디지털 안에서의 학습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

서의 실제적인 체험활동을 활발히 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점은 기존

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스마트교육의 더 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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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2012)는 국내외를 비롯해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스마트교육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교육을 꺼려하고 있음을 지적한

다. 또한 국내 콘텐츠 시장은 너무 단조롭고 다양하지 못함을 극복해야 

할 한계로 들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앱 스토어(App store) 현황1)을 파악한 결

과 교육 분야에는 대부분 외국어 교육이나 사전기능을 포함한 어플리케

이션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체육교육 분야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건강관리 및 피트니스, 스포츠 분야

에는 1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이용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볼 때,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의 건강

관리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손준호와 김종희(2016)는 스마트 맞춤평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초등 과학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스마트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갖는 장점이 

주로 부각된다. 그러나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은 학습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평가의 측면에서 교사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 학습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요구

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2016년 3월, 애플 앱 스토어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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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체육교육 분야에서의 스마트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는 타 교과

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초등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

발 연구뿐만 아니라 스마트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체육교육용 디지털교과

서 개발에 관한 연구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도 함께 정

리하였다. 

배수을(2011)과 박경석(2013)은 스마트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교

과서를 각각 중등 체육과 초등 체육의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먼저 배수

을(2011)은 중등 체육 중 무용 영역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로 만든 뒤 그 

효과를 점검한 결과 자료의 유형 중 동영상 자료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옥 등(2013)이 초등 표현

활동 수업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 자료를 이용하고자 했

던 전략과 유사하다. 스마트교육에서 강조하는 풍부한 자료 접근성을 활

용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감상활동에 유용하다. 

박경석(2013)은 초등 체육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재구성하며 신체

활동에 담긴 인문성과 예술성을 함께 가르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야구형게임에 대해 배울 때 필드형 경쟁의 의미

와 특성, 기본 기능 습득, 게임 전략 이해 및 적용, 자기 책임감 개념 이

해와 실천, 야구 선수 이야기 등을 통해 야구에 대한 스토리가 자연스럽

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운동기능과 지식, 태도를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서사중심적 통합의 방식으로 스마트교

육을 통한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지만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없다는 점은 한

계로 남는다. 

박인희(201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했다. 어플리케이션은 홈트레이닝

과 스쿨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PS, 0교시 체육, 부위별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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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수행평가 등의 메뉴가 있고 유튜브 영상과 연계된 학습을 제공한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10주간 적용한 결과 건강체력점수와 신체적 자기

개념, 수업 흥미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을 연결하는 심리스 러닝의 효과

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학습자와 학

습 내용 사이의 제한된 상호작용만 가능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

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장려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개별적 반복 연습만 가능하게 할 뿐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협력활동

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그 외 김순표(2015)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학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김동흠(2016)도 초등학생의 체력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음

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개발 과정의 상세한 탐색 보다는 연구자가 주도

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데 그쳐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과

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이 

PAPS 측정을 위한 단순 반복 연습에 집중되어 있어 통합적인 체육 학습

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봉수와 류민정(2015)은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체육교과 어플리케이션을 전문가회의를 통해 개발했다. 학습자 선호도 

설문조사와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각 영역별 활동을 선정했다. 건

강줄넘기, 이어달리기, 농구, 축구, 대나무춤, 스포츠 스태킹으로 구성된 

체육과 어플리케이션은 혼자 또는 동료와 함께 교육 내용을 언제 어디서

든 연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

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체계적인 개발연구방법(Richey, Klein & Nelson, 

2004)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는 과정을 제시한 점은 단순

히 개발 결과물만을 제시했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지만, 개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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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학습 내용이 일부 종목에 

한정된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 그동안 체육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진 스마

트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구분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방법
연구결과

디

지

털

�

교

과

서

박경석

(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 중심

의�체육교과서�개발

체재개발�

모형적용

초등�체육교과서�내� 일부�내용을�선정

하여� 스토리텔링형식으로� 변형한� 디지

털�체육�교과서�예비모형을�도출함�

배수을

(2011)

중학교� 여학생의� 디지털

무용교과서에� 대한� 기능

별� 만족도와� 적용� 가능

성의�관계

중학생,

양적연구

중학생용� 디지털� 무용교과서� 적용결과�

동영상� 자료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았

고,� 기능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용가

능성도�높게�나타남

어

플

리

케

이

션

김동흠

(2016)

스마트러닝� 기반�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한� 체력관

리가�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에�미치는�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M-Bizmaker로� 초등학생� 체력관리�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계획�및�실행�능력이�향상되었음�

김순표

(2015)

학생� 건강체력� 평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학

습�동기에�미치는�효과

초등학생,

양적연구

체육교육과정을� 분석� 후� Android� 기

반의� PAP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한�결과�학습자의�학습� 동기� 향상

에�효과가�있었음

김봉수�

외

(2015)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

적� 학습을� 위한� 체육교

과�어플리케이션�개발

중고등학생,

전문가회의,

개발연구

유형1

학습자� 선호도� 설문조사와� 체육과� 교

육과정을� 바탕으로� 건강줄넘기,� 이어

달리기,� 농구,� 축구,� 대나무춤,� 스포츠�

스태킹으로� 구성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중고등학생용� 체육과� 어플리케이

션을�개발함

박인희

(2014)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및�효과검증

중학생,

양적연구

Eclipse를� 사용하여� 개발한� Android�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홈트레이닝과�

스쿨트레이닝으로� 나눠� PAPS,� 순환운

동,� 부위별� 트레이닝� 등의� 메뉴로� 구

성하고� 유튜브� 영상과� 연결해� 학습함,�

10주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건강

체력� 점수,� 신체적� 자기개념� 수준,� 수

업�흥미도가�향상됨

표 11. 체육교육 분야의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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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체육과에 적합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은 체육 학습의 공간을 확장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통해 통합적 

체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과, 긍정적 

태도 함양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 여전히 학

생의 의견 보다는 교사나 연구자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되었고, 학습

자는 미리 선정된 학습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상호작용도 학습 내용과 학습자 사이의 최소화된 상호작용에 그치며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다. 학습 내용이 일부 스포츠 종목에 제한되는 점은 체육과의 다양한 영

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개발된 디지

털 교과서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 현장

에 적용되거나, 실제 사용자인 학습자의 평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후속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연구방법을 따라 스마트교

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사전 분석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 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사용자인 현장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종목에 한정된 내용 구성이 아닌, 

체육과 전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학

습자와 교수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협력학습의 증진을 위해 학습자

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

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신체활동의 총체적 체험을 통

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실현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고른 운동소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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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통합적 초

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Richey & klein(2007)이 제안한 개발연구방법론

을(Developmental Research) 따랐다. 개발연구방법이란 내적인 일관성과 

효과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산출물을 설계 및 개발하고 평가

하는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성 및 특수성의 정도에 

따라 Type 1과 Type2로 분류한다. Type 1은 산출물 및 도구 개발의 연

구를, Type 2는 원리 및 모형 개발의 연구를 말한다. Type 2 연구는 원

리 및 모형의 개발과 원리 및 모형의 타당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Type 1 연구는 산출물 설계 및 개발 과정의 기술과 산출물 평가의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발 연구는 교수설계의 이론적 기반을 실증적

이면서도 경험적인 영역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산출물 

개발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한다(임철일, 2012).

본 연구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산출물을 개발하는 연구이므로 일반적

으로 개발연구방법의 Type 1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앞서 스마트교육 콘텐츠 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Type 2의 연구 과정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Type 2와 Type 1의 혼합형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크게 ‘원리 개발’과 ‘원리 

적용 및 구현’으로 구분하였다. 원리 개발에서는 Type 2의 연구 방법에 

따라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다각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전문

가 검토를 통해 타당화 하였다. 원리 적용 및 구현에서는 Type 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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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였다. 

개발연구에서는 대개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이

러한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수설계 모형의 단계를 따른다(임철일, 

2012). 이에 본 연구의 세부 연구 절차를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

발(Development), 평가(Evaluation)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연구

를 수행하였다. 분석과 설계 단계는 원리 개발에, 개발과 평가 단계는 

원리 적용 및 구현에 해당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7>과 같다. 

Richey� &� klein(2007)의�

개발연구방법

(Developmental� Research)

⇨

본�연구

구분 단계 구분 단계 내용

Type� 2

원리�및�

모형�개발

원리�및�모형�개발

원리�

개발

분석
문헌분석,�요구분석,�

환경분석의�다각적�분석

설계

분석결과를�통한�스마트교육�

콘텐츠�개발�원리�도출

원리�및�모형�

타당화�

전문가�검토를�통한�

스마트교육�콘텐츠�개발�원리�

타당화�

Type� 1

산출물�및�

도구�개발�

산출물�설계�및�

개발�과정�기술
원리�적용�

및�구현

개발

개발�원리�적용을�통한�

스마트교육�콘텐츠�개발

전문가�검토를�통한�콘텐츠�

수정�및�보완

산출물�평가� 평가
개발된�스마트교육�콘텐츠의�

평가�

[그림 7] 개발연구방법에 따른 본 연구의 단계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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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시기별 연구의 절차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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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는 크게 계획, 실행, 결과의 세 단계로 나뉜다. 계획은 연구

의 전반적인 절차를 계획하는 단계로 연구 주제를 설정한 뒤 연구 주제

와 관련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해

결을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실행은 연구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단계로 다시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단계를 거쳤다.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과 단계에서

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거쳐 논의를 

작성하였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본 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을 제시하고, 

학문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종료하였다. 

가. 분석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분석, 요구분석, 학습자 환경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먼저 문헌분석에서는 국내외 학술논

문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정부의 정책 보고서,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

부 보도자료, 국가 통계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운

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양한 스마

트교육의 특성 중 이러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도

출하였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개발 원

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요구분석에서 요구(Needs)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what it 

is)와 바람직한 상태(what should be) 사이의 격차를 말한다(오인경, 최정

임, 2008). 어떤 의미에서 요구는 ‘문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대부분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되는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기반 

한 요구 사항을 바로 알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요구

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요구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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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초등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에 초등교사 5인과 초등학생 10인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여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방형 설문지

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렴하고 공통된 핵심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석은 학습자의 정서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

로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각종 문서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먼

저 현재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 인터넷 접속 정도, 정보통신 

활용 능력, 교내 정보통신서비스 설비 구축 현황 등을 정부에서 제공하

는 통계자료와 보도자료를 이용해 탐색했다.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의 심층면담을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과 주요 이용 목적 및 교육적 

활용 정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분석했

다. 이와 더불어 초등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기반 한 인식, 태도 등의 

정서적 측면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추후 심층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적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문헌, 요구, 환경의 다각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설계 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설계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시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발 원리 및 상세 지침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

서 문헌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기대 및 요구

와 학습자의 정서적, 물리적 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론과 실제의 적

절성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헌, 요구, 환경분석의 결과로 

드러난 각 요소들의 연관성과 공통성을 파악한 뒤 귀납적으로 범주화하

여 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원리명을 도출하였다. 분석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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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의 전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였다. 도출된 원리명과 함께, 원리

에 대한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 및 지시문을 제시하

였다. 각 원리별로 3-4개의 상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운동소

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

안을 담았다. 상세 지침은 실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 각 개발 

원리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였다.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도출하는 설계 단계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이

고 순환적인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할 경우 분석 단계로 돌

아가 자료 수집 내용과 범주화 과정을 재검토하며 개발 원리의 내적 타

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최종적으로 8개의 개발 원리와 25개의 상세 지침을 도출하였다. 

다.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

리케이션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도출한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세부

적인 특징과 내용을 담아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하였다. 프로토타

입이란 개발된 산출물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것의 특징을 포함

하는 간단한 형태로 개발된 초기 산출물을 의미한다(Jones & Richey, 

2000). 사용자는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보고 현장적합성 및 교육적 효과

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추후 실제로 개발될 산출물에 반영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은 그 구현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래피드 프로토타입은 인쇄물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산출물의 특징

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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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수정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지

면보다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물의 다양한 형태를 미리 확

인해 보게 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철일, 

연은경,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파

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시각화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였으

며,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특징을 매우 자세히 구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수월하게 하였다. 

라. 평가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을 평

가하였다. 평가는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에게 어플리케이션의 화면구성

과 활용예시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제시한 후 개별 평가지 작성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지는 관련 선행연구의 콘텐츠 평가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제작하였다(류진선 외, 2004; 이충현, 

윤미현, 2003; 임병노 외, 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현장적합성 

평가는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을 중심

으로 한 객관식 30개 항목과 서술형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 

중점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적 효과성은 교육 목표 달

성도, 학습 내용, 교수 학습 전략, 평가부분으로, 현장 적용성은 학생수

준, 교사수준, 실제성, 저작성, 학교환경으로, 설계 타당성은 교과 정체

성, 목표 지향성, 일관성, 윤리성으로, 사용자 만족성은 유용성, 요구 반

영성, 독창성, 만족성으로 구분된다. 객관식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매

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순)로 기록하

게 하였다. 평가 결과는 비율로 환산하여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리하

였다. 개인별 평가지 작성 후에는 심층면담을 통해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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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연구 결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을 파악하고, 

현장 적용 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초등교사와 초등학생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어 참여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Patton(1990)이 제안한 유목적적 추출(purposeful 

sampling)에 의해 선정하였다. 유목적적 추출법은 비확률적 표집법 중 하

나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연구목적에 합당하고, 연구의 특징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표본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러

한 표집 방법은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특정 상황

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된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는 비밀번호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가. 연구 참여 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다섯 명의 초등교사로 유목적적 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

진 현직 교사, 2) 담임교사 또는 체육수업 전담교사로서 체육 교과를 가

르치고 있는 교사, 3)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 대학원이나 교사학

습공동체에 소속되어 체육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사라는 세 가

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교사를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자

가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 과정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다섯 

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의 정보는 <표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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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연령 교직�경력 전공 최종학력 담당학년

조열정 남 41세 17년 체육교육 박사�졸업 6학년

장사랑 남 36세 10년 체육교육 박사�수료 6학년

성지혜 남 34세 11년 체육교육 석사�졸업 6학년

강인성 남 31세 8년 체육교육 석사�졸업 6학년

홍배려 여 28세 5년 체육교육 석사�졸업 6학년

표 12. 연구 참여 교사 정보

나. 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의 학생 참여자는 열 명의 초등학생으로 이들은 연구 참여 교

사가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이다. 연구 참여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 중 평

소 체육수업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추천 받았다. 연구 참여 교사의 1차 설명과 연구자의 2

차 설명 후에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학부모의 동의 또한 얻은 후 최종 

연구 참여 학생을 선정했다. 이들의 정보는 <표 13>과 같다. 

성명 성별 연령 학년 담당�교사명

이준영 남 13세 6학년
조열정

김보라 여 13세 6학년

윤지영 여 13세 6학년
장사랑

박지은 여 13세 6학년

한지원 남 13세 6학년
강인성

박민희 여 13세 6학년

한채원 여 13세 6학년

홍배려
김은우 남 13세 6학년

최민정 여 13세 6학년

김소영 여 13세 6학년

표 13. 연구 참여 학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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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연구 자료 수집은 요구분석, 환경분석을 위한 개방형 설문지와 사전 

심층면담,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와 사후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자료의 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문헌 분석

본 연구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

션의 형태로 개발하는 연구로, 개발 과정에서 참고해야할 여러 가지 요

소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다. KCI 등재지를 중심으로 한 학술 

논문과 교육 대학원의 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보고서, 스

마트교육 추진 전략 등의 정책 보고서,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연구 결과 

보고서,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보도 자료, 통계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다.  

검색에 활용한 주제어는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 스마트러닝

(Smart learning), 모바일러닝(mobile learning), m-learning, u-learning, 어

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app), 콘텐츠(contents), 스마트교육 콘텐츠, 콘

텐츠 개발, 콘텐츠 평가 등이며 이를 통해 문헌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헌분석 과정에서 e-learning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스마트교육에 적용 

가능한 것만 선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e-learning이 스마트교육의 흐

름에서 가장 앞서있고 디지털교육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 외에 개인 PC를 교육 매체의 기반으로 설정 하

고 있어 이동성과 즉시성 면에서 스마트교육과 차별화 되므로 스마트교

육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만 일부 고려하였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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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체육수업

사전경험

학생
· 평소�체육시간에�주로�무엇을�어디에서,�어떻게�배우게�되나요?

· 체육수업을�통해�더�배우고�싶은�것은�무엇인가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

교사

· 평소�체육시간에�어떤�활동을�주로�하시나요?

· 체육수업에서�더�강조되어야�하지만�그러기�힘든�부분은�무엇인가요?�

· 체육교과에서�궁극적으로�추구해야�할�목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스마트교육에�

대한�의견

학생

· 평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등� 스마트기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

요?�주로�어떤�용도로�사용하나요?�

· 스마트기기�또는�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한�교육을�생각해�본�적

이나�경험해�본�적이�있나요?�있다면�어떤�과목에서�경험했었나요?�

· 스마트기기를�교육적�목적으로�사용하는�것에� 대해� 어떻게�생각하나요?�

그�이유는�무엇인가요?

교사

· 스마트기기�또는�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한�교육을�생각해�본�적

이나�경험해�본�적이�있나요?�있다면�그�경험을�말해주세요.�

· 앞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무엇인가요?

표 14. 사전 개방형 설문 주요 문항

m-leaning과 u-learning은 이동성을 갖춘, 언제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의 교육을 지향하므로 스마트교육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판단되어 문

헌분석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본 연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원리 도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다졌다. 

나. 개방형 설문조사

개방형 설문조사는 사용자 요구분석과 환경분석을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의 개방형 설문지 작성을 통해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용자 요구와 환경을 분석하고 개발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체육수업 사전경험과 더불어 스마트교육에 대한 의견, 체육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 학생과 교사의 개방형 설문 주요 문항은 <표 14>와 같다. 보다 자세

한 내용은 <부록 4>와 <부록 5>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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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방향

학생

· 학생들이� 체육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머리도�

잘� 자라나게�하는�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을�만들려면�어떤� 내용이�들

어가야�할까요?

·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활용하게�

하려면�어떤�요소가�필요할까요?

교사

· 선생님께서� 만약� 스마트기기를� 체육수업에�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싶으신가요?

· 선생님께서�학습자의�전인적�성장과�체육의�교육적�측면을�고려한�어플

리케이션을�개발한다면�어떤�내용으로�구성하고�싶으신가요?

· 어플리케이션이�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려면�

어떤�기능이�필요할까요?

다. 심층면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은 사전, 사후 모두 실시하였으며 반 구

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반 구조화

된 면담은 연구자가 작성한 가이드를 중심으로 면담을 이어가며 유연하

게 추가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융통성을 배제할 수 

있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보다 질문과 관

련된 연구 참여자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함에 있다(김영천, 2010). 

사전 심층면담에서는 개방형 설문지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더 알고 싶

은 내용과, 연구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

었다. 사후 심층면담은 사후 평가지 작성 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과 교육적 기대효과

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전 심층면담 주요 문항은 <표 15>, 

사후 심층면담 주요 문항은 <표 16>과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6>, <부록 7>, <부록 9>, <부록 10>에 수록하였다.



- 70 -

구분 내용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에�대한�

느낌

학생

· 어플리케이션에서�가장�재미있게/재미없게�느껴진�부분은�무엇인가요?

· ‘본� 어플리케이션은� 다.’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

각했나요?

· 이�어플리케이션을�다른�친구에게�소개한다면�어떻게�소개하고�싶나요?

교사

· 가장�흥미롭게/흥미롭지�않게�느껴진�부분은�무엇인가요?

· 다른�선생님께�본�어플리케이션에�대해�설명한다면�어떻게�설명하실지�

말씀해주세요.

이전�

수업과의�

차이점

학생

· 이전의� 체육수업과� 비교해서� 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에는� 어떤�

점이�가장�달라질까요?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에� 내가�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될� 적극성� 정

도를� 10점�만점으로�표현해�보세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

표 16. 사후 심층면담 주요 문항

구분 내용

체육수업

사전경험

학생

· 지금까지�참여했던�경험했던�체육수업에서�가장� 만족/불만족하는�부분

은�무엇인가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경험을�들어�말해주세요.

· 부족한�부분은�어떻게�해결하면�좋을까요?

교사

· 현재�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교육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

성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 목표� 달성에� 있어� 수업�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보충하고� 싶

은�점은�무엇인가요?

스마트교육에�

대한�의견

학생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같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도움이�된다고�생각하나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

· 스마트기기�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수업� 중에� 활용해� 본적이�

있나요?�있다면�어떤�방식으로�활용했나요?�

교사
· 체육교육에서�스마트교육의�필요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 필요하다면�어떤�방식으로�활용하고�싶으신가요?

체육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방향

학생

· 여러분이�개발자가�되어�체육에�활용할�어플리케이션을�개발한다면�어

떤�내용을�담고�싶나요?

· 만약� 여러분이� 체육� 선생님이라면�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할지�자유롭게�이야기해주세요.�

교사

·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에�반영되었으면�하는�요소는�무엇인가요?

· 어플리케이션에�담길�체육교육의�내용과�범위는�어떻게�정해야�할까요?

· 어플리케이션�개발을�통해�기대되는�효과는�무엇인가요?

표 15. 사전 심층면담 주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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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선생님께서� 만약�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신다면,� 사용� 이전의� 체육수

업과�사용한�뒤의�체육수업은�어떤�점에서�가장�큰�변화가�생길까요?

· 어플리케이션� 사용전과� 사용� 후�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태도와� 느

낌,� 학생들의�운동지식,� 운동기능은�어떻게�바뀔�것으로�예상되나요?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시�

기대되는�

변화

학생

·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참여하는� 반� 친구들의� 생활모

습이�어떻게�달라질까요?�달라지지�않는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요?

·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후� 운동을� 하는� 것/아는� 것/운동에� 대해� 느끼는�

것에�대한�생각이�어떻게�바뀔�수�있을�것�같나요?�예를�들어�주세요.

·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나의� 학교체육� 생활과� 방과� 후� 체육� 생활은� 어

떻게�변할지�예를�들어�말해주세요.�

교사

· 어플리케이션의�사용이�학생들의�운동소양�함양에�미치는�효과는�무엇

이�있을까요?�

·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학생들의� 학교� 안/학교� 밖� 체육활동� 모습은� 어

떻게�변할�것으로�예상되나요?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의�효과적�

활용을�위한�

의견

학생
· 내가�어플리케이션�개발자라면�어떤�점을�보완하고�싶은가요?

· 어플리케이션을�잘�사용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인가요?

교사

· 선생님께서는�어플리케이션의�어떤�점을�보완하고�싶은가요?

· 체육교육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언을� 해

주신다면�어떤�것이�있을까요?

라. 평가지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지를 구성했다. 각 평가 문항은 리커트

(Likert)형 5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

렇지 않다 순)를 이용해 점수로 표기하게 하고 결과는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리했다. 

현장적합성 평가지는 이충현과 윤미현(2003)의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평가 지침 및 시행에 관한 연구, 류진선 외(2004)의 교과별 콘텐츠 제작 

지침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의 이러닝콘텐츠 품질 관리 개

요 및 전략 연구, 임병노 외(2011)의 스마트교육 콘텐츠 품질 관리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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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번호 질문 평정척도

교육적

효과성

교육�

목표�

달성도

1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량과� 운동기능�

향상에�도움이�되는가?
5� �4� � 3� � 2� �1

2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에� 관한� 지식� 증

대에�도움이�되는가?
5� �4� � 3� � 2� �1

3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도움이�되는가?
5� �4� � 3� � 2� �1

4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가� 통합적으로� 체육을�

학습하는데�도움이�되는가?
5� �4� � 3� � 2� �1

5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 삶

에서의�운동에�대한�태도�변화에�도움이�되는가?�
5� �4� � 3� � 2� �1

6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수업만� 행할� 때� 보다� 학습자

의�전인적�성장에�도움이�되는가?
5� �4� � 3� � 2� �1

학습�

내용

7
다양하고�풍부한�학습용�멀티미디어�자료를�활용하고�

있는가?
5� �4� � 3� � 2� �1

8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학습자들이�

공감할�수�있는�내용이나�사례들로�설계되었는가?
5� �4� � 3� � 2� �1

9
학습� 내용은� 체육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 통합적으로�

가르치기에�적합한가?
5� �4� � 3� � 2� �1

10 학습�내용이�학습자의�연령과�수준에�적절한가? 5� �4� � 3� � 2� �1

교수

학습�

전략

11
사용� 중�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학습

자와�교수자�사이에�활발한�상호작용이�일어나는가?�
5� �4� � 3� � 2� �1

12
사용� 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을� 지속시킬�

수�있는�동기유발적�요소가�있는가?
5� �4� � 3� � 2� �1

13
다양한� 수준의� 학습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맞춤식

으로�활용할�수�있는가?
5� �4� � 3� � 2� �1

14
학습자가�자기주도적으로�학습을�계획하고�실행할�수�

있는가?
5� �4� � 3� � 2� �1

표 17. 통합적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 평가 항목

드라인 개발을 위한 이슈사항 분석 연구의 평가 항목과 상세 질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초안을 구성했다. 이후 체육교육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 측면을 중심으로 객관식 30개의 평가 항목을 도출했다. 구체적 

평가 항목은 다음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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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5 학습활동에�대해서�개별적�피드백이�가능한가? 5� �4� � 3� � 2� �1

16
학습자의�운동기능,�지식,�태도의�통합적�측면을�평가

할�수�있는가?
5� �4� � 3� � 2� �1

17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학습자의� 성취감� 또는� 만족

감을�줄� 수� 있는가?
5� �4� � 3� � 2� �1

현장

적용성

학생�

수준
18 초등학생�사용자가�사용하기�쉽도록�구성되었는가? 5� �4� � 3� � 2� �1

교사�

수준
19 현장�교사가�이해하고�사용하기에�적절한가? 5� �4� � 3� � 2� �1

실제성 20 실제�체육수업과�학습에�활용할�수�있는가? 5� �4� � 3� � 2� �1

저작성 21
교사나� 학급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거나� 선

택적�사용이�가능한가?
5� �4� � 3� � 2� �1

학교�

환경
22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

할�때�큰�어려움이�없는가?
5� �4� � 3� � 2� �1

설계

타당성

교과�

정체성
23

본� 어플리케이션의� 구성방식과� 내용은� 체육� 교육

의� 목적� 및� 내용이� 추구하는� 바를� 고려하여� 설계

되었는가?�

5� �4� � 3� � 2� �1

목표�

지향성
24

본�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하고� 있는� 설계� 요소들

은�학습자의�운동소양을�함양하는데�효과적인가?
5� �4� � 3� � 2� �1

일관성 25
본�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과� 메뉴� 등은� 조화롭

고�일관성�있는가?
5� �4� � 3� � 2� �1

윤리성 26
학습� 내용이� 성,� 연령,� 지역,� 인종차별� 등의� 요소를�

포함하지�않고�윤리적으로�적합한가?
5� �4� � 3� � 2� �1

사용자

만족성

유용성 27
본� 어플리케이션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

한가?
5� �4� � 3� � 2� �1

요구�

반영성
28

본�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사전�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

영되었는가?
5� �4� � 3� � 2� �1

독창성 29
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교육용� 프로그램에� 비해�

창의적이고�독자성이�있는가?
5� �4� � 3� � 2� �1

만족성 30
본� 어플리케이션에�전반적으로�만족하고�앞으로�사용

해�볼�의사가�있는가?
5� �4� � 3� � 2� �1

종합�

평가

*류진선 외(2004), 이충현과 윤미현(2003), 임병노 외(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의 콘텐츠 평

가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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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해석

자료 분석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귀납적 

범주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Creswell, 2012). 범주별로 분류

된 자료는 코딩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그림이나 표와 함께 연구

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은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순환

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자료는 Wolcott(1994)의 제안을 따라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시켰다. 자료의 해석과 연구 결과의 도출에서는 Denzin & 

Lincoln(2011)을 참고하여 현장 텍스트를 연구자의 텍스트로, 연구자 텍스

트를 해석적 텍스트로, 해석적 텍스트를 대중적 텍스트로 변화시키는 과

정을 거쳐 결과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진실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연구

의 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Lincoln(1985)이 제시한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 체육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라고도 불리는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

증은 여러 출처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자료를 서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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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

적 차원으로는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포

함한 다양한 문서 자료를, 실제적 차원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사전 및 사

후 심층면담, 사전 개방형 설문지, 사후 평가지를 포함한 다각적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문서 자료와 현장 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

고 분석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김영천, 

2010).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진실도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

을 거쳤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 중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학

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각 1명을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여 연

구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위원으로 선정

된 연구 참여자는 <표 18>과 같다. 

성명 성별 연령 교직�경력 전공 최종학력

조열정 남 41세 17년 체육교육 박사�졸업

장사랑 남 36세 10년 체육교육 박사�수료

표 18. 연구 참여 검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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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료 연구자

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연구의 방법적, 절차적, 해석적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료

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함께 해석하며,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표 19>와 같이 연구

자가 속한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

수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최전인 52 남 교수 체육학�박사

이인성 44 여 교수 체육학�박사

이심성 36 남 박사과정�수료�학생 체육학�석사

박의리 35 남 박사과정�수료�학생 초등체육교육학�석사

박배려 35 여 박사과정�수료�학생 초등체육교육학�석사

표 19.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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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윤리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심의를 의뢰했다. 서류는 연구 계획 심의 의뢰서, 

심사 의뢰 제출 서류 목록, 연구 계획 요약문, 교사용 개방형 설문지, 학

생용 개방형 설문지, 교사용 심층면담 질문지(사전 및 사후), 학생용 심

층면담 질문지(사전 및 사후), 평가지, 심의 용 연구 계획서, 정보지 및 

동의서, 연구책임자 경력서,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 참여

자 모집 문건, 지도 교수 서약서로 구성된다. 

연구 참여자의 생명 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IRB 심의에 상정하고 최종 승인을 확인 받은 후 계획에 따라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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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

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1장에서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고려해야할 개발 원리를 제안하고, 2장

에서는 이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모습을 구현하고, 3장에서는 프로토타

입으로 제작한 콘텐츠 결과물의 현장적합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운

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교

육적 기대효과에 대해 논한다. 

1.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가 되는 원리

를 탐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개발연구방

법론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료 분석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분석이다. 

그러나 문헌분석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용맥락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한국경제, 

2016). 따라서 문헌분석, 사용자 요구분석, 사용자 환경분석을 다각적으

로 실시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며, 실제적으

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본 원리와 상

세 지침을 도출하였다. 



- 79 -

가. 문헌분석 결과 

문헌분석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운동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초등 체육과 스마트교육이다. 먼저, 운동소양 함

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의 교수․학습과정 설계 시 목표, 내용, 방

법, 평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다. 스마트교육 분

야에서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습의 

특징 중 운동소양 함양과 통합적 초등 체육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찾

아 통합적 체육의 분석내용과 연결하였다. 먼저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의 문헌분석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통합적 초등 체육의 문헌분석 결과

통합적 초등 체육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포괄하며 운동소양의 고

른 함양을 추구하는 통합적 목표가 필요하다(최의창, 전세명, 2011). 그동

안 체육교육은 운동능의 함양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을 몸으로 하는 것만이 아

닌, 운동에 대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통합적으로 지향하

는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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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또한 통합적이어야 한다. 

신체활동에서 겉으로 보이는 기능적,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의미와 정수를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인문적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최의창, 2010). 스포츠의 인문적 측면이란 스포

츠의 역사, 규칙, 철학이나 스포츠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 미술작품, 음

악, 영화 등에 담긴 스포츠의 정신과 지혜를 말한다.  

통합적 체육의 내용은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

험해야 한다. 운동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만 생각하던 기존의 방식

에서 벗어나, 운동에 관한 글을 읽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스포츠 경기

를 관람하거나,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간접적 체험의 방식도 활용해야

한다(최의창, 2010).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

적 체험방식은 학습자가 신체활동에 내재된 가치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가진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포함한 통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 체험하는 방식이 다양하면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학습의 결

과를 기능이나 실기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노래로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어 표현할 수도 있다. 학습자 개

개인은 모두 흥미와 수준이 다르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

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일률적인 평가 방식은 많은 학습자의 체육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상실하게 한다. 평생체육학습자로 이끄는 운동소양

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소양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학습의 결과 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적합한 과정적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평가는 반드시 다음 학습 활동을 위한 동기유발의 도구

로 사용되어야 하며, 평가 기준은 되도록 학습자의 내적 준거에 기반하

고 타인과의 비교는 지양해야 한다(Whitehead, 2013). 이를 위해 개인 일

지, 포트폴리오, 동료평가, 태도평가, 도전 과정 또는 변화 과정을 촬영

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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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마트교육 관련 문헌에서는 스마트교육의 특성 중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체육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설계 요소가 무엇인지

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 차원에서는 자기주도형 학습 설

계와 맞춤형 학습 설계, 내용차원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과 

사용자 제작 콘텐츠 활용, 방법차원에서는 SNS기반 학습공동체 형성과 

형식과 비형식 학습의 연계, 평가 차원에서는 실생활 기반 과제와 동기

유발요소 설계라는 7가지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체육의 목표

와 내용, 방법, 평가 차원에 따라 각 요인을 구분하였지만 이들 요인은 

학습의 전 과정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차원의 분류가 절대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그림으로 

타나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스마트교육 관련 문헌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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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기주도형 학습설계가 필요하다. 스마트교육은 이동성이 강하고 

개인화된 모바일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기존 이러닝과 차별되는 점도 바로 이러한 

자기주도성이다(노규성 외, 2011). 컴퓨터 기반의 이러닝을 위해 많은 학

교에서 인터넷 환경과 컴퓨터 교실 등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학습자 중심

이 아닌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전통적 수업 방식을 고수하

며 정보통신기술을 도구적으로만 활용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조

재춘, 임희석, 2012). 따라서 스마트교육은 사용자가 주도적이고 독립적

으로 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하는 학습자 중심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강인애 외, 2012).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통합적 체육교육에서 필수

적이다. 운동소양이란 학습자의 몸과 마음과 머리에 잠재되어있는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이 잠재되어 있는 소양을 찾아내고, 풍부한 양분

으로 잘 길러내는 것은 학습자가 평생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운동

을 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학습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소양은 그 크기나 모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안내도 중

요하지만 각자가 가진 운동소양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학습자 스

스로 참여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학습의 목표는 결국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

습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하고, 늘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가 

이를 돕는 교육적 스캐폴딩(scafforlding)의 역할을 해야 한다(Hamm, 

Saltman, Jones, Baldridge & Perkins, 2013). 

둘째로, 맞춤형 학습설계가 필요하다.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자의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Song, Wong 

& Looi, 2012).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생성하는 데에 유

용하고(Bertini & Kimani, 2003)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의 요구와 능력

에 맞는 활동을 연습하거나 표현하기, 탐색하기, 의사소통활동하기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Edwards, Blackhurst & Koorland, 1995). 스마트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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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바일기기는 각 개인에게 맞춤화된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한

다(Upadhyay, 2006). 따라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에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

나 처한 맥락에 따라 교육 목표와 활동, 평가 계획 등을 스스로 재구성

할 수 있는 설계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춤형 학습 설계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활동

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소양의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운동소

양의 함양은 마지막 어느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 

생애적인 과정이다(Whitehead, 2013). 따라서 결과를 생각하며 도달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을 스스

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맞춤형 학습은 학습자의 성장과정을 기록하고 발전모습을 누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Castelli et al., 2015). 학습자 각자의 활동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스마트기기는 본인의 현재 상태와 학습에 대한 방향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습자가 현재 지니고 있는 소양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안내받거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목

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운동소양의 함양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다.  

셋째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멀티미디

어 자료의 활용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습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

시키는데 효과적이다(Shih, 2007).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경험을 담은 영

상이나 사진 등을 실제 학습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

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 수 있다(Warrd, 2013). 자료의 풍부성은 스

마트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임걸, 2011). 특히 

체육과에서는 신체 움직임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동영상 자료나 애니메

이션 자료,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화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교육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이영길, 김광백, 노영욱, 2003). 영상이나 사진 등

으로 시각화 된 자료는 수업 후에도 다시 보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확장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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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은 운동소양을 조화롭게 발달시켜나가는 데에

도 유용하다. 운동소양은 운동지, 운동심, 운동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동기능의 숙달뿐만 아니라 운동지식과 운동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기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시각자료와 영상자료 등의 활용은 운동소

양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에 관

한 영화를 보며 야구의 기본 규칙이나 기술 등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야

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야구에 담긴 철학과 정신 등을 복합적으

로 함께 배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은 학습한 내용을 표현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학습 결과를 실제 수업시간에 몸으로만 표현하던 

방식에서, 최종 작품을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연습 과

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일지 쓰기, 배운 내용을 학습 만화로 그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활용이다. 스마트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은 

지식과 정보를 소비하는 역할만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강인애 외, 2012).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은 21세기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성 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렵다(강정

화, 2011). 이에 21세기 학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비판적 사고 

촉진자로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Moller et al., 2012). 학습자는 직접 만

들어낸 콘텐츠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사회적 맥락 안의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

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 한 것으로 구성원의 경험, 지식, 정서 등을 

콘텐츠 화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한다(Woo & Reeves, 2007). 따라서 스마트교육 콘텐

츠의 실제 사용자인 학습자와 교사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과 연계된 내용들로 더 효과적인 학

습을 할 수 있다(Keller, 1984).

운동소양은 학습자가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고르게 길러내

고 이를 통해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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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을 말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따라서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맥락 속에서 운동문화를 향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은 소양을 기르는 데에 가장 기본

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Whitehead, 2013). 학습자

가 주도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학습자가 위치하고 있

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참여는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Keller, 1984).

다섯째, SNS 기반 학습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Garrison(2009)은 온

라인상에서 형성된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 COI)가 협력적 구

성주의의 모델로서 온라인상의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한다고 말한다. 즉,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해선 탐구공동체가 만들

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탐구공동

체는 인지적 실재감(cognitive presence),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Garrison, 2009). 그 중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몰입을 증

가시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긍정적 학습 태도 향상과 학습 만족

도를 증가시킨다(LaPointe & Gunawardena, 2004). 이러한 사회적 실재감

은 온라인상에서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증진된다. 특히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상호작용은 온라인상의 교육을 지속시키고 만족

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Krejins, Kirschner & 

Jochems, 2003). 따라서 학습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공동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활용한 학

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강정화, 2011; 노규성 외, 2011; Warrd,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탐구공동체를 운동학습을 위

한 학습공동체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학생

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해나가는 학습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탐구공동체 대신 학습공동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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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활발한 온라인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다른 구성

원의 운동향유 방식을 알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어

떤 운동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운동에 대한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운동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 낼 수 

있는지를 학습자끼리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의 동작을 평가해 주기도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습

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

성해줄 필요가 있으며, 작은 성취에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협력적 공동체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형식과 비형식 학습의 연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학교 수업으로 

대표되는 형식학습과,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이르는 

비형식 학습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통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임정

훈, 김상홍, 2013; Sharples, Taylor & Vavoula, 2007; Wong, 2012). 모바

일기기의 이동성은 학습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

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임걸, 2011; 강인애 외, 2012). 따라서 수

업 중에 필요한 학습 내용의 설계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방과 후에 개별

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내용의 설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연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공유하거나,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실제적 맥락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학급 구성

원과 나눌 수 있게 하는 등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을 연계한 심리스 러

닝(seamless learning)을 설계해야 한다(Wong, 2013a, 2013b). 

전인교육을 위한 운동소양 함양 측면에서도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의 

연계가 갖는 의미는 크다. 학교에서 학습한 신체활동 가치가 실제 생활

에 얼마나 전이되었는지는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계된 모습으로 드러난

다. 학습자가 자신의 맥락 속에서 신체활동 가치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

할 수 있는 실제적 학습의 기회 제공은 유의미한 학습의 형성에 필수적

이다(Herrington & Oliver, 2000).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인성 함양은 수업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 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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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학교 교육과 학습자의 삶을 연결하는 통합적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일곱째, 실생활 기반 과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동성이 있는 스마트기기

를 활용함으로써 스마트교육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실제성이다(임걸, 

2011; 강인애 외, 2012). 맥락성(임정훈, 2011)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스마

트교육은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과 평가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태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Chu, Hwang, Tasi, & Tseng, 2010; 

Hwang & Chang, 2011). Keller(1987)는 ARCS 모델에서 관련성(relevance) 

요소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 내

용과 평가 방법이 학습 목적에 적합하고,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는 친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운동소양은 신체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학습자의 모든 측면(신체

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모든 신체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

져야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따라서 풍부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

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Whitehead, 2013),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교육은 

실생활에 기반 한 과제를 제시해 학습자와의 관련성을 높이고 그들의 삶

과 관련된 모든 신체활동을 교육 내용과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

록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동기유발요소의 설계가 필요하다. 동기는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지속하게 하는 필수요소다(Keller, 1987). 동기유발은 학습

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 중에도 지속되어야하며, 학

습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평가는 성

취 기준과 비교해 학습자의 달성도를 파악하고 충분히 달성한 부분에 대

해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제공하며, 더 나은 성취를 위해 보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교육부, 2015). 이러한 평가 단계

에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반성은 학습자의 지속

적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습 동기의 유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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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에서는 게임화(Gamification)된 콘텐츠를 활용한다. 게임화는 

실제로 게임이 아니지만 학습자가 게임으로 인식하여 학습 동기와 흥미

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Lee & Hammer, 2011). 캐릭터 설정이나 레벨

업 등의 게임화 요소를 반영한 설계는 특히 초등학생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 참여와 몰입을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요소를 통해 자

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정보를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

운동소양 함양의 측면에서도 동기유발요소의 설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운동수행 성공 경험을 통해 얻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야

말로 지속적 신체활동의 참여를 이끌고 자율적인 평생체육 학습자로 성

장하게 한다(Whitehead, 2010). 특히 어린이는 그들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성취에도 그들의 성공 경험과 느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유발하고, 지속적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의 전 과정에서 신체역량정보

(competence-related information)와, 흥미기반정보(interest-based information), 

자기조절정보(regulation-related information)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Chen, 

2015). 즉, 학습의 시작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가 자신의 신체 활

동 능력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

한 흥미 유발 요소를 적용하며,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율성 

또는 학습자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동기유발요소의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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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분석 결과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현장 교사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분석 결과 ‘나’발견하기, 운동문화 공유 및 생성하기, 교수․
학습 방법 및 기회 확장하기, 기록하고 관리하기라는 네 가지 요구가 도

출되었다.

[그림 11] 요구분석 결과

첫째,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요구가 도출되었다. 요구분석 결과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적 측면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 개인의 발달 또는 학습에 관해, 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

와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격차가 가장 컸다. 그 결과 드러난 첫 번째 

요구는 ‘나’발견하기로, 학습의 주변인으로 겉도는 모습이 아닌, 주인

공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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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애들이� 주도해서� 하니깐� 여자애들은� 뒤에� 모여서� 얘기만하고.� 운동� 못

하는� 애들은�더� 재미없고.� 체육시간에�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

라�다른�애들이�주도해서하고�나는�그냥�끼어�있는�것�같은�느낌?�그런�느

낌� 때문에� 체육시간이� 재미없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제가� 주

도적으로�참여할�수�있을�때�재미있는�것�같아요.�

[윤지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운동기능 습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체육시간에 몸을 움직여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은 활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변두리

로 밀려나게 된다. 그들은 수준에 맞지 않는 도전 과제로 인해 좌절감과 

실망감마저 느낀다(김윤희, 2003; 김무영, 조미혜, 2006). 면담을 통해 학

생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운동을 

잘 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업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런 안

타까움과 함께 주변인이 아닌 주도적 참여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열

망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더불어 나에게 잘 맞는 운동, 나에게 필요한 운동 등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나타났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그동안 체

육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가 운동 경험과 지식 또는 접

근성 부족 때문이지, 운동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체육시간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저� 같은� 애들은� 열심히� 잘� 하

고� 싶어도� 활동들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자기가�좀� 더� 이해해서�잘� 알게�되면�수업에도�더�활발하고�적극적으로�참

여하고�그러다보면�체육시간이�좀�더�재밌어질�거�같아요.�

[박지은�학생�사전�심층면담,� 201607]

사람마다� 다� 다르니깐..�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면서�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

도� 좀� 더� 자신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많이� 해보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언젠가는�하나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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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러�가지를�해보고,� 자기한테�맞는�운동을�찾아보고.�거기에�맞는�목표

도�자기가�세워서�규칙적으로�하면�좋고요.�

� [한채원�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학습자는 그동안 운동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운동을 멀리하고 있음

을 말하며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고 싶

은 마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

습자의 흥미나 수준에 적합한 경험과 참여를 이끌고, 학습자 모두가 교

육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주고 보충할 활동을 추천해주거나, 새로운 

운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활동 설계가 요구된다. 여기서 운동

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경험하는 직접체험뿐만 아니라 멀

티미디어를 활용한 간접체험도 포함할 수 있다(최의창, 2010). 다양한 간

접체험활동은 운동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개인 적성에 맞는 운동을 찾아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운동문화 공유와 생성하기의 요구가 있다. 학생들은 이미 기존의 

SNS 활동을 통해 주말에 야구장을 다녀오거나 한강에 나가 자전거를 탔

던 일상, 즉 자신의 삶과 연계된 운동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른 친

구가 야구장이나 스케이트장에 다녀온 사진을 보면 자신도 한번 가서 체

험해 보고 싶단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친구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궁금해서 SNS를 매일 확인한다고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일상 외에도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요즘 개발한 놀이가 있는데 이걸 공유해서 같

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

된 운동문화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자 하는 마음이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친구들끼리� 놀다보면� 어떤� 룰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주거

나� 새로운� 규칙을� 공유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규칙을� 바꿨더니� 더� 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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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더라..� 그리고� 친구들이랑�의견도� 교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면�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장단점을� 수정하고� 그렇게� 고치면� 더� 나은� 것들

이�많이�나올�수�있잖아요.

[윤지영�학생�사전�심층면담,� 201607]

원래� 있던� 게임에� 우리가� 원하는� 규칙을� 정한다든가.� 다른� 게임끼리� 합쳐

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애들

이�서로�알려주는�것도�좋을�것�같아요.

[김보라�학생�사전�심층면담,� 201607]

체육하면� 야외에서� 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

는� 놀이를� 공유하면� 밖에� 못나가도� 집� 안이나� 실내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런�걸�추천해주고�싶어요.

[박지은�학생�사전�심층면담,� 20160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래 친구들이 경험하는 신체활동 문화를 공유

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발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운동문화 공동체

를 위한 공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체육교육이 추구 하는 바람직한 인

간상은 전통 체육문화를 계승 및 전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는 기존 체육문

화를 전수 받아 익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현 

세대에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한다. 따라서 운동문화 공유와 

생성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 또한 체육수업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 중 

성지혜 교사는 자신이 열심히 만든 수업 자료를 다른 교사들이 충분히 

활용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홍배려 교사는 그동안 인터넷 상에 교육 자

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존재해 왔지만 매번 컴퓨터를 통해 

접속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스마트교육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임걸, 2011; 임정훈, 2011) 최

근엔 온라인 연수를 모바일기기에서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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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 역시 접근이 수월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체

육수업 자료와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나갈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공유의 장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과 감정도 공유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공

감하면서 공동체 고유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해나가기 때문에, 따뜻하

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사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체육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전에� (체육을)�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기� 경험을� 말하면� 그� 못하는�친구들도�

공감을� 하면서� 아� 나도� 한� 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기� 경험을�써서� 올리면�그걸� 보고� 어� 얘도� 이런� 생각을�하

네?�하면서�용기도�생기고�나도�도전해봐야지�할�것�같아요.�

� [김소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같은� 관심사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반� 친구들이랑� 어

떤�체육수업을�할지�상의할�수�있고.� 애들�분위기도�활발해질�것�같고.

[한지원�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인터넷� 하다� 보면� 나쁜�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체육은�이기려고�

하는�게�아니라�같이�즐기는�활동이라는�생각을�심어줘야�할�것�같아요.

� [김보라�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운동기능이 부족한 동료 학습

자를 폄하하거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따뜻하게 공감해 주어야 함

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동료를 대하는 

바른 마음,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 열정,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사

고 등은 긍정적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바람직한 운동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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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설계 요소를 포함했다. 공감 댓글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

으로 학습자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요소이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 및 기회 확장의 요구가 있다.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은 입을 모아 수업 시간의 부족이 현재 체육교육에서 일차적으로 극

복해야 할 사항이라고 꼽았다. 

제가�교육전담을�하다�보니�느껴지는�게,� 주당�시수는� 3시간이지만�보통� 2

시간만주고� 1시간은�담임이나�보건이�써요.� 그러다보니�일주일에� 80분가지

고� 그� 많은� 내용을�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가르친다는� 게� 일단� 시간적으로�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배구� 수업을� 하면� 애들이� 배구를� 처음�

접해보고,� 배구장� 가본적도� 없고,� TV에서� 시합을� 끝가지� 본� 적도� 없고,� 스

포츠뉴스에서� 잠깐� 스친� 정도가� 다� 인거에요.� 담임할� 때는� 가서� 배구선수

들이�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언더핸드� 토스는� 어떤지� 동영상을� 찾아보고�

와라,� 보고난� 다음에�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과제를� 주기도� 했는데,� 이런�

교과전담에서는� 월요일에� 보고� 금요일에� 보고� 하니까� 그런� 과제를� 내주기

도� 그렇고..� 내줘도� 바로� 피드백도� 못주고,� 확인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것이�많아요.�

[장사랑�교사,� 사전�심층면담,� 201607]

장사랑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닌 학년 전담 체육교사는 과제를 내줘도 

확인할 시간이 없고,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들로 인해 체육수업 시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정된 수업 시간의 극복이 체육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층면담 결과 체육수업의 특성상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 시간을 확

보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모둠별로 제공하여 영상을 보여주거나 수업 

전에 학급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오게 하는 교사도 있었

다. 이들은 교육용 동영상이나 수업 아이디어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활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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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랑�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 남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차이가� 되게�

커요.� 교사가� 한명이고� 나머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케어하고�

피드백�주는�게�어려워서�아쉽죠.

[홍배려�교사,� 사전�심층면담,� 201607]

홍배려 교사의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학급 안에는 다양한 수준 

차의 학습자가 존재한다.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서 학습자의 수준차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과 활동량, 활동 수준을 제공하는 것

은 이상적인 체육수업의 모습이긴 하지만 한명의 교사가 제한된 수업 시

간 안에 해결하기엔 버거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체육수업 

시간에 처음 접하는 스포츠를 배울 때에도 한 두 시간 연습 후 실기시험

을 봐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방과 후에도 혼자 연습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원했다. 

어떻게�해야�그�운동을�잘� 할� 수� 있는지�사진이나�영상으로�운동하는�방법

을� 알려주면�좋겠어요.� 체육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그걸� 보면서� 운동을�어

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따로� 혼자서� 집에서나�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

[최민정�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영상으로�보면� 이해도�잘되고�수업� 시간에�선생님이�설명하는�시간도�짧아

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체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해볼� 수� 없는�

걸� 보면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수영� 같은� 지금� 할� 수� 없는�

걸� 동영상을� 보거나,� 경기하는� 걸�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체험�

할�수�있잖아요.�

[이준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학생들은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해 동영상 등을 찾아본 경험을 말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원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시범이나 설명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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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이지만, 한정된 수업 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배울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

생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즉각적인 개별 피드백을 주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도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설계가 필요하다. 학습(學習)은, 배우기만 하고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시범 동

영상과 사진자료 또는 설명용 애니메이션 등은 학습자가 수업 외에도 자

신이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연습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

습의 시․공간 제약을 초월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체험해보지 못한 다양

한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체험의 범위를 확장하고, 운동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태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에 활용할 풍부하고 체계적인 자료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으

로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최근 스마

트기기에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많아졌

다. 이들은 짧고 명료한 한 두 문장과 적절한 이미지 제공을 통해 사람

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한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며 영상을 보며 학습하기는 힘들다. 특히 스마트기기는 

이동성 때문에 공간의 변화가 잦고 짧은 시간 동안만 접속해 있는 경우

가 많다(임걸, 2011). 또한 초등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내용별로 콘텐츠의 깊이를 최소화하고 정보 확인 시간을 

짧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구진희, 신수범, 2013; 신승환 외, 2011).

애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도,� 그렇게� 혼자� 막� 열심히� 찾아보는�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sns� 둘러보다가� 간단하게나마� 글이� 포스팅� 되

어� 있으면..� 요즘에� 짧게� 그림이랑� 글로� 뭐� 알려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런� 것처럼� 좋아하는� 운동이� 타임라인에� 뜨면� ‘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

서�보게� 되고� 그러다보면�정보를�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소개� 같은�

게� 올라오면,� 아이들이� 평소에�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깐� 그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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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진� 않을� 것� 같지만� 나중에라도� 서점에� 가서� 보면� ‘어� 한번� 읽어볼

까?’� 하고�관심이�생길�것�같아요.�

[윤지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저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니

깐,� 체육� 할� 때� 깨달음을�주는� 글귀나�그런� 걸� 적어놓는�곳이� 있으면�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내용의� 글귀� 같은� 거요.� ‘즐기는� 사람은�이길� 수�

없다.’� 같은� 거.� 그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용기내서� 즐겁게� 도전� 할� 수� 있

을�것�같아요.�

[박지은�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학습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운동지식을 얻게 되고, 운동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짧은 시간동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제공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학습 자료는 학습 동

기유발과 효과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조사한 정

보나 감상 등의 기록을 교육 자료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Keller, 1987).

넷째, 기록하고 관리하기의 요구가 있다.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성취도 변화 과정이 기록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습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길 원했다. 면담에서 학생들은 최

근 스마트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동량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

서 가족이 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를 사용해보았다고 말했다. 이러

한 운동 어플리케이션은 평소 운동량을 체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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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목표세우고�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

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채우면� 뿌듯하고..� 그걸� 이루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도� 이거를� 해야지�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할� 거� 같아요.� 그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원의� 문구가� 나오거나..� 운동을�

열심히�한�주간은�그래프로�보여주면서�한주를�반성할�수도�있고..� 그� 기록

을�보면서�계획도�세우고..

[김보라�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하루에� 걷기나� 뛰기나..�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목표량이� 다� 될� 때까지� 해서�

얼마�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다� 못한다면� 충고해줘서� 더� 좋

은�습관을�들일�수�있게�도와주면�좋겠어요.�

[한지원�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학생들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 또한 이끌어 낸다.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자

극하는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효과적이다. 특히 신체활동을 통해 느

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자기주도적인 평생체육 학습자로 이끄는 필수 

조건이다(Whitehead, 2010). 따라서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활동

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학습 과정의 반성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기기는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Castelli et al., 2015). 

이러한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습자 개인의 체력 향상이나 운동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의 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요즘� 치어리딩� 영상평가를� 하는데.� 애들이� 음악도� 넣고� 치어리딩도� 하고.�

그걸� 찍어서� 보내면� 제가� 평가를� 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활

동이�포트폴리오�식으로�한�공간에�모이면�좋죠.�

장사랑�교사,� 사전�심층면담,�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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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이든�평소� 생활이든�그� 학생이�얼마나�운동을�좋아하고�참여하는

지를� 태도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소에도�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기록해서�꾸준하면�좋은�점수를�받으면�좋겠어요.�

[김보라�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최근 표현활동이나 동작도전 등의 활동을 영상으로 평가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 결과를 학생이 직접 촬영하여 교사의 개

별 메신저나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물을 한 곳에서 모

아보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가 있었

다. 학생들 또한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에

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태도 평가로 활용하고 싶

은 마음이 드러났다. 현재 건강영역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기르기와 

체력 향상 목표를 세워 실천하기 등을 체육 교과서에 실천 일지를 기록

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 교과서는 수업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학생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적 평가가 어렵다(이종목, 2007). 반면 스마트기기는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소지할 수 있고, 자신의 활동 내용이나 기록을 그 즉시 온라인

상에 공유할 수 있는 상시성 덕분에 이러한 체육 교과서의 한계와 태도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다(강인애 외, 2012). 따라서 스마트교

육 콘텐츠는 자기주도적 학습관리시스템과 이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설계상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활동 중심의 학습 구조와 개별화된 목표를 설

정해야 한다. 둘째,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과 건전한 소통문화를 나

눌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로 언제 어디서나 학

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인의 활동 내역을 누가

기록하고 통계를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자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계상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

고 현장 활용도와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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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요구분석을 통한 설계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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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분석 결과

환경분석은 학습자의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다양한 문헌과 학생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통합적 인식, 공감과 공유, 디지털 일상, 자기표현이라는 네 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그림 13] 환경분석 결과

첫째, 통합적 인식이란, 초등 학습자가 세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미

분화된 환경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이런 

학습 초기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Dewey, 1938). 

운동� 같은걸� 따로� 시간� 내서� 한다는� 생각은� 못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뛰는� 것도� 맨날� 뛰어요.� 학교� 갈�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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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갈� 때나� 뛰어가고,� 뭐� 사먹으러�편의점�갈� 때도� 뛰어가고(웃음).�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고� 할� 수� 있

을� 텐데..� 근데� 그걸� 특별히� 운동한다고� 구분해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요.�그냥�다�일상이지..�

[윤지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윤지영 학생과의 면담을 살펴보면 평소에 친구들과 걷고, 뛰고, 놀이하

는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을 특별히 운동으로 분리해서 규정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동이나 체육활동으로 구분하는 대신 자신의 자연

스러운 일상이며,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학습

자의 발달적 특성상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DPEG(Develop physical education group)의 초등 체

육교육을 위한 5가지 원리에서는 초등 체육이 발달적으로 적합해야하고, 

자기주도적, 통합적, 유기적, 범 생활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Jess,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삶과 연계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감과 공유란, 초등학교 학습자의 정서적 특성상 친구에게 공감

을 얻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큼을 말한다. 이들은 또

래문화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모두 공유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자신

이 경험한 일을 포함하여 사소한 일상이나 감정, 생각 등 생활 전반의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페북이나�카톡,� 카카오스토리�같은� SNS� 많이�해요.� 거기에�애들이�막�웃긴�

거나,�자기�셀카�올리거나�친구들이랑�노는�사진�올려요.�그럼�다른�애들이�

재밌었겠다� 이런� 댓글� 달아주고.� 뭐� 어디� 가면� 신기한� 거� 있다고�알려주거

나,�재밌는�거�있다고�보여주고.�그렇게�놀아요�다들.� � � � � � � � � � � � � � �

[윤지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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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SNS� 많이� 해요.� 학교� 홈페이지도� 있긴� 한데� 거긴� 애들이� 귀찮아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글을� 안� 올려요.� 만약에� 자기가� 글을�

올린다고�해도�아무도�안�봐줄까봐�걱정되니깐..�

[김소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또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이 시기의 학습자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한다(나은영, 2015). 본 연구에 참

여한 학생들 역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며 서

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김소영 학생은 

사전 심층면담에서 자신이 올린 글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봐 걱

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교류가 또래 

사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콘텐츠 설계 시 학습자의 일상을 쉽게 공유하고, 공감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설계 요소를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기표현이란, 남들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특징을 타

인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특성을 말한다. 면담에서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쓰는 메신저의 상태메시지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수시로 바꾸거나,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동영상 공유 채널을 이용해 인터넷 상

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 특징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영상을� 찍고,� 어디�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걸�체육�쪽으로�이용해서�활용하면�좋을�것�같아요.� 요즘�유튜

브에� 자기� 방송을� 찍어� 올리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렇게�사람들� 앞에� 자

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배운� 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 배드

민턴을� 수업� 시간에� 배운� 후에� 주말에� 가족과� 배드민턴을� 치는� 장면을� 찍

어서�올릴�수도�있고..�

[장사랑�교사,� 사전�심층면담,�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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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학습자는 주어진 정보를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가치와 맥락이 반영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한

다(이용일, 2013). 이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지 직접 제작한 콘

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한다. 최근 이러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자기주

도적 학습과 내적동기, 자율성 향상, 창의력 향상 등 교육적으로도 효과

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김여진, 양영훈, 김종훈, 2013; 김

장현, 정지윤, 2009; 유정수, 이지영, 2009). 따라서 이러한 현대사회 학습

자의 특성을 반영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디지털 일상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속에서 최신 디지털기기

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자들의 특징을 말한다. 디지털 네

이티브(Prensky, 2001; Tapscott, 2009)라고 불리는 현대 학습자들은 태어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마트기기를 접하고 이용해왔다. 이들에겐 스마

트기기의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닌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교육적 

활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거의� 다� 있어요.� 한� 반에� 22명인데� 거의� 다� 있어요.� 한두� 명�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도�만약에�반에서�다�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엄

마한테�말해서� 다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애들� 다� 음악� 듣거나�네이버�

카페� 많이� 하고,� SNS도� 하고,� 뭐� 동영상이나�웹툰도�많이� 보고,� 댓글도�달

고�그래요.� � � � � � � � � � � � �

[이준영�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어떤�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문제집� 검색해서� 풀기도� 하고,� 그런� 걸� 공부에

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요즘� 스마트폰�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많아

요.�게임�같은�거�말고도�할�게�많아요.�

[박지은�학생,� 사전�심층면담,�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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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에 대해 면담 대상이 된 다섯 학교의 

학생들 모두 학급에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은 한 명 내지 두 명에 불

과하다고 말했다. 이들 역시 부모님의 교육 방침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

이지 교육적 목적이라면 부모님의 핸드폰 또는 집에 있는 태블릿 PC 등

을 이용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대부

분의 초등학생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

한 온라인 학습이나 교육용 프로그램 등의 이용이 낯설지 않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 말에 따르면 교재 대신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학원

도 등장한지 오래고 이런 방식이 수강생들에게 인기도 많다고 한다. 국

내 스마트러닝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2012

년에는 2조 7478억을 달성, 2016년에는 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 시대, 디지털

화된 일상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설계상의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다른 과목과의 통합, 학교교육과 일상생활의 통합, 신체

적,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통합 등 통합적 교육활동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댓글이나 이모티

콘과 같은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셜네

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해 학습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자

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필을 설정하고, 활동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직접 제작해 학급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

점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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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환경분석을 통한 설계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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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 도출

앞서 제시한 문헌분석, 요구분석, 환경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스마트

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환경과 현장 

교사 및 학생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되,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

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종 개발 원리 

도출을 위해 문헌분석의 결과인 통합적 초등 체육과 스마트교육의 특징

을 기반으로, 현장 교사와 학생의 요구사항과, 현재 초등학생의 환경 특

성을 반영하였다. 문헌, 요구, 환경분석 결과로 도출된 각 요소 사이의 

연관성과 공통성을 확인하고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하위 요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상위 명칭을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성의 원리, 둘

째, 개별성의 원리, 셋째, 풍부성의 원리, 넷째, 개방성의 원리, 다섯째, 

공유성의 원리, 여섯째, 상호작용성의 원리, 일곱째, 연계성의 원리, 여덟

째, 자기주도성의 원리이다. 총 여덟 개의 개발 원리를 통합적 초등 체

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차원에 따라 두 개씩 분류하였다. 이를 도

식화하면 <그림 15>와 같다. 이와 더불어 각 원리에 해당하는 상세 지침

을 제시했다. 상세 지침은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

등 체육을 위한 개발상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발 원리로 범주화 되는 과

정에서 생략된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각 개

발 원리마다 제시된 3-4개의 상세 지침은 운동소양 함양이라는 목표를 

이끄는 통합적 체육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었다. 

또한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실제적 적용 

측면에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초기 개발된 개발 원리와 세부 지침은 스포츠교육학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타당성, 설명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등을 중심

으로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였다(김선영, 2013; 나일주, 정현미, 200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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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 2015).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구조화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유사

한 내용의 지침은 통합하여 진술하고, 개발 원리가 지침들 간의 공통적

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원리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하

라”의 형태로 추가 기술하였다. 

<표 20>은 전문가 협의를 통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발 원리와 세부 설계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 개발 원리는 총 여

덟 개의 개발 원리와 스물다섯 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16>은 차원별로 구분된 여덟 개의 개발 원리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네 차원으로 구분했지

만 각 원리와 지침은 여러 차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거나, 한 가지 차원 

안에서 여러 가지 원리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차원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예컨대 

자기주도성의 원리는 평가 차원에 적용되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

하고 평가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지만, 목표 차원과 방법 차원에 적용되

어 주도적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며 스스로 

학습 과제를 연습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이처럼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각 원리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복합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의 전 과정과 실제 교육활동에서 각 원리를 상

호 연계하여 적용하거나, 스물다섯 개의 세부지침을 콘텐츠의 유형과 사

용 맥락에 따라 일부 수정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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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 도출 과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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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스마트교육�콘텐츠�

개발� 원리�
운동소양�함양을�위한� 세부�지침

목

표

1. 차별성의 원리

“혁신적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라”

1-1.� 체육의� 기능적� 내용과� 인문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함

으로써� 학습자의� 운동소양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1-2.� 신체활동을�타�교과�분야와�연결해�다양한�측면에서�신체

활동의�가치를�찾고�통합적으로�학습할�수�있어야�한다.�

1-3.� 초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있는�흥미�요소가�설계되어야�한다.� �

2. 개별성의 원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라”

2-1.� 자신의� 프로필을� 설정하며� 스스로를� 학습의� 주체로� 인식

하고�자기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

2-2.� 개인의�맥락에�맞는�목표를�선정하여�자신을�둘러싸고�있

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삶� 속에서� 체육문화를� 능동적으

로�향유할�수�있어야�한다.

2-3.� 교사는�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수업� 관련�

피드백도�개별적으로�전달해�줄�수�있어야�한다.

내

용

3. 풍부성의 원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라”

3-1.�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

어� 자료를� 활용해� 체육의� 기능적� 측면과� 인문적� 측면을�

통합적으로�학습해야�한다.�

3-2.� 학습자는� 자신의�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풍부한� 멀티

미디어�자료를�활용해�표현할�수�있어야�한다.�

3-3.� 학생의� 학습활동을� 돕는� 자료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

동을�돕는�교사용�자료도�풍부하게�제공되어야�한다.

표 20.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 및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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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성의 원리

   

“지식과 문화의 

생산자 역할을 

하게 하라”

4-1.� 시스템�상에�주어진�콘텐츠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사용

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야�한다.�

4-2.� 교육자와� 학습자가� 교육� 자료와� 학습� 자료� 또는� 학습의�

결과를� 글,�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표현하고�공유할�수�있어야�한다.�

4-3.� 교육자와� 학습자가� 주도하는� 콘텐츠� 생성과� 공유를� 통해�

동시대의� 맥락을� 반영한� 운동문화를� 향유해나갈� 수� 있어

야�한다.�

방

법

5. 공유성의 원리 

   

“함께 나누며 

배우게 하라”

5-1.� 학습자� 또는� 교육자의� 교수․학습� 방법� 및� 경험을� 다른� 구
성원과�나눌�수�있는�공유의�장이�되어야�한다.�

5-2.�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경험과� 지식의� 나눔을� 통

해� 서로의� 교수․학습을� 돕는� 건전한� 체육문화� 공동체를�
구성해�나가야�한다.�

5-3.� 지식과�경험의�공유뿐만�아니라�정서와�감정의�공유를�위

해� 의견과� 느낌을�표현할�수� 있는� 이모티콘�또는� 댓글을�

입력할�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

6. 상호작용성의

원리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라”

6-1.�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육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을� 둘러

싼� 모든� 환경� 속에서� 총체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해야�한다.�

6-2.� 운동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

에�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6-3.� 활발한� 소통을� 격려하는� 개방적� 학습� 분위기와,� 개인의�

수준에� 맞는�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

위기를�동시에�형성해야�한다.�

6-4.� 콘텐츠�활용� 시,� 사용자들�사이의�개인적�의견�전달�통로

와,� 시스템�상�운영,� 교육적�운영에�대한�개선�의견을�전

달할�수�있는�통로를�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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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7. 연계성의 원리

 

“학교와 일상을 

연결하라”

7-1.� 학습�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일어나게�돕고�이를�바탕으로�평가할�수�있어야�한다.�

7-2.� 학습자를�둘러싸고�있는�환경�속에서�학습자가�직접�체험

하고,� 자신의� 흥미,� 능력,� 수준,� 지역� 환경� 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7-3.� 체육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력� 등을� 일

상의�다른�문제에도�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8. 자기주도성의

원리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고 평가하게 

하라”

8-1.� 활동�그래프�또는�통계표를�제공해�학습자�스스로�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활동을�

주도적으로�이끌어�갈�수�있어야�한다.�

8-2.�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 및� 평가에� 학습자가� 직접� 제작한�

e-포트폴리오나� 활동� 누가� 기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야�한다.

8-3.� 체육문화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운동문화를� 접하며� 나의�

신체활동�경향성,� 흥미,� 능력�등을�파악하고�다양한�측면

에서� 운동소양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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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

1) 차별성의 원리 : 혁신적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라

차별성이란, 스마트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학습 구성이 필요

함을 말한다.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디지털기기로 옮겨놓는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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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역동성을 지닌 콘텐츠 설

계가 필요한 것이다(이용일, 2015). 전통적 수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구조

화된 활동과 학습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 따

라서 스마트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교수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

이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콘텐츠를 단순히 기기에 맞게 전환하

는데 그쳐 실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Grant & Barbour, 2013). 스마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이동성이 있는 개별화 기기를 가지

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맥락을 고려한 융통성 있고 실제적인 

학습 경험이 가능하다. 스마트교육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에서 서로 떨어

져 있다는 거리상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구성, 유의미 학습, 실제적 학습, 협력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을 강화하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Moller et al., 2012).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교과교

육과 차별성을 갖는 혁신적인 모델 구성이 요구된다(Summey, 2013).

특히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끌기 위해서 학습자의 신체적 측면

과 지적, 정서적 측면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

다. 운동소양은 운동을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학습자의 자질을 말하

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체육교육이 필수적이다. 통합적 체육교육은 체

육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과 방법, 평가에서 통합적 방식을 지향한

다(최의창, 2013a, 2013b). 체육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 운동소양의 함양을 추구해야 하며, 내용은 

운동 기술과 경기 규칙뿐만 아니라 운동에 담긴 역사나 철학, 정신, 문

화 예술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방법 면에서는 운

동을 하는 것만이 아닌, 운동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 운동에 대해 마음

으로 느끼는 것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적 체험과 간접적 

체험을 함께 제공해야한다(최의창, 2014). 평가 또한 학습자의 외적 변화

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과정적 평가,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 글이나 그림, 영상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의 평가를 통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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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등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동기유발요소가 설계되

어야 한다(Lee & Hammer, 2011; Keller, 1987). 이를 반영한 세부 설계 

지침은 다음과 같다. 

1-1. 체육의 기능적 내용과 인문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습자의 운동

소양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1-2. 신체활동을 타 교과 분야와 연결해 다양한 측면에서 신체활동의 가치를 찾고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1-3. 초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 요소가 

설계되어야 한다. 

2) 개별성의 원리 :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라

개별성이란, 학습자 개인의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돕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Song, Wong & Looi, 2012). 개별성은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특성이다. 개별 학습자는 체육에 대한 흥미가 

서로 다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소양의 양과 질이 다르다. 따라서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

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 그리고 평

가는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닌, 학습자 

각자의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개인 소유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맥락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독립성과 내적 동기를 강화해 학습자 중심 학습이 일어나게 한다

(Kerawalla et al., 2007; Livingstone, 2007).  또한 “anytime, anywher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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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스마트교육 환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더 많이 

배울 수 있다(Moller et al., 2012).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학

습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학습 환경에 대한 

설정 권한을 줄 수 있다. 학습 콘텐츠의 디자인 설정을 자신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테마로 변경하게 하는 것도 개별화된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

이 된다. 특히 학습 초기의 관계 형성을 돕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용자의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사진이나 캐

릭터 등을 활용한 프로필 작성은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

신이 학습의 주체로서 활동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안성혜, 송수미, 성민영, 백선욱, 2009). 

또한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소양의 정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

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소양의 정도를 알고 그것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개별 목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나

갈 수 있다(Whitehead, 2013). 이에 따른 세부 설계 지침은 다음과 같다. 

2-1. 자신의 프로필을 설정하며 스스로를 학습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2. 개인의 맥락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

고 삶 속에서 체육문화를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3. 교사는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수업 관련 피드백도 개별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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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부성의 원리 :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라

풍부성이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을 말한다. 온라인 학습 환경

에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은 학습자의 감성적 반응을 수월하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학습자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외에도 게임, 시

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효과적 학

습을 돕는다. 어떤 학습자는 글로만 보아서는 이해되지 않던 동작이나 

원리도 동영상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학습자는 문

자와 그림을 함께 보여주었을 때 학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Mayer(2001)의 멀티미디어 학습 디자인 원리에 따르면, 글만 제시하는 

것보다 그림을 함께 제시할 때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며, 음성으로 들려

주는 것이 글로 써서 보여주는 것보다 학습에 효과적이다. 

특히 통합적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되어야 한

다. 운동에 관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을 통해 제공되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은 학습자의 심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최의창, 2001). 온라인상의 공간은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하고 방대한 수업 자료를 손쉽게 공유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음악, 명화, 시, 영

화, 소설, 문장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월하게 공유하고 저장

할 수 있다(Harasim, 1996). 

이러한 자료 공유는 서로의 감상과 성찰 내용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체육수업 후 반성일지를 쓸 때에도 단순히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작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스포츠 작품의 일부를 인용

하거나, 스포츠 음악의 가사를 개사하여 부르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의 풍부한 자료 접근성 및 저장성을 통해 체육

교육 상황에서 단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운동기능의 원리 이해, 운

동 자세 교정, 전문 시범 관찰, 반성적 정서 표현, 감상 등 폭넓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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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이영길 외, 2003). 

3-1.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체육

의 기능적 측면과 인문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3-2. 학습자는 자신의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3. 학생의 학습활동을 돕는 자료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을 돕는 교사용 자료

도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4) 개방성의 원리 : 지식과 문화의 생산자 역할을 하게 하라

개방성이란, 스마트교육용 콘텐츠의 구성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함을 말한다. 기존에 출시된 국내외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개발자에 의해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구성되어, 사용자가 교육 내용을 

바꾸거나 직접 구성해 나갈 수 없는 닫힌 구조로 설계되었다(최현정, 

2014).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교육 내용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관

리가 어렵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용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콘텐츠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조재춘, 임희

석, 2012).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사가 직접 자신들이 사용할 콘텐츠

의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학습 실현에 기

여하는 일이다. 또한 실제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 함께 만들어나가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집단지성을 통해 학습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신

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껴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운동소양 함양의 측면에서도 체육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인 학습자가 직

접 제작한 콘텐츠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일은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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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학습이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문화 향유에 대한 동기는 더욱 강화될 수 있

다. 교사의 교육자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대와 현장

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콘텐츠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

라서 현장 교사들이 생성하고 공유하는 교육 아이디어와 자료가 콘텐츠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콘텐츠 질 관리와 

보완을 위해서도 개방성의 원리 추구는 필수적 과제이다. 이를 반영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4-1. 시스템 상에 주어진 콘텐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2. 교육자와 학습자가 교육 자료와 학습 자료 또는 학습의 결과를 글, 그림, 사

진,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3. 교육자와 학습자가 주도하는 콘텐츠 생성과 공유를 통해 동시대의 맥락을 반영

한 운동문화를 향유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5) 공유성의 원리 : 함께 나누며 배우게 하라

공유성이란, 구성원 사이의 공유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게 해야 함을 

말한다. 학습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에는 구성원 사이의 활발한 공유 활

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조기희, 2015).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모바일기기의 이동성, 연결성 등을 이용해 서로가 연결된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Ozan, & Kesim, 2013).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구성

원의 경험과 감정을 수월하게 공유할 수 있다.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

보, 경험, 정서를 연결 짓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며 지식은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학습이란 학습자 개인의 지식 구성

과정이면서 동시에 학습자가 소속된 사회 문화의 실천 과정이다. 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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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다는 의미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화적 실천 과정을 경험

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다(Lave & 

Wenger, 1991). 따라서 같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학습 동료들은 단순

히 학습을 함께 하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Duncombe & Armour, 2004). 때문에 학

습자 주변, 즉, 근접발달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원이 함

께 할 때 학습은 더욱더 촉진될 수 있다.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은 전

통적 학습 환경에서는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었으나, 모바일

기기로 연결된 학습 환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

라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에 위치한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연결성을 통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며 활발한 학습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학습뿐만 아니라 교수의 측면에서도 공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교사 

자신의 교수 경험에서 나온 체육수업 아이디어 또는 수업 자료 등의 공

유는 교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Korthagen et al., 2001). 교사는 

정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만 따르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생산하고 재

구성하여 체육수업을 실행한다. 따라서 서로가 가진 실천적 지식을 공유

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Cochran-Smith & Lytle, 1999). 조기희

(2015)는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

성하고 오프라인 모임과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를 이용해 

체육 실천 사례와 느낌을 공유한 결과,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향

상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온라인 

카페보다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바일 메신

저가 공유와 소통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동

적 참여를 기반으로 그들의 체육문화 향유와 신체활동 참여 양상을 공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기기로 연결된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학

습 경험의 중심이 되고, 교수자는 안내자, 촉진자, 멘토의 역할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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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erge, 1995).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학습 내용이나 지식 또는 감상의 

공유는 학습자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의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감상 또는 반성적 사고의 공유는 체육

문화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학습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공유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운동소양 중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 예

를 들어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공유된 야구 만화나 야구 영화 등의 

감상평을 보고 야구에 흥미가 생겨 새롭게 배워볼 수도 있고, 야구장에

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과 관련된 노래나, 치어리딩 등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알게 되고, 스스로 실천해 봄으로써 결국 자신이 가진 운

동소양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스마트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상황 뿐 아니라 

구성원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Gerstein, 2013). 

따라서 학습자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정서를 공유하며 하나의 공동

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 것은, 교육적 요소를 세세하게 설계하는 일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함께 나누고 또 공감하는 활동은 긍정적 학습

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활발하면서도 안정적인 학습공동체 형

성을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댓글이나 이모티콘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의 설계가 필요한데 

이는 효과적 정서 전달 도구로서 대인간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다(김혜온, 2007). 이를 반영한 설계 지침은 다음과 같다. 

5-1. 학습자 또는 교육자의 교수․학습 방법 및 경험을 다른 구성원과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5-2.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경험과 지식의 나눔을 통해 서로의 교수․학습을 

돕는 건전한 체육문화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5-3. 지식과 경험의 공유뿐만 아니라 정서와 감정의 공유를 위해 의견과 느낌을 표

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 또는 댓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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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성의 원리 :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라

상호작용성은, 구성원 간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함을 말한

다. 상호작용은 온라인 공간의 학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과정이며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온라인 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학습자와 학습 내용 사이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Moore & Kearsley, 

1996).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교육용 콘텐츠는 학습자와 학습 내

용의 기초적 상호작용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강정화, 

2011; 이준, 구양미, 이윤옥, 김지경, 임진숙, 2013; 정수정 외, 2010). 온

라인 학습 환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서적 경험은 눈에 보이

지는 않지만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reijns, Kirschner & 

Jochems, 2003). 특히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학습 동기 부여, 긍정적

인 학습 태도 함양, 학습 만족도 증진 등의 정의적 측면에 효과적이고,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여 학습을 촉진한다(LaPointe & 

Gunawardena, 2004).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인상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

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구성원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증진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탐구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에도 필수적이

다(Liaw & Huang, 2000).

온라인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교육적 측면과 심리 정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Krejins et al., 2003). 이 두 가지 측면이 온라인상에서 공

동체의식을 만드는데 모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자들은 교

육적인 측면, 즉, 과제해결을 위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우선이라고 생

각해왔다. 교육의 효율성, 생산성 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습자 사이

의 정서적 상호작용 형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무관심은 종종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들의 실패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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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이상곤, 이지연, 2007; Krejins et al., 2003). 

체육교육의 측면에서도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정의적 측면의 발달이

나 감상 등의 수업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류민정, 2011; 안

양옥 외, 2013). 적절한 상호작용과 협력적 의사소통은 학습 과정에서 나

타나는 두려움을 줄여주고 학습자 사이의 친밀감을 높여 학습을 즐겁게 

인식하게 한다. 서사적 방식의 통합적 체육교육을 강조하는 하나로수업 

연구에서도 온라인 카페를 활용한 활동이 학생 간 상호작용을 도와 통합

적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전세명, 2010). 또한 운동

소양 함양을 통한 운동향유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과 감각을 타인 또는 환경과 언어적, 비언

어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자신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운동향유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된다(Whitehead, 2010).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의사소통 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체육수업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갈등 

상황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고문수, 손천택, 2005), 이러한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바른 의사소통 예절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

된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맞는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강화되고 더

욱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 모두가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책무성을 부여하고, 긍정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반영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6-1.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육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

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총체적 발달이 이루어

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6-2. 운동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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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3. 활발한 소통을 격려하는 개방적 학습 분위기와, 개인의 수준에 맞는 작은 성취

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동시에 형성해야 한다. 

6-4. 콘텐츠 활용 시, 사용자들 사이의 개인적 의견 전달 통로와, 시스템 상 운영, 

교육적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7) 연계성의 원리 : 학교와 일상을 연결하라

연계성의 원리란, 학교교육과 학습자의 일상을 연계해야 함을 말한다.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구조화되는 과정이

다. 따라서 학습은 학교와 일상을 분리해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며 

학습자가 학교를 나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학습자가 처한 상

황 또는 맥락은 학교 학습과 분리해서는 안 될 학습의 본질적 구성 요소

로, 무엇을 학습했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했

는가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소경희, 2009). 특히 체육과는 학습자의 전인

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학생의 삶과 밀착된 형태로 자연스

럽게 드러난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정과 체육시간만이 아닌 정과 외 체육시간, 즉, 학습자의 삶 속에

서 운동문화가 얼마나 향유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Sharples et al., 2007).

스마트기기를 통해 자신의 맥락에 맞는 실천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는 

주변적 참여자가 아닌 학습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완전한 

참여자’(independent person)가 되어 간다(Lave & Wenger, 1991). 학습

자 맥락 중심 활동은 그동안 체육수업에서 기능 부족 또는 여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외되었던 많은 학습자가 체육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김무영, 조미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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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2010). 특히 운동소양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속한 모든 환

경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Whitehead, 

2013). 소양의 함양은 학습자가 자신의 실제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 속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

교, 가정, 사회가 연결된 학습 구조 안에서의 지속적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Castelli et al., 2015). 더불어 실제 생활 속에서 실

천한 내용을 다른 학습자들과 나누며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

어야 한다. 그동안 ‘배운 것(the learned)’과 ‘활용하는 것(the used)’ 

사이의 괴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 

활성화된 지식이란 비판과 함께 실제적 학습의 요구를 촉진시켜왔다

(Brown, Collins & Duguid, 1989). 따라서 이동성이 강한 스마트기기를 활

용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학교와 일상의 학습을 연결하고, 보

다 실제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Herrington & Oliver, 2000; Rowe, Bozalek & Frantz, 2013). 이를 반영

한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다.  

7-1. 학습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일어나게 돕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2.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흥미, 

능력, 수준, 지역 환경 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신체활동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3. 체육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력 등을 일상의 다른 문제에도 적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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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주도성의 원리: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고 평가하게 하라

자기주도성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취 정도

를 평가해야 함을 말한다. 교육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라

는 말처럼,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높은 자기조절력과 자기

주도력이 필요하다(김혜온, 2007; 유한구, 2006). 즉, 학습자는 자신이 성

취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진도를 모니터링하며 목표 달성을 위

해 스스로의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평가를 위하여 학

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활용할 수 있다. 학

습관리시스템은 스마트교육 상황에서 개별 학습자의 활동 상황을 사용자

가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메타인

지를 자극해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를 돕고 자신의 성향,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체육교과의 건강 및 여가영역에서는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꾸준

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며 스스로의 건강과 여가

를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해왔다. 그러나 계획 수행을 표시할 체육 

교과서를 학습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와(박재정, 2007) 

학습자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

문에 실질적인 실행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교육 환경은 학습자의 실제적 활동 내용

을 글,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활동 내용이 온

라인 공간에 저장되어 개인별 발달 상황을 누적하여 보며 학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적절한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

여 학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성취 목표를 수준에 맞게 

조절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다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설계가 필

요하다(엄우용, 안병규, 2009; Jones & Issroff, 2007; Sharples et al., 

2007). 이를 반영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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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활동 그래프 또는 통계표를 제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

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8-2.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 및 평가에 학습자가 직접 제작한 e-포트폴리오나 활동 

누가 기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3. 체육문화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운동문화를 접하며 나의 신체활동 경향성, 흥

미, 능력 등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운동소양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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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개발 원리와 세부 지침을 적용하여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

이션의 형태로 개발했다. 어플리케이션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

는 대표적 스마트교육 콘텐츠 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묶어 실제 교육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장은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개요와 구

성, 세부내용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 

가. 어플리케이션 개요 

   

1) 이름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MY PE’(마이 피이)로 설정하였다. 마이 피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17] 어플리케이션 이름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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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이다. 마이 피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자 중심 주제인 체육교육의 앞글자인 P와 E를 따왔고 앞에 

MY를 붙여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체육교육이란 의미를 담았다. 둘째로, 

Play Everyday & Everywhere, 운동의 생활화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는 어플리케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동의 생활화를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로, Personalized Education, 개별화 교육이다. 학습자 개인의 흥미와 수

준에 맞는 학습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습자는 각자 소유한 스

마트기기를 이용해 학습의 능동적 주체가 되고 다양한 운동을 자신의 속

도와 성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2) 로고

‘MY PE’는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에서

도 밝고 활기찬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바탕색은 청량감

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다. 어플리케이션 이

름인 MY PE를 가운데에 크게 배치하고 흰색 서체를 이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주목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림 18] 어플리케이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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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대상 

본 어플리케이션은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담임교사인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자신의 학

급만을 관리하지만, 체육전담교사는 여러 학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

다. 정규 학교체육시간 외에도 방과후 활동이나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자

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4) 사용 목적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체육교육을 위해 설계된 본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통합적 운동소양 함양

둘째,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셋째, 운동의 기능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통합

넷째, 운동에 대한 흥미 증진과 건전한 운동문화의 향유

5) 사용 맥락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맥락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업과의 연계로, 수업 중에 일어나는 학습 활동을 돕

는데 사용하거나, 수업 후 일어나는 개별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활 속 체육의 실천으로 평소에 자신이 하

는 운동 내용을 공유하고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관심 있는 운동 

자료 공유하기, 스포츠 경기 관람하고 감상 공유하기 등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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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의 연계 예시

Ÿ 수업 중 친구의 운동 자세를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고 교정해주기

Ÿ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연습하고 그 내용 공유하기

Ÿ 친구들이 공유한 내용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Ÿ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적 기록하기

Ÿ 교사가 학습자에게 개별 피드백 전달해주기 

 생활 속 활용 예시

Ÿ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 일상에서 운동한 내용 공유하기

Ÿ 자신이 관심 있는 운동 찾아보고 그 운동에 대한 정보 공유하기

Ÿ 스포츠 경기 관람하고 관람 정보나 감상 공유하기

Ÿ 스포츠 관련 책이나 영화 보고 감상 공유하기

Ÿ 친구들이 공유한 내용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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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플리케이션 구성

      

1) 기본 구성 방식

어플리케이션은 실천하기, 나누기, 쌓아가기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

되며 세 활동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

을 실천하고, 실천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를 통해 소양을 쌓아간다. 

[그림 19] 어플리케이션 기본 구성 방식 

 실천하기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실천하고 표현하기 - 자신이 운동을 직접 한 것(운

동능), 운동에 대해 아는 것 또는 묻는 것(운동지), 감상문 쓰기 등 운동에 대

한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운동심)을 동영상, 그림, 글 등으로 표현하고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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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구성원과 나누기 - 스스로 공부한 내용이나 체험한 

내용을 학습공동체 구성원과 나누기, 다양한 수업 자료, 학습 자료 등을 나

누기, 다른 학습자의 체험 내용이나 질문에 댓글로 의견 나누기, 자신의 정

서 또는 생각 나누기

 쌓아가기

운동소양 쌓아가기 –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부족한 운동소양 쌓아가

기, 다른 친구들이 실천한 다양한 활동을 보며 운동기능, 운동지식, 올바른 

태도 등의 소양을 쌓아가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이나 교사가 내 준 

과제를 해결하며 운동소양 쌓아가기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해서는 개별화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구성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은 교사의 진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

루어지는 것이며(김선아 외, 2013: 120),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내용 구성

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용일, 2015). 학습자는 네트워크화 된 학습 환경 속에서 ‘생산

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게 된다(이용일, 2013). 따라

서 학습은 교과 내용의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내발

적 동기를 원동력으로 지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Mills 등(2014)은 모바일기기의 사용을 통한 학습자의 정보 탐색

(seeking)과 정보 공유(sharing) 활동이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을 연결하

고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끈다고 했다. 여기서 제

시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천하고, 나누고, 쌓아가는 활동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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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을 다른 학습자 또는 

교육자와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의 몸과 마음과 머리에 운동소양을 쌓아

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천하기, 나누기, 쌓아가기의 세 가지 활동 구성은 명확히 메뉴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메뉴와 내용 구성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있

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방과 후에 달리기 연습을 하거나, 달리기 관련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한 것이

고, 실천한 내용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은 ‘나누기’ 활동이며, 이를 통해 달리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

하는 일은 서로의 운동소양을 함께 ‘쌓아가는’것이다. 이 세 가지 활

동의 순환은 학습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시작 되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

의 실천과 공유를 통해 시작되기도 한다. 학급의 친구가 야구 경기를 관

람하고(실천하기) 온 내용을 학급에 공유하면(나누기), 다른 학급 친구들

은 이를 보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또는 야구 관련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쌓아가기). 야구에 흥미가 없던 학생도 이를 통해 야구를 배우며

(실천하기) 운동소양을 쌓을 수 있고(쌓아가기) 그 내용을 또 다른 친구

들과 나눌 수 있는(나누기) 것이다.  

본 어플리케이션의 구성방식은 기존의 교사 - 학습 내용 - 학생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성격의 교육이 아닌, 학습 내용과 구성원간의 끊임없

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쌍방향적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직선형이 아닌 순환형 구조를 만들어낸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공적화함

으로써 그에 대한 다른 학습자나 교사의 조언 또는 공감을 통해 지성과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학습자의 경험 공유

는 직접적인 실천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간

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다시 개인의 실천 가능성과 동기를 촉

진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결국 나에서 시작된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확장되고 이로써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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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운

동소양이란 운동문화를 자기주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화된 능력이

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맥락에서 향유하고 있는 운동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활동은 운동소양 함양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레이아웃과 플로차트

가) 레이아웃

기본 화면은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메인 메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은 숨겨진 메뉴를 확장시켜 보여준다. 

화면 조작을 통해 상하 및 좌우로 이동 가능하다. 

[그림 20]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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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로차트)

그림 어플리케이션 플로차트[ 21]



* 본문에 사용된 아이콘 및 사진 이미지 – Designed by freepic.com, icon-ic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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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플리케이션 세부내용 설계

1) 시작하기

Ÿ 첫 화면에서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가입한다.

Ÿ 교사와 학생은 교사 전용 메뉴, 학생 전용 메뉴

가 다르게 나타난다. 

Ÿ 체험하기(가이드) 버튼

∘ 가상으로 만들어진 학급 활동을 보면서 어플

리케이션 활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교육 목표 및 용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은 가입 후 도움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Ÿ 다음 단계에서 학교검색 기능을 통해 교사는 

자신의 학교를 검색할 수 있다. 

Ÿ 다음 단계로 그 학교에 속한 새로운 학급을 만

들 수 있다.

Ÿ 학생은 교사가 만들어 놓은 학급이 있을 경우,  

자신의 학교를 검색하여 원하는 학급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Ÿ 가입 신청 후 교사의 승인으로 학급멤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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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페이지 안내

◆ 학생 메인 메뉴 : NEW / MY / PE / Q&A

Ÿ NEW  학급 새 소식 

Ÿ MY  통합적 체육 학습

Ÿ PE  나의 운동소양, 나의 활동 관리

Ÿ Q&A  선생님 상담, 맞춤형 코칭

◆ 교사 메인 메뉴 : NEW / MY / PE / Q&A

Ÿ NEW  학급 새 소식

Ÿ MY  통합적 체육 학습

Ÿ PE  학급 관리, 자료 공유

Ÿ Q&A  학생 게시판, 교사 게시판

 검색 

Ÿ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찾는 내용 검색하기

 더보기

Ÿ 숨겨진 메뉴 보기

홈 학급 메인페이지로 이동

나의 학급
가입된 여러 개의 학급이 있을 경우 다른 학급
(방과 후 활동 등)의 홈으로 이동

사용자 설정
사용자 프로필 설정, 화면 디자인 테마 선정
[2-1]

생활체육 
도우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대
회 안내, 스포츠 시설 안내 및 연계 기능
[7-2]

도움말 어플리케이션 사용 안내 및 용어 설명

개별메시지 학급 구성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2-3]

앱 
개발자에게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오
류 개선을 개발자에게 제안[6-4]

적용된 개발 원리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개별성, 공유성, 상호작용성, 연계성, 자기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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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글 정하기

 댓글달기

◆ NEW 

Ÿ SNS 형태로 친구들이 올린 글을 사진, 동

영상 등과 함께 볼 수 있다. [5-1]

Ÿ 글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중 어떤 소양

에 중점을 둔 내용인지 구분하여 게시한

다. 이 때 각자가 선택한 소양 구분에 따

라 개인의 전체 소양 평가에 각각의 점수

가 쌓인다. [8-1] 

Ÿ 예로, 수업 중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운동

능 활동을 자주 게시하면 그만큼 운동능 

점수가 쌓인다. [5-2] 

Ÿ 교사는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격

려하고 개별메시지 또는 댓글로 학생들의 

활동에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다. [2-3]

Ÿ 각 게시글 밑의 모양을 클릭하여 관심글

로 지정할 수 있고, 관심글은 ‘MY’메뉴

에서 따로 모아 볼 수 있다. [5-3]

∘ 자신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공유하기 [7-2]

∘ 댓글로 운동 내용을 격려하거나 보다 나은 수행을 위한 정보 제

공하기 [6-1][6-3]

∘ 스포츠 관련 질문에 친구들이 댓글로 알려주기 [6-3]

∘ 친구들끼리 개발한 새로운 놀이나 규칙 등을 소개하기 [5-2][7-3]

3) 메인 메뉴 안내

가) NEW : 학급 새소식 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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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관련된 책, 영화, 예술작품 감상 뒤 느낌 공유하기 [1-2]

∘ 체육수업 후 좋았던 점, 반성할 점 등 체육 일지 쓰고 느낌 공유

하기 [5-1][7-3]

적용된 개발 원리 - NEW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개별성, 공유성, 상호작용성, 연계성, 자기주도성

나) MY (학생용) : 스스로 관리하기

◆ 학생용 MY 

학생용 MY 메뉴는 사용자 개인 페이지로,  

‘나의 운동소양’과 ‘나의 활동관리’로 나뉜

다. 이곳에서 자신의 활동 내용을 모아 보거나 

통계를 냄으로써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평가

할 수 있다. [8-1]

◇ 나의 운동소양

⬗ 나의소양

Ÿ NEW 메뉴에 올린 글의 구분을 통해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중 어느 소양이 많이 쌓였는

지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여준다. 수행결과

를 시각화함으로써 수행과제 및 평가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조미혜, 오수학, 2014).



- 141 -

Ÿ 각 소양별 점수는 각각 30점 만점으로 하

나의 글을 쓸 때마다 해당하는 소양의 점

수가 1점 증가한다. 세 소양의 점수를 모

두 합하면 90점이된다. 나머지 10점은 친

구들의 글에 공감 댓글을 다는 것으로 점

수를 얻게 하여 활발한 의사소통과 따뜻

한 분위기 형성을 장려했다. [6-2]

Ÿ 능소양 30점, 심소양 30점, 지소양 30점에 

공감 댓글 10개 이상을 작성하면 그래프

가 모두 채워지고 원 그래프 가운데의 사

람 아이콘 옆에 ‘전인별’이 생긴다. 

[8-1]

Ÿ 전인별은 자신의 운동소양이 그만큼 종합적으로 발달했음을 보여주고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제공하며 지속적 참여 동기를 유발시킨다. 전인

별 3개가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레벨이 상승하는 의미로 별의 색깔이 

바뀌게 된다. [1-3] 이와 같은 게임화 요소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

고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Lee & Hammer, 2011).

Ÿ 추가적으로 학습자가 캐릭터를 설정하고 캐릭터가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래픽이 들어간다면 학습자의 지속적 참여를 보다 효과적

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Ÿ 학습자의 소양 그래프는 월별로 통계를 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체

육 과목에서 태도평가, 자기주도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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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표

Ÿ 자신의 운동소양 중 더 발전시키고 싶은 소

양이나 부족한 소양을 선택해 그에 적합한 

달성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특

성에 맞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다. [8-3] 

Ÿ 목표를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응원과 격

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다. [6-3]

Ÿ 알람기능과 위젯기능이 활동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준다. 알림은 하루 동안 걸은 걸음

수와 함께 사용자의 목표와 운동소양 그래

프를 보여준다.  

Ÿ 이 때 친구들에게 온 응원메시지도 함께 표

시해 준다. 나의 목표를 공유하면 NEW 메

뉴의 활동창에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글

이 올라가게 되는데, 응원 메시지 보기를 

통해 목표 글에 달린 친구들의 응원 댓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Ÿ 소양 그래프를 채우고 전인별을 만들려면 

자신의 소양을 골고루 쌓아가는 것도 중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따뜻한 공감 댓글

을 남기는 것도 필수적이다. 상호작용활동

에 대한 책무성 부여는 보다 부드럽고 포용

적인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기 다른 수

준의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Krejins et 

al., 200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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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활동관리

⬗ 내 글 모음

Ÿ 학습자 본인이 올린 글을 모두 모아 볼 수 

있다. [4-1] 자신이 올린 글과 관심 자료를 

모아 보면서 스스로의 신체활동 경향성이

나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잘하는 부분

은 더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습을 통

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8-3] 

Ÿ 교사는 학생의 이름을 누르면 학생 개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그들이 올린 글

을 모아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해 e-포트폴

리오 형식의 평가를 할 수 있다. [8-2]  

⬗ 관심글 모음

Ÿ 타인의 글에 관심 표현하기를 통해 간편하

고 쉬운 상호작용을 돕고 구성원간의 친밀

감을 높일 수 있다. [5-3] 관심글로 지정한 

글은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모아

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습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Ÿ 관심 표현하기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들을 엮어주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이 주체

가 되는 체육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한다. [4-3] [5-2]

Ÿ 관심글을 모아 보면 자신의 신체활동 경향

성이나 흥미, 선호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데 활용할 수 있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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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MY 

교사용 MY 메뉴는 담임(전담)교사 전용 페

이지로, ‘학급관리’와 ‘자료공유’로 나뉜

다. ‘학급관리’는 다시 ‘학생활동통계’와 

‘학급목표설정’으로, ‘자료공유’는 다시 

‘주제별 자료’와 ‘교사별 자료’로 구분

된다. 교사는 이곳에서 학생들의 활동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함께 달성할 학급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과의 교육 자료 

공유를 통해 수업 자료와 교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학급관리

⬗ 학생활동통계

Ÿ ‘학생활동통계’메뉴에서는 학급 학생들

의 활동 내역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그래프를 통해 본 학급에 어떤 소양을 함

양하는 활동이 더 필요한지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1-1]

적용된 개발 원리MY(S)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차별성, 개방성, 공유성, 상호작용성, 자기주도성

다) MY (교사용) : 학급관리와 자료 공유하기



- 145 -

Ÿ 교사는 기간을 설정하여 학급의 월별 그래프

를 보거나, 학생 개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수행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2]

Ÿ 화면의 아래의 ‘통계 기간설정’을 통해 원

하는 시기의 활동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Ÿ 그래프 밑에는 학급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시된다.

Ÿ 교사는 ‘학급목표설정바로가기’버튼을 통

해 학급이 공통으로 노력해야 할 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학급 구성

원과 공유할 수 있다. 

Ÿ ‘개별 통계보기’는 학생 개개인의 활동 통

계를 보여준다.

Ÿ ‘개별활동통계’를 확인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온라인 메

시지나 오프라인 상담을 이용해 개별 피드백

을 줄 수 있다. [2-3] 

Ÿ ‘개별활동통계’에서도 원하는 기간을 선택

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간 설정은 교사가 수행평가를 하고자 할 

때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Ÿ ‘개별활동통계’는 학생 본인과 담임(전담)

교사만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는 볼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경쟁 과열을 막고 학

습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돕기 위함

이다. [8-3]



- 146 -

⬗ 학급목표설정

Ÿ ‘학급목표설정’에서는 활동 통계를 바탕

으로 학급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이 함

께 실천하도록 공지할 수 있다. 

Ÿ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함께 달성해 

가는 일은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을 강화

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나타내준다.  

Ÿ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목표일지라도, 어떤 

소양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본 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디

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실천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1-1]

Ÿ 학급의 목표는 수행평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육과의 건강

영역에서 ‘자신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기’

와 같은 성취 목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학습자는 NEW 메

뉴에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고, 꾸준히 실

천하는 모습을 업로드 함으로써 보다 실제

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8-2]

Ÿ 수동적이고 행동주의적인 목표보다 학습자

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으로 구성된 목표

를 설정하면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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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유

⬗ 주제별 자료

Ÿ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키워드(태

그)로 검색하거나 조회순 또는 가나다순으

로 정렬하여 찾아볼 수 있다. [4-3]

Ÿ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자료가 상위에 보

이게 되며, 각 주제별 게시판에 들어가면 

교사 본인이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교사의 자료를 볼 수도 있다. [4-1] 

Ÿ 각 게시판에서 확인한 자료 중 학급에 보

여주고 싶은 내용이나 영상은 NEW 메뉴나 

PE 메뉴에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자료를 

미리 보고 수업에 들어와야 하는 플립러닝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3-1][3-2][4-2]

Ÿ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며 발전할 수 있다. 

교사 스스로 제작한 자료나, 출처를 밝히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풍부한 자료의 공유

는 학습자의 통합적 체육 학습을 도울 수 

있다. [3-3][4-3][6-1]

⬗ 교사별 자료

Ÿ 가입되어 있는 교사는 모두 자신의 자료를 

모아둘 수 있는 개인 게시판이 있다. 교사

가 원할 경우 개인 게시판의 전체 또는 일

부 공개해 놓을 수 있다. 이 때 다른 교사

들도 검색을 통해 각 교사의 자료를 볼 수 

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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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각 교사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상표) 역

할을 한다. 교사마다 연구하는 분야나 관

심 있는 분야가 다를 수 있고, 주로 게시

하는 자료의 형태(동영상 자료, 사진 자

료, 지도안 등)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자료를 만드는 교사의 

경우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질 수 있다. 

[5-2]

Ÿ 글마다 공감하기 버튼과 댓글달기 기능을 

더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교사의 

게시판은 상위에 보이게 하였다. [5-3]

Ÿ 현재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교사 간 자료 

공유 웹페이지를 보면 교사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훌륭한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도 

좋지만 이를 모바일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면 교사 간 수업 

자료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화 되

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사에게 성

취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2-1][4-3] 

적용된 개발 원리MY(T)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차별성, 개별성, 풍부성, 개방성, 공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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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종목별 보기’와 ‘주제별 보기’로 나뉘며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종목별 보기

Ÿ 기존의 운동기능숙달 중심의 체육교육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몸과 마음

과 머리를 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및 과제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학습

한다. [1-2]

Ÿ 운동기술뿐만 아니라 스포츠 종목별 역사, 

규칙, 경기방법 등을 글, 그림, 동영상과 같

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학습한

다. [3-1]

Ÿ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체육을 통합

적으로 학습하며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고르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3-2]  

Ÿ 사용자는 교육 목적에 맞게 메뉴를 추가하

거나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양질의 자

료는 전문가 개발을 통해 일부 제공하고 그 

외 추가적인 자료의 업데이트 및 관리는 사

용자가 스스로 하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 되

었다. [4-1]

라) PE : 통합적으로 체육 학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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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E 메뉴는 조사학습, 과제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며 

학습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4-2]

Ÿ 운동기술이나 관련 지식을 학습자가 가정에

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2]

◇ 주제별 보기

Ÿ 스포츠와 관련된 문학, 음악, 예술작품, 영화 

등을 감상하며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다. [7-3]

Ÿ 문학, 음악, 예술 등과 관련한 양질의 자료

를 전문가 개발을 통해 일부 제시하고, 추가

하고 싶은 메뉴 또는 자료를 사용 맥락에 

맞게 편집할 수 있게 하였다. [4-1]

Ÿ 스포츠 명언은 요구분석에서 학습자의 요구

도가 매우 높았던 사항으로, 세계적 선수들

의 명언을 보며 학습자 스스로 도전할 용기

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운동심 

영역의 발달, 체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

성, 바른 인성 함양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7-3]  

적용된 개발 원리PE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차별성, 풍부성, 개방성,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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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Q&A 

학생용 Q&A 메뉴는 ‘선생님 상담’과 ‘맞

춤형 코칭’으로 나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궁금한 점, 건의할 점 등을 담임(전담)교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맞춤형 코칭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성향에 적합한 

운동을 전문가에게 추천받을 수 있다. 

◇ 선생님 상담

Ÿ 학생들은 담임(전담)교사에게 체육수업 관

련 질문을 하거나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

고 온라인 시스템 상의 문제를 의논할 수도 

있다. [6-1] [6-4]

Ÿ 게시글은 작성자가 공개나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어 윤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다. 

Ÿ 이와 같은 의사전달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유지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공동체는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더 오

랫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Ÿ 과제지향형 의사소통만 활발한 온라인 학

습공동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구성원 

간 활동이 저하되고 결국 홈페이지 자체가 

비활성화 되기 쉽다(이동훈 외, 2007; 

Krejins et al., 2003). 이를 방지하고 지속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의견

마) Q&A (학생용) :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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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려움 없이 표현할 통로가 필요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존의 온

라인 홈페이지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6-3]

◇ 맞춤형 코칭 

Ÿ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체육 전문가, 아동발

달 전문가 등과 상담할 수 있는 게시판이

다. 상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3]

Ÿ 공개된 질문과 답변은 다른 학습자들과 함

께 볼 수 있어 운동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다. [5-1][5-2]

Ÿ 요구분석 당시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길 원했다. 자신의 흥미, 신체 능

력,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운동을 찾고 싶

고, 또 그에 맞게 적절한 운동량을 계획해

서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체

육전문가, 아동발달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

을 수 있는 맞춤형 코칭을 통해 보다 전문

적인 지식의 공유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

동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2-2]

적용된 개발 원리Q&A(S)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개별성, 공유성, 상호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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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Q&A (교사용) : 묻고 답하기

◆ 교사용 Q&A 

교사용 Q&A 메뉴는 ‘학생 게시판’과 

‘교사 게시판’으로 나뉜다.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 공간이다. 

◇ 학생 게시판 

Ÿ 학생용 Q&A 메뉴의 ‘선생님 상담’과 같

은 메뉴로 학생과 화면 구성이 같다. 

Ÿ 학생용과 달리 비공개 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로 학생의 질문이나 의견

에 대한 답을 달아줄 수 있다. [2-3]

◇ 교사 게시판  

Ÿ 교사들 사이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 [6-1]

Ÿ 다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거나 수업 전략 등을 나누며 교수․
학습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5-1][5-2]

적용된 개발 원리Q&A(T)
(적용 지침은 본문 [ ]안에 표시)

개별성, 공유성, 상호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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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적합성과 교육적 기대효과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적합성과 현

장 적용 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현장적합성 평가에

는 사전 요구분석에 참여한 초등교사 5인과 초등학생 10인이 참여했다. 

평가는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 객관식 30개 항목과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면대면 설명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방향 및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제작된 

콘텐츠의 프로토타입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시해 평가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현장적합성 평가의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교육적 

기대효과를 살펴보겠다.

가. 현장적합성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객관식 30개 항목 평가의 전체 통계를 살펴본 결과 <그림 22>

와 같았다. 

[그림 22] 현장적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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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매우 그렇다’에 83%, ‘그렇다’에 16%, ‘보통이다’에 

1%의 비율로 응답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체육에� 흥미가� 없던� 사람이� 흥미를� 갖게� 되고� 모두가�

참여� 가능한� 체육활동을� 하기에�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체육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 좋고,� 활동� 자체가� 재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여�할�수�있을�것�같다.�

[한지원�학생,�평가지,� 201610]

자신의� 목표를� 이뤄가고,� 운동소양� 그래프를� 보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고� 충분히� 노력하여� 채울� 수� 있다는� 점에

서�우수하다.�

[박민희�학생,�평가지,� 201610]

설계에� 사전� 요구사항이� 실제로� 완벽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체육을� 못하는�

아이도,� 잘하는� 아이도� 모두� 흥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제� 생활

에서도� 재미있게�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까지도�같이�사용할�수�있어서�좋습니다.�

[최민정�학생,�평가지,� 201610]

평가지의 종합평가 부분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

났다. 체육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도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장점 덕분에 운동기능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사전 요

구사항이 실제 설계에 반영된 점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친구

와의 소통, 교사와의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실제 생활에서 유

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어플리케이션은 초등 체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평가 중점별 세부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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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적 효과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 ‘매

우 그렇다’에 78.8%, ‘그렇다’에 19.2%, ‘보통이다’에 2%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23] 교육적 효과성 평가 결과 

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에 흥미가 없던 학생

도 흥미를 갖게 되고 능력에 관계없이 학급 학생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스

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력을 기르고, 학습의 흥미 요소가 이를 지속하게 한다는 평가는 본 어플

리케이션이 평생학습을 위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체육이라는 주제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러한 공동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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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번호 질� �문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교

육

적

효

과

성

교육�

목표�

달성도

1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량과�

운동기능�향상에�도움이�되는가?
13 1 1 0 0

2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에� 관

한�지식�증대에�도움이�되는가?
11 4 0 0 0

3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에� 대

한� 열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

이�되는가?

10 4 1 0 0

4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가� 통합적으

로�체육을�학습하는데�도움이�되는가?
12 2 1 0 0

5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서의� 운동에� 대한� 태도� 변

화에�도움이�되는가?�

8 7 0 0 0

6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수업만� 행할� 때�

보다�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11 4 0 0 0

합�계
54

(72.2%)

18

(24.5%)

3

(3.3%)

0

(0%)

0

(0%)

학습�

내용

7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용� 멀티미디어� 자

료를�활용하고�있는가?
13 1 1 0 0

8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사례들로�설계되었는가?

13 2 0 0 0

9
학습� 내용은� 체육의� 다양한� 측면을� 담

아�통합적으로�가르치기에�적합한가?
12 3 0 0 0

10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적절한가?
12 3 0 0 0

합�계
50

(83.3%)

9

(15%)

1

(1.7%)

0

(0%)

0

(0%)

표 21. 교육적 효과성 평가 결과

성을 통해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학습 몰입을 도울 수 있다

(Garrison. 2007). 교사들 또한 본 어플리케이션이 초등 체육 활성화를 이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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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전략

11

사용� 중�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

습� 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활발

한�상호작용이�일어나는가?�

12 3 0 0 0

12

사용� 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

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적� 요

소가�있는가?

11 3 1 0 0

13
다양한� 수준의� 학습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맞춤식으로�활용할�수�있는가?
12 3 0 0 0

14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

하고�실행할�수�있는가?
12 3 0 0 0

합�계
47

(78.3%)

12

(20%)

1

(1.7%)

0

(0%)

0

(0%)

평가

15
학습활동에� 대해서� 개별적� 피드백이� 가

능한가?
14 1 0 0 0

16
학습자의� 운동기능,� 지식,� 태도의� 통합

적�측면을�평가할�수�있는가?
13 2 0 0 0

17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학습자의� 성취감�

또는�만족감을�줄�수�있는가?
12 3 0 0 0

합�계
39

(86.7%)

6

(13.3%)

0

(0%)

0

(0%)

0

(0%)

총�계
201

(78.8%)

49

(19.2%)

5

(2%)

0

(0%)

0

(0%)

 교육 목표 달성도

연구 참여자는 교육 목표 달성에 대한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72.2%, 

‘그렇다’에 24.5%, ‘보통이다’에 3.3%의 

비율로 응답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자

의 운동량과 운동기능의 향상, 운동에 관한 

지식 증대, 운동에 대한 관심 증대, 통합적 

체육 학습, 실제 생활의 변화, 전인적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

합적 초등 체육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 면에

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 교육 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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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4개 평가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83.3%, ‘그

렇다’에 15%, ‘보통이다’에 1.7%의 비율로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멀티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

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며, 체육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 통합적으

로 가르치기에 좋으며,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

에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

이션은 학습 내용면에서 초등 체육 현장에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5] 학습 내용 평가 결과

 학습 내용 

 교수ㆍ학습 전략

연구 참여자는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4개 

평가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78.3%, 

‘그렇다’에 20%, ‘보통이다’에 1.7%의 

비율로 응답했다. 사용 중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

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지속적으

로 학습 흥미를 유발시킬 동기유발요소가 있

으며,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

에 맞게 맞춤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주

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교수․학습 전략 면에서 초등 체육 현장에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교수․학습 전략 평가 결과 



- 160 -

 평가

연구 참여자는 평가에 관한 3개의 평가 항

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86.7%, ‘그렇

다’에 13.3%의 비율로 응답했다. 학습 활동

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가능하고, 운동기능, 

지식, 태도의 통합적 측면을 평가하기에 용

이하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학습자의 성

취감 또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평가 면에서 적절

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평가 부분 평가 결과 

2) 현장 적용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 적용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89.3%, ‘그렇다’에 10.7%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28]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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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번호 질� �문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현

장

적

용

성

학생�

수준
18

초등학생�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는가?

14

(93.3)

1

(6.7)

0

(0)

0

(0)

0

(0)

교사�

수준
19

현장� 교사가�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적

절한가?

14

(93.3)

1

(6.7)

0

(0)

0

(0)

0

(0)

실제성 20
실제�체육수업과�학습에�활용할�수�있

는가?

14

(93.3)

1

(6.7)

0

(0)

0

(0)

0

(0)

저작성 21
교사나�학급의�상황에�따라�적절히�변

형하거나�선택적�사용이�가능한가?

14

(93.3)

1

(6.7)

0

(0)

0

(0)

0

(0)

학교�

환경
22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가?

11

(73.3)

4

(26.7)

0

(0)

0

(0)

0

(0)

총�계
67

(89.3%)

8

(10.7%)

0

(0%)

0

(0%)

0

(0%)

표 22.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수준 

연구 참여자는 학생 수준 적합성 평가 항

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93.3%, ‘그렇

다’에 6.7%의 비율로 응답했다. 본 어플리

케이션은 초등 학습자의 수준에서 사용하기

에 어려움이 없고 메뉴가 간편해 사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저학년 학습

자의 경우 ‘소양’과 같은 용어들이 이해하

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용어의 설명이 쉽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 29] 학생 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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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수준 

연구 참여자는 교사 수준 적합성 평가 항목

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93.3%, ‘그렇

다’에 6.7%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초등교사의 수준에서 사용하

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운동소양’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본 어플리케이션이 보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

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내장된 도움말 

항목에 ‘운동소양’에 대한 설명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0] 교사 수준 평가 결과 

 실제성

연구 참여자는 실제성 평가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93.3%, ‘그렇다’에 6.7%

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

은 초등학교의 실제 체육수업 시간과 그 외 

학습활동에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심층면담 결과 체육에 관심이 

많지 않은 교사도 학습자 평가 측면에서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자

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어플

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31] 실제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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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성 

연구 참여자는 저작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93.3%, ‘그렇다’에 6.7%의 비율

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교

나 교사, 학급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

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

하지 않은 채 고정된 형태로 콘텐츠를 공급

하는 방식은 다양한 학교 맥락에 적용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맞게 메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림 32] 저작성 평가 결과 

 학교환경

연구 참여자는 학교환경의 적합성 평가 항

목에 ‘매우 그렇다’에 73.3%, ‘그렇다’

에 26.7%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

플리케이션의 활용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

려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층면담 결과 실제적으로 학교에 무

선 통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 데이터를 써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이는 통신비와 연결되

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한 학교의 무선 통신 시설 확

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 학교환경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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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번호 질� �문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설

계

타

당

성

교과�

정체성
23

본� 어플리케이션의� 구성방식과� 내용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내용이� 추구하는�

바를�고려하여�설계되었는가?�

14

(93.3)

1

(6.7)

0

(0)

0

(0)

0

(0)

목표�

지향성
24

본�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하고� 있는�

설계� 요소들은� 학습자의� 운동소양을�

함양하는데�효과적인가?

13

(86.7)

2

(13.3)

0

(0)

0

(0)

0

(0)

표 23. 설계 타당성 평가 결과

3) 설계 타당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설계 타당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86.7%, ‘그렇다’에 13.3%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4] 설계 타당성 평가 결과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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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25
본�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과� 메뉴�

등은�조화롭고�일관성�있는가?

13

(86.7)

2

(13.3)

0

(0)

0

(0)

0

(0)

윤리성 26

학습�내용이�성,� 연령,� 지역,� 인종차별�

등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윤리적으

로�적합한가?

12

(80)

3

(20)

0

(0)

0

(0)

0

(0)

총�계
52

(86.7%)

8

(13.3%)

0

(0%)

0

(0%)

0

(0%)

 교과 정체성

연구 참여자는 교과 정체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93.3%, ‘그렇다’에 

6.7%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

케이션의 구성 방식과 내용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내용이 추구하는 바를 고려하여 적

절히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교과 정체성 평가 결과 

 목표 지향성

연구 참여자는 목표 지향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86.7%, ‘그렇다’에 

13.3%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

케이션 내에 포함된 설계 요소들은 학습자

의 운동소양 함양을 효과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목표 지향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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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연구 참여자는 일관성 평가 항목에 ‘매

우 그렇다’에 86.7%, ‘그렇다’에 13.3%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과 메뉴 등은 조화롭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층면담에서도 어플리케

이션의 색상과 메뉴 구성 등에 만족하고 조

화로운 배치가 보기 편하다고 평가했다.  

[그림 37] 일관성 평가 결과 

 윤리성

연구 참여자는 윤리성 평가 항목에 ‘매

우 그렇다’에 80%, ‘그렇다’에 20%의 비

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의 

학습 내용은 성, 연령, 지역, 인종차별 등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그림 38] 윤리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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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번호 질� �문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

용

자

유용성 27
본� 어플리케이션은� 교사와� 학습자� 모

두에게�유용한가?

14

(93.3)

1

(6.7)

0

(0)

0

(0)

0

(0)

요구

반영성
28

본�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사전� 요구사

항이�실제로�반영되었는가?

15

(100)

0

(0)

0

(0)

0

(0)

0

(0)

표 24. 사용자 만족성 평가 결과

4) 사용자 만족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사용자 만족성에 대해 ‘매

우 그렇다’에 90%, ‘그렇다’에 8.3%, ‘보통이다’에 1.7%로 연구 참

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9] 사용자 만족성 평가 결과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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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요구 반영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100%의 비율로 응답했다. 

이는 사전 개방형 설문지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분석

하여 연구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

구 참여자는 평가지의 ‘종합평가’란에 “사

전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좋습니

다.”와 같은 평을 남겼다. 비록 많지 않은 수

의 참여자이긴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평가 까 [그림 41] 요구 반영성 평가 결과

만

족

성

독창성 29

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교육용� 프

로그램에� 비해� 창의적이고� 독자성이�

있는가?

12

(80)

3

(20)

0

(0)

0

(0)

0

(0)

만족성 30
본� 어플리케이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

고�앞으로�사용해�볼�의사가�있는가?

13

(86.6)

1

(6.7)

1

(6.7)

0

(0)

0

(0)

총�계
52

(86.7%)

8

(13.3%)

0

(0%)

0

(0%)

0

(0%)

 유용성

연구 참여자는 유용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93.3%, ‘그렇다’에 6.7%의 비율

로 응답했다. 심층면담에서도 학습자와 교사

가 모두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

점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

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0] 유용성 평가 결과 

 요구 반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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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본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사용할 현장 교

사와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현장적합성 

향상 측면에서 큰 의의와 가능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독창성

연구 참여자는 독창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80%, ‘그렇다’에 20%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교육용 프로그램에 비해 창의적이고 독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면담에서는 기존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그만둔 경험을 말하며,  

혼자서 하던 것과는 달리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급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므로 더 오랫동안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림 42] 독창성 평가 결과 

 만족성

연구 참여자는 만족성 평가 항목에 ‘매우 

그렇다’에 86.6%, ‘그렇다’에 6.7%, ‘보통

이다’에 6.7%의 비율로 응답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사용해 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

구 참여자는 본 어플리케이션이 빠른 시일 내

에 실제로 제작되길 바라며 사용해보고자 하

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그림 43] 만족성 평가 결과 



- 170 -

나. 교육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통합적 초등 체육을 통해 학습

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추구한다. 운동소양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나타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운동소

양을 갖춘 학습자는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며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운동향유력 또한 갖게 된다(최의창, 2013a). 

이에 본 어플리케이션을 초등 체육 현장에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과 운동향유 차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운동능 차원

운동능은 기본 운동 기술을 익혀 다양한 운동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말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운동능 차원에서 기대되는 본 

어플리케이션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운동능 차원의 교육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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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운동의 생활화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이 기대된다. 체육에서의 스

마트교육 활용은 학교 밖 일상에서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 학습자의 체

력 향상 효과를 가져 온다(전민경, 하주영, 2013).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다양한 운동을 매일 접하고 직접 실천하는 활동은 운동의 생활화와 

기초체력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제가� 막..� 그게� 있어요..� 작심삼일(웃음).� 운동� 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해

야지� 하다가도� 까먹고..� 근데� 이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나도� 규칙적으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밥도�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좋잖아요.� 하다� 안하다하

면,� 그게�막..� 운동을�갑자기�하면�쥐나거나�근육통�오거나�그러니깐..� 그런�

것도� 예방할�수� 있고.� 체력� 면에서도� 꾸준히� 운동할�수� 있으니까�기초체력

이�더�좋아질�것�같아요�

[김보라�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동의 

생활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

를 통한 바람직한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목

표를 설정하고 수행해가면서 바른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더불어 공

동체 구성원의 지속적 자극은 운동의 생활화와 이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의 촉매재가 될 것이다. 

둘째, 운동지식 증대를 통한 운동기능 향상이 기대된다. 본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 학습자는 운동에 대한 지식을 교사, 동료 학습자, 멀티미디어 

자료 등으로부터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지

식은 운동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기능의 향상을 도울 수 있다. 

선생님이�말로�계속�설명하다보면,�놓치거나�잘�못�볼�수도�있는데,�동영상

을� 올려서� 그걸� 같이� 보면�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전할� 수� 있어서�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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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 중에� 애들이� 많으니깐� 설명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시범이�안� 보일� 수도� 있으니깐�그런� 점에서�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들이�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실력도� 늘

고�더�잘하게�될�것�같아요.�지식이�생기면�운동을�더�잘하게�되잖아요..�

[박지은�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체육� 같은� 경우는�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도� 필요한데.� 그런� 걸� 자극� 시키

려면,� 운동선수나� 잘하는� 학생의� 모델이� 필요하죠.� 근데� 교사들은� 시범을�

보일� 때� 굉장히�부담을�많이� 느껴요.� 근데� 이� 앱을� 통해서�시범에�대한� 교

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배구의� 토스를� 한다.� 그럼�

이� 앱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에� 들어가면,� 배구의� 토스를� 기초적인� 걸� 배울�

수� 있는� 그런걸� 알려주는� 영상을� 보여� 주는� 거예요.� 또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그� 아이� 동영상을�찍고� 같이� 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찍어서�조

언을�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댓글로� 어떻게� 고쳐봐라� 피드백� 줄� 수도�

있고.� 여러� 모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수행�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있을�것�같아요.�

[장사랑�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교사는 그동안 제한된 수업 시간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을 

가르쳐 오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은 이러한 시･공간

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학
습 효과의 증대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동료 교수･학습을 돕는다.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 모습이나 과제 

수행 영상을 공유하는 활동은 전문가의 시범 영상과 더불어 교사와 동료

의 피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의 영상 및 교

사의 피드백은 운동 수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댓글 달

기를 통한 학습자 사이의 동료 교수는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운동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개개인의 운동기능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개별 연습을 통한 운동량 증가가 기대된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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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 활동 공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직접적인 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가� 어려운� 운동을� 배울� 때�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청했는데� 선생님이� 계

속�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고,� 학생들은�또� 계속� 선생님을� 기다려야하기�때

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선생님이

랑� 상담할�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혼자� 연습할� 수도� 있어서� 방

과� 후나� 수업� 전에� 혼자� 연습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러보다가�

재밌어�보이는�활동을�수업�끝나고�따로�하면� 신체적으로�많이�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체육시간이�좀�부족할�때가�많잖아요.� 그동안�하지�않던�시

간에�운동을�좀�더�하니깐�운동량도�더�많이�늘어날�것�같아요.�

[박지은�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자기�못하는�거�보여주고�싶은�애들은�없잖아요.� 만약에�잘�못하더라도,� 애

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깐�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나중에� 더� 잘하게� 된�

걸� 올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연습해서� 잘하게� 되면� 애들이� 인

정해주고�칭찬해주니깐.� 더�많이�연습할�것�같아요.�

[이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연구 참여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본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도 출처를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며 집에서 언제든지 반

복해서 보고 혼자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

어 수업 전에 게임이나 경기의 규칙을 보고 오거나, 배경지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하며 체

육수업의 예습과 복습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실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수업과 일

상에서의 개별 운동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운동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운동 참여 기회의 증대가 기대된다. 

스마트교육이 가진 쌍방향성과 상시성은 언제 어디서든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희봉 외, 2010). 본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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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구성원의 운동 체험 공유와 운동지식 공유, 실생활 속 운동문화 공

유를 통한 운동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공동체

는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여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서로의 관

심사를 나누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만나면� 거의�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 마련인

데..� 이런� 앱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좀� 더� 같이� 운동을� 많이� 하면서� 뛰어�

놀�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실제로� 축구하자고� 하면� 바로� 모여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페북같은� SNS로� 해요.� 페북� 보면,� 모

여서� 이거� 할� 사람하고,� 애들이� 거기에� 댓글� 달고,� 그럼� 같이� 바로� 모여서�

운동하고� 그래요.� 근데� 여자애들도�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한테� 맞는� 운동

을�찾아서�더� 적극적으로�모여서�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거

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수업� 끝나고�그런� 애들끼리�모여서�같이� 하자�하면�더�주도적으로�참

여할�수�있으니깐�좋을�것�같아요.�

[윤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애들이� 체험한� 걸� 올리잖아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좀� 더� 관심

을� 생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배

우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면서� 저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끼

리�언제�만나서�같이�하자�이런�얘기를�할�수�있으니깐..�

[한채원�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에 다른 친구들은 무슨 운동을 하는지, 그 

운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 안에 내재된 운동소양을 자극할 수 있

다. 이는 보다 다양한 운동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학급 구성원 사이의 공통 관심사를 형성하여 새로운 운동문화공

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 형성은 운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고 운동능 차원의 소양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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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지 차원

운동지는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는 인지적 능력과 지적 자질을 의미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이러한 

운동지 차원에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5] 운동지 차원의 교육적 기대효과 

첫째,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한 운동의 인문적 차원에 대한 기초 지식 

생성이 기대된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운동의 인문적 차원과 관련한 통합

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PE 메뉴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문학, 음악, 예술, 

명언 등은 그동안 운동의 기능적 측면만을 생각해왔던 학습자들에게 운

동의 인문적 측면에 관한 기초적 지식 생성을 도와줄 수 있다.

애들이� 책� 같은걸� 올리면� 저도� 그걸�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깐..� 그에� 관

한� 지식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 운동소양을� 그래프로� 보여주니깐� 그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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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채우려고� 책도� 읽고� 독서록도� 쓰고..� 평소에는� 자전거만� 탔는데� 이제

는�책도�읽고�감상도�쓰고�그럴�것�같아요.�

[이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스포츠� 문학,� 예술,� 음악,� 명언� 이런� 테마도� 있기� 때문에,� 운동에� 이런� 측

면도�있구나�하고�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이나�타� 교과랑�연계할�수

도� 있고.� 아이들이� 단순히�운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포츠�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인문적이거나�통합적인�내용들이�있구나�하는� 걸� 애들이�충분히�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될�것�같아요.�

[장사랑�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운동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미술, 음악, 국어 등의 타 교과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융합적 사

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적 측

면의 자극이 지나치게 경쟁 게임 위주로 치우쳐 있던 초등 체육교육 현

장을 보다 풍부한 콘텐츠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운동의 인문적 측면에 

대한 기초 지식 형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또래 사이의 운동문화 공유 및 생성을 통한 학습자 중심 운동지

식 생성이 기대된다. 본 어플리케이션의 설계를 위한 요구분석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새롭게 만든 놀이나 운동의 규칙을 알려주고 학급 

친구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그들은 기존에 있던 스포

츠를 좀 더 쉽게 만들거나 여러 놀이를 결합해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

내고 친한 친구들끼리 방과 후 시간에 직접 해보고 있었다. 이렇듯 운동 

방법이나 규칙, 놀이 문화 등을 공유하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학습자 중

심의 새로운 운동지식이 지속적으로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가�친구들이랑�새로운�게임�같은�걸�개발해서�반�애들이랑�같이� 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걸� 둘러보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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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해보자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새로운�운동은�다� 같이� 잘�

모르니깐�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있던거..� 예를� 들어�

배구랑� 피구를� 좀� 바꿔가지고� 올리면� 그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끼

리� 피구� 같은� 것도� 잘� 던지는� 방법이나� 잘� 받는� 방법을� 공유하면� 잘� 못하

던�친구들도�좀�더�배워서�피구도�잘�던지고�잘�받고�하면�더�재밌게�많이�

할�수�있을�것�같아요.�

[윤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이와 더불어 면담에서 평소 체육시간에 소극적이거나 재미 없어하는 

학생들은 그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운동을 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

다. 이에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지 학습자 사이의 방법을 공유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동료들의 조언을 

통해 운동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실력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

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자들은 기존의 수동적인 지식 

수용자의 입장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생성해나가는 지식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셋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학습을 통한 스포츠 지식의 증가가 기

대된다. 스마트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기

존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할 때 보다 자료 접근이 수월하여 정보 습

득에 효과적이다(임걸, 2011; 임정훈, 2011). 본 어플리케이션은 풍부한 

자료 공유를 통해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없

는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다(최의창, 2010). 

선생님이�조사하라고�한거나�이미� 올린거를�검색해서�볼�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스포츠� 같은걸� 배울�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모든� 운

동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관심� 없는� 운동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정보도�얻고,�또�어떻게�하는지�잘�알게�되면�실제로�해보게�될�것�같아요.�

[이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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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을�보면� 애들이�그냥� 선생님이�읽어주고�설명하는�것보다�동영상

을�보여주실�때� 더� 반응이�좋거든요.� 체육도�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 동영

상� 같은걸� 보여주면� 더� 관심을� 생기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많

이�배우기도�하고,�그러면�더�기억에도�잘�남고.

[김소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학습자는 스마트교육을 활용한 조사나 과제 학습을 통해 스포츠 지식

이 증가하고, 평소에 잘 몰랐거나 관심이 없던 운동 정보를 접하며 새로

운 스포츠에 입문하는 계기가 발생하기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더불어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자

극하고 성취도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어플리케이

션에는 교사들의 자료 공유 공간이 있어 서로의 교수지식과 자료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의 

스포츠 지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운동지능 신장이 기대된다. 이상진과 고

민정(2005)의 연구에 따르면 ICT 활용을 통한 체육과 수업이 학생들의 

운동지능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는 인터넷을 활용한 체육수업을 통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

천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데 도움을 얻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기주도

적 학습을 통해 운동에 대한 감각과 지각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원래는�보통�수업�끝나고�나면�끝이잖아요.� 누가�봐주지도�않고,� 개별로�상

담할�데도�없고,�어디다�질문할�데도�없고,� 근데�이렇게�친구들이나�선생님

한테�물어볼�수도� 있고� 아니면�코칭도�받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운동에� 대한� 관심의� 범

위나�나아질�수� 있는� 방향에�대한� 인지의�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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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에�대해서�아는� 것뿐만�아니라�활동이나�체육� 콘텐츠에�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방향도� 알�

수�있을�것�같아요.�

[홍배려�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자기� 특성에�맞는� 운동을�찾으면� 좋잖아요.� 많은� 운동을� 보다보면� 그� 중에

서�하나쯤은�자기한테�맞는�운동을�찾을�수�있을�것�같아요.

[박지은�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 자신의 운동 습관은 어떠한지, 본인 

성향에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등을 운동소양 그래프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몸이 아픈 

학생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담임교사나 다른 학생과는 상담하기 어려

웠던 의학적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과 

운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운

동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식, 감정의 공유는 학습자 개인의 운

동에 대한 감각과 지각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운동지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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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심 차원

운동심은 운동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 등과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하며, 운동지와 운동

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이러한 운동심 

차원에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6] 운동심 차원의 교육적 기대효과 

첫째,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한 운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 증대

가 기대된다. 운동의 기능적 측면만 생각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운동의 

인문적 측면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습자는 운동의 새로운 측면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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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을�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체육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 자기가� 몰랐던� 체육활동도� 알게� 되고,� 애들이

랑�같이�하니까�더�재밌고.�

[최민정�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이런� 명언� 같은� 게�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나

온� 좋은� 사례를�소개하면서�태도나�스포츠맨십이나�그런� 면에서�보여줄�수

도� 있고.� 그러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에서� 태도도� 중요한데� 그런� 건�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앱을�

통해서�쉽게�알려줄�수�있을�것�같아요.�

[박지은�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연구 참여자는 이전엔 몰랐던 체육의 다양한 측면을 알 수 있는 어플

리케이션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운동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 형성

이나 인성 함양의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소 체

육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들도 체육의 인문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

써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사실� 항상� 소심하거나� 몸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렇

게� 운동을�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모든� 아이들의� 요구

를�반영하지�않았나..� 그런�아이들도�내가�좀�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다

는�마음이�들게끔�잘� 만드신�것� 같고.� 또� 운동을�몸으로�하는� 것만이�체육

의�전부가�아니란�걸�알게� 되는�것만으로도�좋은� 결과를�이끌어�낸다고�볼�

수�있을�것�같아요.�

[홍배려�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교사들은 실제로 체육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꺼려하는 학생들에

게 체육의 인문적 요소를 먼저 접하게 하거나 심판, 감독 등 다양한 역

할을 체험하게 하며 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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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구로 예를 들면, 이전에는 배트로 공을 치는 방법, 공을 던지거나 

잡는 방법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으로 그쳤다면,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야구의 역사나 유명 야구선수의 일화,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 등 야구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야구 자체에 대한 흥미도 상승할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은 운동의 기능적 측면과 인문적 측면을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운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또래 사이의 운동문화 공유 및 생성을 통한 운동에 대한 흥미 

증대가 기대된다. 친구들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지, 주말에는 누구와 어떤 신체활동을 하며 보내는지 등은 

또래 문화에 민감한 초등 학습자의 공통 관심사다. 

TV에서� 연예인이� 하는� 운동을� 보면� 그게�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여서� 그

걸�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저도� 피겨스케이팅이� 재

밌어� 보여서�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이�하는� 거� 보면서� 아� 나

도� 배우고� 싶다,�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새로운� 걸� 해볼�

수�있을�거�같아요.�

[박민희�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체육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걸� 통해서� 태도가� 바뀔� 것� 같아요.�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피구나� 축구나� 말고도�친구들끼리� 모여서�다

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이� 더� 재밌어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반�

친구들이랑� 한다는� 거� 자체가� 흥미를� 끌어서� 체육에� 흥미가� 없던� 사람도�

잘�참여할�수�있을�것�같아요.

[최민정�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며 정보나 정서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학급 친구들이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은 하나의 자극이 되어 운동에 대한 

흥미를 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나은영, 2015). 이러한 흥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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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새로운 운동의 체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알고 있던 운동의 더 

깊은 측면에 대해 찾아보게 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즐

기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운동 주체로서의 자신의 역할 인식을 통한 운동에 대한 자신감

과 성취감 형성이 기대된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자신을 운동 학습의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세운 목표에 적합

한 수행을 하게 된다. 운동 주체로서의 인식은 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이

고 이를 달성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내�목표를�세우게�되니깐�그�목표를�이루려고�스스로�운동을�더�많이�하게�

될�것�같아요.� 저는�여기서�나의�운동소양을�알아보는�게�좋았는데,�자신이�

부족한걸�알� 수� 있고� 그걸� 채울� 수� 있어서�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부분이�

그래프로� 보이니깐� 그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다들� 잘

하고�싶은�마음은�항상�들잖아요.

[김은우�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저희� 엄마도� 만보계를� 쓰시는데� 맨날� 몇� 걸음� 걸었는지� 보면서� 오늘� 목표

를� 채우려고� 저를� 데리고� 꼭� 산책� 나가세요.� 근데� 저도� 제� 목표를� 세워서�

하면�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다� 채우면� 뿌듯하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더�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프를� 채우게�

되고� 그걸로�별이� 생기고�레벨이� 올라가니깐�그것도� 재밌고.� 내가� 하면� 하

는� 만큼� 그게� 보이니까�그만큼�더� 열심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레벨

이�하나�올라가면�또�다음에�다른�게�나오니깐�다음에�뭐가�나올지�궁금하

고�그래서�재미있을�것�같아요.�

[한채원�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수

행하는 과정을 통해 운동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이를 성취했을 때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한 



- 184 -

학습자 운동소양 그래프는 각 소양의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지

만 운동 실천에 대한 성실도와 상호작용에 대한 기여도 등을 보여줌으로

써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성취의욕을 자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활동은 학습자의 자신감 형

성을 도울 수 있다. 

자기� 특성에�맞는� 운동을�찾거나� 잘� 못하던� 것도� 연습하고� 그러다보면,� 자

신감이� 없고� 못하던� 친구들도�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래도� 체육은�남자가� 좀� 더� 잘한다는� 편견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여자들도�체육을�더� 잘� 알고� 잘�할�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신감

도�생기고.� 여자들도�잘할�수�있다는�걸�스스로�알게�될�것�같아요.�

[박지은�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운동을 몸으로만 보여주던 체육수업과는 달리 운동에 관한 지식이나 

마음, 태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동안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도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과 맥락에 맞는 운동으로 자

신감을 얻고, 운동 생활을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것으로 기

대된다. 이러한 자신감과 성취감은 학습자를 평생체육으로 이끄는 마음

의 바탕이 될 것이다. 

넷째, 공감과 소통을 통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이 기대된다. 본 어플리

케이션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습자 

사이의 공감 표현이나 댓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의견이 맞

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하기도 하면서 긍정적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야구할�때,� 어쩔�수�없이�남녀�같이�하면,� 남자애들만�주도적으로�하고,� 여

자애들은� 거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어플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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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느낌을�남기는� 거예요.� 오늘� 야구� 수업� 하는데�남자애들이� 너무� 자기

들끼리만� 해서� 속상했다.� 그렇게� 쓰면� 걔네도� 볼� 거� 아녜요.� 걔네도� 그럼�

아�쟤네도�저런�생각을�하고�있구나�하고,� 그렇게�공유하는�거예요.�그러면�

서로�마음을�알게�되고,� 친구들끼리�어색했으면�화해도�하고.� 아�오늘�내가�

괜히�화내서�미안해�하면서�사과할�수도�있고.� 그럼�좋을�것�같아요.

[김보라�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이기적인 행동을 줄여준다. 김보라 학생은 

평소에 남녀 학생 사이에 대화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소에� 잘� 참여�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지도

해주고,� 친구들이� 댓글로� 응원도� 해줄� 수� 있고� 하니깐� 조금� 체육에� 대한�

무서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어서� 자신

감도�생기고�사이도�더�좋아질�것�같아요.

[박민희�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부끄러워서� 글도� 잘� 못� 쓰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공감� 댓글이�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나쁜� 말이나� 욕도� 쓰지만� 이게� 있으니깐,� 이� 공감�

댓글을� 달아야� 그래프가� 완성되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운동을�못하는�게�잘못은�아니잖아요.

[김소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박민희 학생과 김소영 학생은 친구들의 응원이나 격려의 중요성을 언

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 체육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말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

위기 속에서 학습자는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평소에 반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온라인상에

서는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같은 방식으

로 선생님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학습자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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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의사소통 통로 마련은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 개선과 체육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과 공감은 

따뜻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교과 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4) 운동향유 차원

운동소양을 갖춘 학습자가 자신의 운동소양을 기반으로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운동

향유력이라고 한다(최의창, 2013a). 이러한 운동향유 차원에서 기대되는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7] 운동향유 차원의 교육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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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또래 사이의 운동문화 공유 및 생성을 통한 건전한 운동문화 확

산이 기대된다. 공유된 또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초등 학습자는 친구들

이 모여서 어떤 놀이를 하는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민감

하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기반으로 보다 건전한 

운동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에는� 관심이� 없어도� 친구한테� 관심� 없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애

들끼리� 체육에� 관해서� 놀다보면�체육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 친구가� 예쁜� 가디건을� 사면� 자기도� 와� 이거� 어디서� 샀어?� 이쁘다� 하면

서� 나도� 살래� 하잖아요.� 그것처럼� 친구가� 운동� 하자고하면� 같이하고,� 친구

가� 운동� 하는� 게� 좋아� 보이거나� 재밌어� 보이면�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여자� 애들끼리� sns에서� 어디� 다른� 동네로� 놀러가자,� 먹으러가자� 하는데� 이

거를�뭐�자전거�타러가자나�같이� 무슨�놀이하자�이렇게�주제가�바뀔� 수� 있

을�것�같아요.�

[김보라�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또래문화에 매우 민감하며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

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운동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남자애들이� 맨날� 할� 게� 없으니깐� 컴퓨터� 게임� 얘기만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면서� 게임� 얘기가� 운동� 얘기로� 바뀔� 것� 같아요.� 게임� 얘기를� 주도하

던�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학교� 분위기나� 반�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 같아요.� 사실� 체육� 싫어하는� 남자애는� 없잖아요.� 그렇게� 정신이� 분산되

면서� 좀� 건전한� 쪽으로� 바뀔� 거� 같아요.� 조용하고� 체육에� 관심� 없는� 애들

도� 애들끼리� 하는� 이야기에는� 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없던�관심도�생기고�그러다보면�체육도�열심히�하게�될�거�같아요.�

[이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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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학생 연구 참여자는 요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게임밖

에 없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대화 주제가 게임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말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싫어도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게임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친구들 사이에 건전한 운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친구들

과 본인의 생활이 좀 더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도 친구들이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들과 같은 주제

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운동의 

즐거움을 알고 지속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따라

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생들 사이의 건전한 운동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결을 통한 삶과 하나 된 운동문화 향

유가 기대된다. 연구 참여자는 체육시간에 학습자끼리 찍은 영상을 공유

하거나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했던 놀이의 소개, 가정에서 주말에 즐긴 

관람 스포츠의 공유 등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가정까지 체육활동의 범위

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일단은� 범위가� 학교� 운동장을� 넘어서� 일상생활로� 확대될� 것� 같아요.� 학교

에선� 주로� 시간이나� 장비상의� 제약으로� 기능� 연습이나� 경기� 위주라면,� 집

에서는�스포츠에�관한�책이나�영화나�이런� 걸� 가지고�스스로�학습할�수� 있

는� 측면에서� 충분히� 시간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범위나�외연이�넓어지지�않을까�해요.�

[강인성�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가정과� 연계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부모님도� 주말

에�함께�스포츠를�즐기거나�아니면�관람스포츠를�즐기면서�더�화목해지고.�

[홍배려�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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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기존에 학교체육수업에 제한되던 교육활동이 학생의 자

기주도적 학습으로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체육교육의 범위와 외연이 넓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교, 운동장, 체

육수업이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지던 체육교육의 범위가 

학습자의 실생활까지 연계되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5 개정 체육

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연계하며 체육교육의 범위

를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어플리케이션은 교사중심, 학교중심의 체육에서 벗어나 학교, 학생, 가정

이 연계된 학습공동체 안에서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계된 운동문화를 향

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운동의 중요성과 즐거움 인식을 통한 평생체육의 발판 마련이 

기대된다. 학습자는 서로의 운동 체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운동 참여 양

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다른 친구들이 즐겁게 운동에 참여하는 모

습은 하나의 자극이 되어 운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적 운

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마련한다. 

서로�공유를�하면서�운동을�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안� 해봤던�활동도�

친구들� 하는� 게� 올라오면�재밌어� 보이니깐,� 어� 나도� 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나�관심이�생겨서.� 지금�당장�밖에�나가서�하지는�않아도.� 나중에�언젠가는�

해볼�수�있을�것�같아요.�그런�마음이�생길�것�같아요.�

[이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학생들이� 자기� 체력이나� 운동에�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깐,� 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면서� 더�

하게�될�것�같고.� 그러다보면�평생체육으로�나가는�발판이�되지�않을까.� 내�

삶의� 일부로� 항상� 운동이� 필요하다는걸� 알고,� 내가� 그것들을� 계획하고� 꾸

준히�실천해나가는�능력이�생기면서�학교� 현장을�떠나더라도�그걸� 평생� 할�

수�있겠죠.�

[강인성�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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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서로의 운동 체험을 공유를 통해 해보지 않았던 운동에 호기

심과 관심이 생기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러한 관심은 지금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운동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형성해 언제라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반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체육을� 한� 번� 좋아하게� 되면� 계속� 체육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한동안� 안�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좀� 밋밋했어요(삶

이).� 평소에�운동을�하다가�안�하니까..� 즐겁지가�않았어요.� 다른�애들도�저

처럼�한�번�그렇게�좋아하게�되면�계속�하게�될�것�같아요.�

[김은우�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초등에서는� 체육을� 좋아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게� 제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수업� 40분� 동안�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얼마� 못하거든요.� 결국� 운동을� 지속적으로� 잘하게� 하려면� 좋아하게�

만들어야�해요.� 그런데�이�앱은�긍정적인�태도를�갖고�도전해보는�마음.� 좋

아하는�마음을�갖는�측면에서�충분히�도움이�될�것�같아요.�

[장사랑�교사,� 사후�심층면담,� 201610]

연구 참여자는 운동의 즐거움 인식을 통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강조

했다. 특히 초등 학습자의 경우 운동의 기술적인 측면을 익히는 것보다 

운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초등학교시기에 경험하는 체육은 체육의 전 과정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

한 단계로 평생 동안 참여할 신체활동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Jess,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 학습자가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육 교과와 운

동에 대한 중요성과 즐거움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평생체육 기반을 마련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한 폭넓은 운동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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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운동문화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

는 본 어플리케이션을 ‘나만의 체육도우미’, ‘나만의 운동친구’등으

로 표현하였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 

교육을 통해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체육에 대한 시각도 보다 넓어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체육을� 안� 좋아하던� 애들도� 이걸� 써보면�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sns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체육에� 대해

서� 공부하는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이� 혼자� 예습이나� 복

습을�할�수도�있고,�운동의�새로운�면들을�찾는�거라고�말해줄�것�같아요.�

[김보라�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체육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정보를� 공부하면서� 체육을� 약간�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체육이� 그냥�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정보도� 알고,� 지

식도� 배우고,� 의사소통도� 하는� 게� 다�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체육의� 새로운�

면을�알게�될�것�같아요.�체육에�대한�생각도�바뀌고..

[박민희�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학생들의 말처럼 ‘운동의 새로운 면’, ‘체육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될 수 있단 점에서 통합적 체육교육이 보다 폭넓은 운동문화를 체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운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도 얻으며, 다른 친구들과 운동에 관

해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서 체육을 다시 보게 되고, 체육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저도� 애들이랑� 자전거� 탈� 때� 보면,� 노을� 같은� 거� 사진� 찍고� 그러는데..� 풍

경이� 진짜� 예쁘긴� 예뻐요.� 근데� 그런� 사진� 공유할� 데도� 없고.� 카ㅇ같은데�

올리면� 애들이� 이게� 뭐냐� 하니깐.� 근데� 여기는� 운동한� 거나� 감상이나� 올리

니깐�그런�사진도�편하게�올릴�수�있어서�좋을�것�같아요.�

[이준영�학생,� 사후�심층면담,�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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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의 공유, 경험에 대한 기록의 공유는 학

생들이 직접체험해보지 않은 운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차원의 운동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 입장에서도 제한된 수업 시간에 쫓겨 신체적인 

측면에 치우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음이 늘 아쉬운 점이었는데 본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그런 아쉬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체육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보다 

폭넓은 운동문화를 체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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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교육적 기대효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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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

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개발된 콘텐츠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통합적 초등 체

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구현 모습은 어떠한가, 셋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현장적합성은 어떠한가로 설정하

였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다각적 분석을 통한 현장 친화적 콘텐츠 개발 원리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연구자 중심의 이론적 분석만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는 현장적

용성이 낮고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콘텐츠 개발 

이전에 현장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경청하고 학습 환경을 고려하며 이를 

학술적 논의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요

구, 환경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이론과 실제의 연

결점을 찾고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은 다음의 원

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차원에서 차별성의 원

리와 개별성의 원리를, 내용 차원에서 풍부성의 원리와 개방성의 원리

를, 방법 차원에서 공유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성의 원리를, 평가 차원에

서 연계성의 원리와 자기주도성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한 8개의 개발 원리와 25개의 상세 지침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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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개발의 전 과정에서 실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일반적, 보편적 개발 원리 제시는 교육과정 단원과 활동 종류에 관

계없이 통합적 초등 체육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활동 체계에 개

발 원리와 상세 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적 초등 체육의 실천을 효과

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된 콘텐츠는 ‘MY PE’

(마이 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며, 체육교육(Physical Education), 운동의 

생활화(Play Everyday, Everywhere), 개별화 교육(Personal Education)의 의

미를 담고 있다. 마이 피이는 첫째, 통합적 운동소양의 발달, 둘째,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셋째, 운동의 기능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통

합, 넷째, 운동에 대한 흥미 증진과 건전한 운동문화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은 실천하기, 나누기, 쌓아가기라는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실천 경험을 나누고, 나눔을 통해 소양을 쌓아가는 순환적 학

습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학습과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을 연결하는 심리스 러닝을 구현하는 주요 요인이

다. 또한 마이 피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운동소양을 쌓아감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운동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체육교육의 가치

를 개인의 범주에서 사회의 범주로 보다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현장적합성이 우수하

고 운동소양 함양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향후 초등 체육 현장에 적용하

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적합성 평가 결과 마이 피이는 교육적 효과

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의 각 측면에서 높은 만족

도를 얻어냈다. 평가의 전체 통계를 살펴본 결과‘매우 그렇다’에 응답

한 참여자는 83%로 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



- 196 -

다. 특히 사용자 요구 반영성 항목에서 100%의 만족도를 이끌어낸 점은 

설계 당시 실제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를 분석적으로 접근해 현장 친화적

인 콘텐츠 개발 원리를 도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스마트

교육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문헌, 요구, 환경의 다각적 분석이 필수적임

을 시사한다. 높은 현장적합성과 더불어 운동소양의 각 측면에 대한 교

육적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능 차원은 기초체력의 향

상, 운동기능 향상, 운동량 증가, 운동 참여 기회의 증가를, 운동지 차원

은 운동의 인문적 차원에 대한 기초 지식 생성, 학습자 중심 운동지식 

생성, 스포츠 지식의 증대, 운동지능의 신장을, 운동심 차원은 운동의 다

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 증대, 운동에 대한 흥미 증대, 자신감과 성취감 

증대, 바람직한 태도 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운동향유 차원은 

건전한 운동문화의 확산, 삶과 하나 된 운동문화의 공유, 평생체육의 발

판마련, 폭넓은 운동문화 체험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이 피이 어플리케이션이 향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운동소양 함양 측면에서 효과적인 콘

텐츠임을 설명해 준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와 상세 지침은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개발을 돕는 이론적 틀이자 실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체계적 과정을 통해 개발된 마이 피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개발의 시작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한 학습자 중심 콘텐츠 개발이란 점이 현장적합성과 교육적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적용은 통합적 체

육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

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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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

육 콘텐츠 개발 연구의 실천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

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제언과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고자 한다. 

가.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실행과정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교육 실천의 측면에서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교육적 신념을 기반으

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현장 교사와 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6)는 미래사회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교육청(2016)에서도 융합형 스포츠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21세기 교사와 학생은 교육의 소비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맥락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생산해나가야 한다. 이에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연구자와 

정책가 등에 한정된 개발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인 현장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 참여 또는 주도적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토대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일정 과목 또는 정해진 시간에 제한된 사

용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

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체육과의 목표인 운동소양 함양을 기반으로 설계되

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이 학습자의 실제 활동 내용을 



- 198 -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천의 공유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체

육 외 다른 교과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교육용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전 과목을 한 사람의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초등교육 현장

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과목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활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과목 간 통합, 과목 내 통합, 학교와 일상의 통합 등 보다 

폭넓은 통합적 활용을 통해 학습자 생활 전반에서 본 어플리케이션을 유

용하게 활용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와 자율성을 전제로 한 활용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강한 동기는 내적

으로 발현된 동기이다. 내적 동기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라는 학습 도구의 

참신함 등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자율성이 확보되

었을 때 지속된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날 때부터 스마트기기와 친숙하

게 생활해 온 현대 학습자에게 지나친 규제와 제약은 학습에 대한 흥미

를 잃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자유롭게 자

신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때에는 교사나 학부모의 지나친 규제보다는 교육적 테

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들의 표현활동과 의사소통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

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보다 활발하고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자 문화 

향유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자율성이 확보된 소통 문화야 말

로 학습자의 지속적 참여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속적 배움으로 나아가

는 선순환의 여정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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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은 통합적 체육교육 측면과 교육 공학 측면

의 학문적 성과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가 갖는 일부 제한점을 

검토하여 추후 실천적, 다각적, 융합적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그 기초적 

역할을 담당한 본 연구의 의의를 더하고 보다 의미 있는 학문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실행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설계 원리에 따라 래피드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이 

결과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조작에 대한 설명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

이션 형태로 자세히 제시하긴 하였지만, 실제 버튼을 누르거나 글을 쓰

는 활동 대신 태블릿 PC로 그래픽의 확대 및 메뉴 이동 정도의 조작만 

가능한 중 충실도(mid-fidelity)의 프로토타입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

용자 반응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어플

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적절한 활용방안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1년 내외의 단

기간에 수행되는 연구 외에도 보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살피는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과 적용 과목의 확대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

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의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

등교사와 초등 고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체육교육을 위한 스마

트교육 콘텐츠 개발 전반에 걸친 과정 탐색과 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운동소양의 발달은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

지거나 최종 도착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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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지속적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정

규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의 체육수업, 방과후 스포츠클럽,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현장의 특수성과 환경에 

맞게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원리를 검

증하고 보다 정교화 시키는 과정을 거쳐 일반화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 교육은 어느 한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 학습자를 대상으

로 다양한 과목에 적절히 수정 및 변형하여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설계원리의 보편성과 타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추후 연구 대상과 과목의 확대 적용을 통해 본 연구의 개발 

원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통합적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이는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며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체육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운동소양 함양이란 이론적 논의를 실

천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체육에서의 스마트교육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의 실행과 교육적 기대효

과를 살피며 현장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직까지 현장과는 

먼 거리에서 이론적 수준으로 존재하는 운동소양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수준으로 보다 현실화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하

나의 시도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운동소양 함양을 이끌 수 있는 통합적 

체육교육의 다양한 실천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와 연계된 관점에서 체육과에서의 스마트교육 활

용의 효과를 통합적 체육과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 측면에서 보다 상세히 

밝히고, 성장의 유형 또는 성장 과정과 더불어 이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교육 정책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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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연결해 활용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7560+’프로그램이나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학교 스포츠클럽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본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과 학생의 전

인적 성장에 대한 효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은 틈새 시간을 이용한 자율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학생건강체력평

가(PAPS)의 관리 및 처방을 위해 개별 신체활동 결과 조회, 건강 체력 

일지 작성,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보다 접근하기 쉬운 개인 스

마트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시행의 측면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가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02 -

참고문헌

강나리(2012). 하나로 수업 모형 실천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변화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강우식, 전주성(201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소셜 러닝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의 교수 매체적 속성과의 관계 탐색. 교육종합연구, 11(3), 119-138.

강인애, 임병노, 박정영(2012). ‘스마트 러닝’의 개념화와 교수학습전략 탐색: 대학

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4(2), 283-303.

강정화(2011).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SNS활용 방안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9(5), 

265-274.

고문수, 손천택(2005). 초등학교 게임수업에서 학생의 갈등 상황 이해. 한국스포츠교

육학회지, 12(3), 143-161.

고은이(2012). 스마트러닝 환경에서 교육용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곽덕훈(2011). 스마트 러닝의 의미와 전망. 스마트러닝 코리아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

이러닝산업협회.

교육과학기술부(2011a).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b).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2011. 06. 29.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중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 2013. 07. 29. 보도자료.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2], 서울: 교육부. 

교육부(2016).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2016. 01. 28. 보도자료. 

구진희, 신수범(2013). 스마트폰의 교육용 콘텐츠 설계 전략.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

술대회 논문집, 407-408.

김돈정(2010). 스마트러닝을 위한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한국이러닝산업협회 2010 스

마트러닝 리더스 세미나 자료집.

김동겸(2002). 초등학교 인문적 체육수업의 문화기술적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동흠(2016). 스마트러닝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체력관리가 자기주도적 학습



- 203 -

능력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

육대학교 대학원, 경기. 

김무영, 조미혜(2006). 여학생이 경험하는 스포츠교육과 양성평등.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13(4), 145-161.

김미선(2014). 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적용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충북. 

김미용, 배영권(2012) 스마트러닝의 교수․학습 도구로써 3D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483-496.

김봉수, 류민정(2015). 중고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체육교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1), 89-107.

김선영(2013).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성훈, 임승일(2004). 매체(On, Off-line)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육용 컨텐츠 개발을 위

한 방안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7(1), 65-73. 

김세리, 장선영, 남창우(2012).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교수 매체 활용 관련 변인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3), 313-339.

김순표(2015). 학생 건강체력 평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김여진, 양영훈, 김종훈(2013). UCC 제작을 통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7(3), 339-346.

김영범(2006). 체육교육에서 건강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2(2), 29-39.

김영애(2011a). 우리의 교실혁명 스마트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현안보고, OR 2011-02-7.

김영애(2011b). New Trendy ICT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2011-55-4.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김용, 손진곤(2011).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초․중등 교육용 이러닝 시스템 설계에 관

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2(4), 135-143.

김우현(2011). 하나로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 기피 학생의 인식 변화.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김윤희(2003).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의 체육수업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

교육학회지, 10(1), 57-76.



- 204 -

김윤희(2010).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EMOTION’ 수업 전략. 교육과

정평가연구, 13(3), 133-156.

김의진(2015). 스마트폰 기반 자기모니터링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운동기

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김자혜(2001). 체육교사의 인터넷에 대한 이용현황 및 태도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장현, 정지윤(2009). UCC의 교육적 활용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2(3), 125-143.

김재기(2014).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스포츠맨십 형성 

과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지연(2011). 표현활동 영역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이 교사의 수업 인식에 미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지연, 김두련(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표현활동 수업에 따른 교사들의 수

업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인식의 변화. 한국초등체육학회, 17(4), 1-13.

김지현(2002). 매체를 활용한 반성적 초등체육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행동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진희, 신영길(2000). 체육수업에서 웹 활용이 주는 교육적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7(2), 15-27.

김천식(2012). 스마트러닝의 개념 및 방향. IT PLUS, 60. 26-29.

김학균, 김연수(2012). 스마트폰을 사용한 운동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신체활동량 증가

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5), 457-466.

김현철(2011). 스마트교육 콘텐츠 품질관리 및 교수학습 모형 개발 이슈.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KERIS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 2011-20.

김형립, 김동석, 양용칠(1994). 체제적 교수설계: 이론과 기법(편역). 서울: 교육과학사. 

김혜영(2014).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을 통한 초등체육수업의 어려움 요인 탐색.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혜온(2007). e-러닝의 심리학적 기반. 서울: 학지사.

김희봉, 김소현, 박종민(2010). 스마트러닝 환경에서 토론 활성화 방안 도출. 학습과학

연구, 5(1), 79-113.

나은영(2015).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 소통 공간의 확장. 서울: 한나래

나일주(2005). 웹기반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나일주, 정현미(2001). 웹기반 가상교육 프로그램설계를 위한 활동모형 개발. 교육공



- 205 -

학연구, 17(2), 27-52.

남기량(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음악 줄넘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도와 참여 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

원, 부산.

남석희, 김문일(2003). 제7차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대구

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8(3), 205-249.

노규성, 주성환(2013). 스마트교육 환경 분석과 정책 제언. 디지털정책연구, 11(4), 

35-44.

노규성, 주성환, 정진택(2011). 스마트러닝의 개념 및 구현 조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9(2), 79-89.

류민정(2011). 온라인 카페(online cafe) 활용 체육수업을 통한 여고생들의 교실공동

체, 상호학습 및 수업 만족도. 교과교육학연구, 18(4), 1225-1238.

류제일(2014). 함수개념 학습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류진선, 박인우, 김경현, 서유경, 임진호, 김정원(2004). 교과별 콘텐츠 제작 지침 개

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R 2004-5.

박경석(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 중심의 체육교과서 원형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2(1), 185-194.

박광렬(2007).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이 체육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박규림(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6학년 도전활동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선주(2013). 저작도구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스마트교육용 앱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17(2), 225-232.

박소현(2009). 초등 발레 특기・적성교육에의 인문적 접근: 하나로 수업의 실천 및 효

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박인희(2014).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검증. 미

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재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 개발 방향. 학습자중심교

과교육연구, 8(1), 235-255.

박종필(201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 SCAN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 206 -

박종필, 박종률(2013).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SNS를 연계한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체육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351-372.

박주영(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창작무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즐

거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경기.

박태정(2015).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적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혜연, 천지애(2013). 인문적 스포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탐색. 한국초

등체육학회지, 19(2), 107-120.

방송통신위원회(2011). 스마트폰 보급대수. 2011. 03. 24. 보도자료.

방은희(2012). 통합적 인문 체육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적용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

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배수을(2011). 중학교 체육교과서 내 무용단원내용 분석을 통한 디지털무용교육콘텐

츠 개발 및 현장 적용.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7, 161-180.

배승범(2009).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교과인식과 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백승수, 박정준(201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의 내면화 과정 및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3), 85-110.

서보경, 박승하(2009). 테니스 실기 수업에서 블랜디드 학습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

국체육과학회지, 18(3), 477-488.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2016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서울교육 2016-6, 체육건

강과-1863, 2016. 02. 15.

서장원(2007). 글쓰기로 체육활동 내면화하기 –하나로 수업모형의 초등체육교육 적용

-. 한국스포츠교육학회, 14(3), 89-105.

서장원(2008a).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서사적 관점에 근거

한 하나로 수업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서장원(2008b). 초등체육수업에서의 글쓰기 유형 및 적용 사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15(4), 87-106.

서장원(2008c).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태권도 단원 지도. 한국여성체

육학회, 22(5), 143-161.

소경희(2009). 교사학습(teacher Learning) 이해를 위한 이론적 기초 탐색. 한국교육과

정연구, 27(3), 107-126.



- 207 -

손명진(2013). 스마트러닝 학습 환경에서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 분

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북. 

손준호, 김종희(2016). 지구과학 수업에서 진단 및 형성평가 활용을 위한 스마트 맞춤 

평가(SPA) 시스템의 개발 및 효과.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9(1), 1-14.

신승환, 이병근, 우재홍, 박익렬, 김효중, 전태원(2011). 초등학생용 PAPS 콘텐츠 개

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96-105.

안성혜, 송수미, 성민영, 백선욱(2009). 인터랙티브 캐릭터의 감정표현 기술 사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7(1), 197-203.

안양옥, 박상봉, 황숙영(2013). 초등학교 표현활동 영역에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4), 1-16.

엄우용, 안병규(2009). 사이버가정학습체제 학습관리시스템의 상호작용 지원 기능 분

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2), 47-66.

엄태동(2014). 초등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학지사. 

오문호, 임상용(2004). 홈페이지를 활용한 체육수업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태

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10, 141-149.

오인경, 최정임(2008).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 서울: 학지사.

유정수, 이지영(2009). UCC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미국문화 이해도와 영어수업 흥

미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4(1), 45-52.

유정애(2011).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과 개선 방향 탐색. 한국체육

과학회지, 20(3), 1161-1175.

유한구(2006). 초등교육의 성격과 과제. 초등교육연구, 19(1), 1-16. 

윤기준(2010). 인성교육으로서의 스포츠맨십 교육: 하나로 수업 적용 사례 연구. 미간

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윤순혜(2013). SNS를 활용한 건강체력교실의 운영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중학교 3학년의 클래스팅 사용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

교 대학원, 서울. 

윤순혜(2013). SNS를 활용한 건강체력교실의 운영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

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윤우덕(2015). 초등학생들의 체육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가영(2008). 초등 무용교육에 있어서 하나로수업 모형의 적용 효과.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208 -

이동훈, 이상곤, 이지연(2007). e-러닝환경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활동 증진을 위한 

웹기반 협동학습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6, 195-207.

이상기, 권민화(2014). 스마트교육의 학습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2), 258-294.

이상진, 고민정(2005). ICT 활용을 통한 체육과 협동학습 모형이 고등학교 여학생의 

운동적 지능 신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3(1), 103-109.

이성근, 류희수(2013). 스마트교육의 핵심요소에 대한 제안. 한국정보교육학회논문지, 

17(2), 101-113.

이영길, 김광백, 노영욱(2003). 웹 환경에서 중학교 체육교과 보조학습 시스템 개발 

및 평가.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6(3), 163-171.

이영호, 김종훈, 김재권, 민경필, 정은영, 박동균(2010). 스마트폰 기반의 당뇨병 환자

를 위한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 시스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2), 1-9.

이용일(2013).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통합수업의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미술교

육논총, 27(3), 331-354.  

이용일(2015). 스마트교육 기반 초등 미술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방안. 미술교육연구논

총, 41(단일호), 189-208.

이우경, 정철규, 이봉근, 윤필규(2015). 모바일 기반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

생의 운동지속도와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4), 

161-171.

이윤찬(2010). e-Learning을 활용한 체육수업 개선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학교 대학원, 서울. 

이은영, 임희준, 강동우, 윤리라, 이경준, 전용관(2016). 범국민적 신체역량 (Physical 

Literacy) 증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3, 35-52.

이인태(20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초등학교 도덕수업용 자기평가 도

구 개발. 초등도덕교육, 39(단일호), 293-317.

이정숙(2013). 교육용 앱의 평가도구 개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기. 

이종목(2007). 초등학교 4 학년 체육 교과서 내용 및 삽화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2(2), 1-15.

이종화, 남석희, 박대권(2014). 웹 기반 체육 수업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의 관계. 한

국초등체육학회지, 20(2), 89-97.

이주연, 최명수, 김규태, 신승엽(2011). 스마트폰 운동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동기가 여



- 209 -

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6), 815-824.

이준, 구양미, 이윤옥, 김지경, 임진숙(2013). 초등학교에서 SNS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과 효과: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1), 25-54.

이지선, 최재혁(2012). 학습자 요구 분석에 따른 스마트폰 어휘 학습용 어플리케이션

의 구현.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5(1), 43-53.

이진욱, 김종덕, 지아린(2010). 스마트폰 건강 애플리케이션 현황분석.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 210-211.

이충현, 윤미현(2003).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평가 지침 및 시행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 187-217.

이향아(2013). 스마트 러닝에서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앱 디자인 전략. 한국과학예술

포럼, 13(1), 309-320.

이현화(2015).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남.

이홍우(1996). 전인교육론. 도덕교육연구, 8, 1-21.

임걸(2011). 스마트러닝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4(2), 

33-45.

임병노, 김민태, 최성기, 신수범, 차남주, 이승진, 변용완, 류진선, 임영아(2011). 스마

트교육 콘텐츠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이슈사항 분석.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KERIS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 2011-13.

임병노, 임정훈, 성은모(2013). 스마트 교육 핵심 속성 및 스마트 교육 콘텐츠 유형 

탐색. 교육공학연구, 29(3), 459-489.

임영택, 이만희, 박윤식, 권승민(2009). 블랜디드 러닝을 적용한 체육수업의 실행: 중

학생들의 경험적 의미 탐색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0(4), 885-899.

임영택, 이만희, 진성원, 황성우(2010). 선생님! 비 오는데 체육해요?: 다양한 웹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실체육수업의 실천. 체육과학연구, 21(1), 1076-1093.

임정훈(2011). 모바일 기반 스마트 러닝: 개념 탐색과 대학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2011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3.

임정훈, 김상홍(2013). 스마트러닝 기반 개별학습 및 협력학습이 학업성취도, 자기주

도학습 및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1), 1-24.

임정훈, 한승연, 김세리(2009). IPTV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보교

육학회논문지, 13(4), 517-528.

임철일(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파주: 교육과학사.



- 210 -

임철일, 연은경. (2006). 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래피드 프로

토타입 방법론에 관한 연구. 기업교육연구, 8(2), 27-50.

임희석(2011).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스마트 교육. 2011 글로벌 교육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장경환, 이옥선(2014). 모형 기반 초등 체육 수업을 위한 교사 지식 탐색 –하나로 수

업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4), 81-103.

장명주(2011). 현대무용 잘 가르치기: 창작지향 무용교수의 어려움과 가능성 탐색.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상현(2011). 교육 3.0과 스마트러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 수요포럼 발표

자료집.

장재경(2011). 상황인지 기반 스마트러닝 모형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종철, 최숙영, 안성훈 (2006). 체육교과용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지, 6(12), 216-225.

장창호(2014). 스마트러닝 기반 창의체험 자원지도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전민경, 하주영(2013).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비만도와

신체조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1), 102-112.

전세명(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체육 교수 학습과정에의 통합적 접근. 미

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형우(2015). 현장 맞춤형 스마트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세종시 J 중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정광순(2004). 초등교육과정에서의 기초의 의미 탐색. 교육과정연구, 22(2), 185-205.

정광순, 박채형(2013). 2009 개정 초등통합 교과서 개발 과정 기술. 통합교육과정연구, 

7(2), 37-63.

정수정, 임걸, 고유정, 심현애, 김경연(2010). 스마트폰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동향분

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1(2), 203-216.

정종완, 최보아(2013).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스마트 교육콘텐츠 방향성 연구. 한국

과학예술포럼, 13(1), 373-383.

정종윤(2007).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습자 중심교육의 행동주의적 관점 비판.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조 훈(2010). 웹사이트를 활용한 체육영상수업이 학습자의 동작적 지식에 미치는 영



- 211 -

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기희(2015).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

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미혜, 오수학(2004). 체육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무지개사.

조순묵(1999). 체육 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 교원교육, 15(1), 198-203.

조재춘, 임희석(2012). 교수-학습 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교육 개념모

델.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5(4), 41-49.

조정환(2014). 대안적 어린이 청소년 체력평가모형으로서 포괄적 신체역량 (Physical 

Literacy)의 이해.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6(3), 1-14.

주혁수(2013).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중학교 골프 수업이 학습동기 및 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천세영(2013). 한국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과 교육학적 의미. 교육연구논총, 34(2), 

1-16.

천세영, 김진숙, 계보경, 정순원, 정광훈(2012). 스마트교육 혁명. 서울: 21세기 북스. 

천지애(2013). ‘즐거운 생활’의 재발견 : 초등 통합교과 수업모형으로서 하나로 수

업의 가능성 검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누리, 박재근(2015). 초등 과학과 환경 수업에 활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 

‘ECO’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적용. Biology Education, 43(4), 321-332.

최미애(2012). 인문적 자료에 나타난 스포츠 교수방법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4), 113-128. 

최병태(1996). 덕과 규범: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최솔담(2016).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표현활동 무용수업이 초등학생 정서에 미

치는 영향 :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

원, 서울. 

최의창(2001). 읽는 스포츠의 매혹: 서사적 글읽기를 통한 스포츠의 이해. 체육과학연

구, 12(3), 1-15.

최의창(2007). 통합화와 다양화-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체육수업의 

방향. 우리체육, 1, 67-80.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1). 학교체육수업을 통한 정의적 영역의 교육: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 

체육과학연구, 22(2), 2025-2041.

최의창(2013a). 운동을 배우면 무엇이 길러지는가?-운동소양 혹은 스포츠 리터러시론. 



- 212 -

한국체육학회보, 100, 20-25.

최의창(2013b). 코칭이란 무엇인가? 인문적 스포츠 코칭론 탐구.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4a). 기법과 심법 : 교수방법의 잃어버린  차원을 찾아서. 교육철학연구, 

36(3), 127-156.

최의창(2014b). 전인적 청소년 교육을 위한 스포츠 활용: 최근 국제 동향과 학교체육

에의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3), 247-276.

최의창(2015). 가지 않은 길(개정판).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 박정준(2011). 창의, 인성강조 체육수업의 개념과 방법: 통합적 관점에서의 탐

색. 교육과정연구, 29(1), 209-237.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한

국체육학회지, 50(1), 93-107.

최인규, 이안수(2008). 초등 체육 수업에서 블랜디드 러닝이 수업 만족도, 흥미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5(4), 145-162.

최인규, 이안수(2010). 체육 블랜디드 러닝이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3), 95-114.

최현정(2014). 색채교육의 스마트러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구성에 대한 기초 연구: 

초등학교 5ㆍ6학년 미술교육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

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표미연, 김정연, 손주온, 이은숙, 김향숙, 김계옥, 박혜정, 김민주, 안기현, 양정란

(201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문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재학습이 

간호사의 지식 및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18(2), 228-238.

하인숙(2012). 스마트폰을 이용한 태권도 품새 교육 프로그램의 응용 및 효과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충남.

하태현, 김세민(2012). 운동부 지도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기록관리 어플리케이션

의 설계 및 구현.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395-402.

한국경제(2016). 세금 쏟아 만드는데…달랑 11명 사용하는 문체부 앱. 2016. 08. 03. 

인터넷 신문 기사. [web page].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634

861&sid1=001&l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개요 및 전략. 2009년 신규이러닝 

품질관리단 연수 자료집. 2009. 06. 12.

홍석호(2005). 이러닝 체제 연계의 블랜디드 러닝 전략을 적용한 중학교 체육 교수ㆍ



- 213 -

학습 방법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진주.

홍석호, 문호준(2005). 다매체적 교수· 학습 전략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으로의 접

근과 적용.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75-94.

홍은숙(2009). 교육의 개념. 경기: 교육과학사. 

홍은실(2014). 한국어교육을 위한 스마트러닝의 재개념화와 구현 방안. 국어교육학연

구, 49(1), 125-145.

홍정화(2012). 미술교육의 Smart-Learning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Abrami, P. C., Bernard, R. M., Bures, E. M., Borokhovski, E., & Tamim, R. M. 

(2012). Interaction in distance education and online learning: Using evidence 

and theory to improve practice. In L. Moller, & J. B. Huett (Eds.), The next 

generation of distance education (pp. 49-69). NY: Springer.

Berge, Z. L. (1995). Facilitating computer conferencing: Recommendations from the 

Field. Educational Technology, 35(1), 22-30.

Bertini, E., & Kimani, S. (2003). Mobile devices: opportunities for users with special 

need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Human-Computer 

Interaction (pp. 486-491). Springer Berlin Heidelberg.
Brown, J. S., Collins, A., & Duguid, P. (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2.

Carmean, C., Frankfort, J. L., & Salim, K. N. (2013). The power of the personal: 

Discovering the M in M-learning.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187-195). NY: Routledge.

Carr, D. (2005). On the contribution of literature and the arts to the educational 

cultivation of moral virtue, feeling and emo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4(2), 137-151.

Castelli, D. M., Barcelona, J. M., & Bryant, L. (2015). Contextualizing physical 

literacy in the school environment: The challenges.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4(2), 156-163.

Chen, A. (2015). Operationalizing physical literacy for learners: Embodying the 

motivation to move.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4(2), 125-131.

Chu, H. C., Hwang, G. J., Tsai, C. C., & Tseng, J. C. (2010). A two-tier test 

approach to developing location-aware mobile learning systems for natural 



- 214 -

science courses. Computers & Education, 55(4), 1618-1627.

Cochran-Smith, M., & Lytle, S. (1999). Relationships of Knowledge and Practice: 

Teacher Learning in Communities.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24, 

249-305.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London: Sage.

Culén, A. L., & Gasparini, A. (2011). iPad: a new classroom technology? A report 

from two pilot studies. INFuture Proceedings, 199-208.

Denzin, N., & Lincoln, Y.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editors, 

Norman K. Denzin, Yvonna S. Lincoln. (4th ed.). Thousand Oaks: Sage.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arpricorn Books. 박철홍 역

(2002). 아동과 교육과정 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Duncombe, R., & Armour, K. M. (2004). Collaborative professional learning: From 

theory to practice. Journal of in-service education, 30(1), 141-166.

Edwards, B. J., Blackhurst, A. E., & Koorland, M. A. (1995). Computer-assisted 

constant time delay prompting to teach abbreviation spelling to adolescents 

with mild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12(4), 
301-311.

Fullan, M., & Hargreaves, A. (1996). What’s Worth Fighting for in Your School?.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최의창 역(2006). 학교를 개선하는 교

사. 서울: 레인보우북스. 

Garrison, D. R. (2007). Online Community of Inquiry Review: Social, Cognitive, and 

Teaching Presence Issues.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1(1), 

61-72.

Garrison, D. R. (2009). Communities of inquiry in online learning. Encyclopedia of 

distance learning, 2, 352-355.

Gerstein, J. (2013). Team and community building using mobile devices.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268-284). NY: Routledge.

Grant, M. M., & Barbour, M. K. (2013). Mobile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and Online: Case Studies in K-12.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285-292). NY: Routledge.



- 215 -

Greeno, J. (1997). On claims that answer the wrong questions. Educational 

Researcher, 26(1), 5-17.

Hamm, S., Saltman, G., Jones, B., Baldridge, S., & Perkins, S. (2013). A mobile 

pedagogy approach for transforming learners and faculty.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176-182). NY: 

Routledge.

Harasim, L. (1996). Online education. Computer networking and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twenty-first-century university, 203-214.

Herrington, J., & Oliver, R. (2000). An instructional design framework for authentic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8(3), 23-48.

Howells, K. (2012). Placing an importance on health and physical activity. In G. 

Griggs (Ed.), An introduction to primary physical education (pp. 207-220). 

London: Routledge.

Hwang, G. J., & Chang, H. F. (2011). A formative assessment-based mobile learning 

approach to improving the learning attitudes and achievements of students. 

Computers & Education, 56(4), 1023-1031.

Jess, M. (2012). The future of primary physical education: A 3-14 developmental and 

connected curriculum. In G. Griggs (Ed.), An introduction to primary physical 

education (pp. 37-53). London: Routledge.

Jess, M. (2013). Becoming an effective prim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In 

K. Amour (Ed.), Sport pedagogy: An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coaching 

(pp. 271-286). London: Routledge.

Jones, A., & Issroff, K. (2007). Motivation and mobile devices: exploring the role of 

appropriation and coping strategies. ALT-J, Research in Learning Technology, 

15(3), 247-258.

Jones, T. S., & Richey, R. C. (2000). Rapid prototyping methodology in action: A 

developmental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8(2), 63-80.

Keller, J. M. (1984). Strategies for stimulating the motivation to learn. Performance 

& Instruction, 26(8), 1-7.

Keller, J. M. (1987). Development and use of the ARCS model of motivational 



- 216 -

design.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10(3), 2-10.

Kerawalla, L., O'Connor, J., Underwood, J., duBoulay, B., Holmberg, J., Luckin, R., 

Smith, H., & Tunley, H. (2007). Exploring the potential of the homework 

system and tablet PCs to support continuity of numeracy practices between 

home and primary school.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44(4), 289-303.

Kirk, D., Macdonald, D., & O’Sullivan, M. (2006). The handbook of physical 

education. London: Sage.

Korthagen, F. A., Kessels, J., Koster, B., Lagerwerf, B., & Wubbels, T. (2001). Linking 

practice and theory: The pedagogy of realistic teacher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조덕주, 곽덕주, 이지현, 장경윤, 진석언, 최은식, 

최의창, 홍진곤 역(2007). 반성적 교사교육 실제와 이론. 서울: 학지사. 

Kreijns, K., Kirschner, P. A., & Jochems, W. (2003). Identifying the pitfalls for social 

interaction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s: a 

review of the research.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9(3), 335-353.

LaPointe, D. K., & Gunawardena, C. N. (2004). Developing, testing and refining of a 

mode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interaction and learning 

outcomes in computer‐mediated conferencing. Distance Education, 25(1), 

83-106.

Lee, J., & Hammer, J. (2011). Gamification in Education: what, how, why bother?. 

Academic Exchange Quarterly, 15(2), 1-5.

Liaw, S. S., & Huang, H. M. (2000). Enhancing interactivity in Web-based 

instru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Educational Technology, 40(3), 41-45.

Livingstone, S. (2007). Strategies of parental regulation in the media-rich hom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2), 920-941.

Marsden, E., & Weston, C. (2007). Locating quality physical education in early years 

pedagogy.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2(4), 383-398.

Marsden, E., & Weston, C. (2007). Locating quality physical education in early years 

pedagogy.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2(4), 383-398.

Mayer, R. E. (2001). Multimedia learn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lls, L. A., Knezek, G., & Khaddage, F. (2014).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haring, and going mobile: Three bridges to informal learn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2, 324-334.



- 217 -

Moller, L., Robison, D., & Huett, J. B. (2012). Unconstrained learning: Principles for 

the next generation of distance education. In L. Moller, & J. B. Huett (Eds.), 

The next generation of distance education (pp. 1-19). NY: Springer.

Moore, M. G., & Kearsley, G. (1996).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Wadsworth. CA: Belmont.

Moura, A., & Carvalho, A. A. (2013). Framework for mobile-learning integration into 

educational contexts.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166-175). NY: Routledge.

Ogata, H., & Yano, Y. (2004). Context-aware support for computer supported 

ubiquitous learning. IEEE WMTE, 27-34.

Ozan, O., & Kesim, M. (2013). Rethinking scaffolding in mobile connectivisist 

learning environments.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166-175). NY: Routledge.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London: Sage.

Pickup, I. (2012). The importance of primary physical education. In S. Capel, & M. 

Whitehead (Eds.), Debates in physical education  (pp. 13-24). London: 

Routledge.

Placek, J. (2003).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in physical education : Possibilities and 

problems. In S. Silverman, & C. Ennis (Eds.), Student learning in physical 

deucation (2nd ed.) (pp. 287-311). Champaign, IL : Quest, 44, 330-341.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Richey, R. C., & Klein, J. D. (2007).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Strategies, and. Issu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Richey, R. C., Klein, J. D., & Nelson, W. A. (2004). Developmental research: Studies 

of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2, 1099-1130.

Rowe, M., Bozalek, V., & Frantz, J. (2013). Using Google Drive to facilitate a 

blended approach to authentic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4(4), 594-606.

Schaps, E. (2003). Creating caring schools. Educational Leadership, 60(6), 31-33.

SHAPE(2016). National PE Standards. Retrieved from 



- 218 -

http://www.shapeamerica.org/standards/pe.

Sharples, M., Taylor, J., & Vavoula, G. (2007). A theory of learning for the mobile 

age. In R. Andrews, & C. Haythornthwaite (Eds.), Handbook of e-learning 

research (pp. 221-247). London: Sage. 

Shih, Y. E. (2007). Setting the new standard with mobile computing in online 

learning.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8(2), 1-17.

Song, Y., Wong, L. H., & Looi, C. K. (2012). Fostering personalized learning in 

science inquiry supported by mobile technologi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0(4), 679-701.

Summey, D. C. (2013). Mobile-learning strategies for K-12 professional development.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447-458). NY: Routledge.

Susil, K. S., & Fred L. K. (2004). Web service architecture for M-Learning. The 

Electronic Journal of e-Learning, 2(1), 203-216.

Tapscott, D. (2009). Grown up digital :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New York: McGraw-Hill. 이진원 역(2012). 디지털 네이티브. 서울: 비즈

니스북스.  

Upadhyay, N. (2006). M-Learning–A New Paradigm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Distance Learning, 3(2), 27-34.

Warrd, I. d. (2013). mMooc Design: ubiquitos, open learning in the cloud. In Z. L. 

Berge, & L. Y. Muilenburg (Eds.), Handbook of mobile learning (pp. 356-368). 

NY: Routledge. 

Whitehead, A. N. (1929).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London: 

Routledge.

Whitehead, M. (2013). Definition of physical literacy and clarification of related 

issues. ICSSPE Bulletin, 65(1.2), 29-34.

Whitehead, M. (Ed.). (2010).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NY: 

Routledge.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Wong, L. H. (2012). A learner-centric view of mobile seamless learning. British 



- 219 -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3(1), 19-23.

Wong, L. H. (2013a). Analysis of Students' After-School Mobile-Assisted Artifact 

Creation Processes in a Seamless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6(2), 198-211.

Wong, L. H. (2013b). Enculturating self-directed learners through a facilitated 

seamless learning process framework. Technology, Pedagogy and Education, 

22(3), 319-338.

Woo, Y., & Reeves, T. C. (2007). Meaningful interaction in web-based learning: A 

social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10(1), 

15-25.

Wright, L. J. (2004). Preserving the value of happiness in prim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 Sport Pedagogy, 9(2), 149-163.



- 220 -

연구�참여자용�설명서(교사용)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교사용)

연구�과�제�명� :� 운동소양�함양을�이끄는�통합적�초등�체육을�위한�스마트교육� �

� � � � � � � � � � � � � � � 콘텐츠�개발

연구�책임자명� :� 문�경�남(서울대학교대학원�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

  이� 연구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천하고�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더� 나은� 체육교육의� 실

천과�학생의�전인적�성장을�이끄는�체육�수업을�위해�노력하는�교사이기�때문에�이�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소속의� 문경남� 연구원

(스포츠교육학�석사과정� /� 000-0000-0000)이�귀하에게�이�연구에�대해� 자세히�설명해�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

서�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자세하게�설명해�줄�것입니다.�

1.� 이�연구는�왜�실시합니까?

� � 이� 연구는� 학생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 주도적이고,� 신체활

동의� 총체적� 체험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를�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 체육문화를� 향유하는� 운동소양을� 갖춘� 행복한� 어린이로의�

성장을�도모하는�것이�목적입니다.�

2.� 얼마나�많은�사람이�참여합니까?

� �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5명과�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 1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 221 -

3.� 만일�연구에�참여하면�어떤�과정이�진행됩니까?

1) 귀하를�대상으로�사전�체육수업�경험,�스마트교육에�대한�의견,�체육교육에서�활용할�어

플리케이션� 개발의�방향에� 관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6월에서� 7월� 사이에� 1회� 실시하고,�

이와�관련한�심층면담을� 6월에서� 7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

2) 귀하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느낌,�

현장적합성,� 기대되는� 체육수업� 변화,�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 의견에�

관한�심층면담을� 9월에서� 10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3) 귀하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 평

가를�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

으로�구분된�항목으로� 9월에서� 10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4) 귀하가� 추천해� 준� 학생(2-5명)을� 대상으로� 사전� 체육수업� 경험,� 스마트교육에� 대한� 의

견,� 체육교육에서�활용할�어플리케이션�개발의�방향에�관한�개방형�설문조사를� 6월에서�

7월�사이에� 1회�실시하고,�이와�관련한�심층면담을� 6-7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

5) 귀하가� 추천해� 준� 학생(2-5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체육교육용� 어플

리케이션의� 사용자� 느낌,� 현장적합성,� 기대되는� 체육수업� 변화,�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적�

활용을�위한�개선�의견에�관한�심층면담을� 9월에서� 10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6) 귀하가� 추천해� 준� 학생(2-5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체육교육용� 어플

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 평가를�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

성의�네�가지�측면을�중심으로�구분된�항목으로� 9월에서� 10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7) 사전� 개방형� 설문조사와� 사후� 프로토타입� 평가는� 귀하의� 이메일을� 이용해� 한글파일에�

직접�의견이나�점수를�입력한�후�연구자에게�첨부파일로�보내는�형식�또는�직접�대면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심층면담� 장소는� 귀하가� 체육수업을� 실행하는� 활동� 장소(학교)�

또는�귀하가�직접�선정한�편안한�장소에서�진행될�것입니다.�

8) 귀하가� 추천해� 준� 학생(2-5명)도� 마찬가지로� 사전� 개방형� 설문조사와� 사후� 프로토타입�

평가는� 이메일을� 이용해� 한글파일에� 직접� 의견이나� 점수를� 입력한� 후� 연구자에게� 첨부

파일로� 보내는� 형식� 또는� 직접� 대면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심층면담� 장소는� 학생이�

다니는�학교의�교정�또는�학생이�직접�선정한�편안한�장소에서�진행될�것입니다.�

4.� 연구�참여�기간은�얼마나�됩니까?

� � 2016년� 6월부터� 참여가� 시작되며� 6~7월� 중에� 사전� 개방형� 설문지� 응답� 1회,� 사전� 심

층면담� 1회가� 진행될� 것이고,� 9~10월에는�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

합성�평가에�관한�사후�평가지�체크� 1회,� 사후�심층면담� 1회가�진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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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도중�그만두어도�됩니까?

� �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

가�연구에�참여하는�것을�그만두고�싶다면�연구자에게�즉시�말씀해�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위험요소는�없습니까?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 평가지� 체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

7.� 이�연구에�참여시�참여자에게�이득이�있습니까?�

� �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

는� 정보는� 초등� 학습자의� 바른� 성장과,� 긍정적� 체육문화� 향유,� 바른� 운동� 습관� 형성,� 체육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

움이�될�것입니다.

8.� 만일�이�연구에�참여하지�않는다면�불이익이�있습니까?

� � 귀하는� 본� 연구에�참여하지�않을� 자유가�있습니다.� 또한,� 귀하가�본� 연구에�참여하지� 않

아도�귀하에게는�어떠한�불이익도�없습니다.

9.� 연구에서�얻은�모든�개인�정보의�비밀은�보장됩니까?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문경남�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모든� 개인�정보의�비밀� 보장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이� 연구에서�얻어진�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사진� 및� 기타� 이미지�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모자이크�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개인정보는�제

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모니터�요원,�점검�요원,�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연구�참여자의�개인�

정보에�대한�비밀�보장을�침해하지�않고�관련규정이�정하는�범위�안에서�본�연구의�실시�절차와�

자료의�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연구�결과를�직접�열람할�수�있습니다.�귀하가�본�동의서에�서명

하는�것은�이러한�사항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으며�이를�허용한다는�의미로�간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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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연구에�참가하면�대가가�지급됩니까?

��

귀하의�연구�참여시�감사의�뜻으로�소정의�기념품이�증정될�것입니다.

��������������������������������

11.�연구에�대한�문의는�어떻게�해야�됩니까?

��본�연구에�대해�질문이�있거나�연구�중간에�문제가�생길�시�연구�담당자에게�연락하십시오.

이름:������문���경���남����������전화번호:�������000-0000-0000������

��만일�어느�때라도�연구�참여자로서�귀하의�권리에�대한�질문이�있다면�다음의�서울대학교�생명

윤리심의위원회에�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전화번호:�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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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용�설명서(학생용)

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학생용)

연구�과�제�명� :� 운동소양�함양을�이끄는�통합적�초등�체육을�위한�스마트교육� � �

� � � � � � � � � � � � � � � 콘텐츠�개발

연구�책임자명� :� 문�경�남(서울대학교대학원�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

 � 이� 연구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천하고�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평소� 체육수업에� 참여하

는� 태도가� 바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소속의� 문경남�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생� /� 00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것입니다.�이�연구는�자발적으로�참여�의사를�밝힌�분에�한하여�수행�될�것이며,�

귀하께서�참여�의사를�결정하기�전에�본�연구가�왜�수행되는지�그리고�연구의�내용이�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주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며� 항상�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약속드립니다.�

1.� 이�연구는�왜�실시합니까?

� � 이� 연구는� 학생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 주도적이고,� 신체활

동의� 총체적� 체험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를�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 체육문화를� 향유하는� 운동소양을� 갖춘� 행복한� 어린이로의�

성장을�도모하는�것이�목적입니다.�

2.� 얼마나�많은�사람이�참여합니까?

� �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5명과�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 1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 225 -

3.� 만일�연구에�참여하면�어떤�과정이�진행됩니까?

1) 귀하를�대상으로�사전�체육수업�경험,�스마트교육에�대한�의견,�체육교육에서�활용할�어

플리케이션� 개발의� 방향에� 관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6-7월� 사이에� 1회�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심층면담을� 6-7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

2) 귀하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느낌,�

현장적합성,� 기대되는� 체육수업� 변화,�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 의견에�

관한�심층면담을� 9-10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3) 귀하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 평

가를� 교육적� 효과성,� 현장� 적용성,� 설계� 타당성,� 사용자� 만족성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

으로�구분된�항목으로� 9-10월�사이에� 1회�실시합니다.�

4) 사전� 개방형� 설문조사와� 사후� 프로토타입� 평가는� 귀하의� 이메일을� 이용해� 한글파일에�

직접� 의견이나� 점수를� 입력한� 후� 연구자에게� 첨부파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직접�대면한�형태로�진행될�것이며,� 심층면담�장소는�귀하의�학교�또는�귀하가�직접�선

정한�편안한�장소에서�진행될�것입니다.�

4.� 연구�참여�기간은�얼마나�됩니까?

�

� � 2016년� 6월부터�참여가�시작되며� 6-7월�중에�개방형�설문지�응답� 1회,� 심층면담� 1회가�

진행될� 것이고� 9-10월에는�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평

가지�체크� 1회,�심층면담� 1회가�진행될�것입니다.�

5.� 참여�도중�그만두어도�됩니까?

� �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

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위험요소는�없습니까?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 평가지� 체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

7.� 이�연구에�참여시�참여자에게�이득이�있습니까?�

�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있어서�직접적인� 이득은�없습니다.� 그러나�귀하가� 제공하는�



- 226 -

정보는�초등�학습자의�바른�성장과,� 긍정적�체육문화�향유,� 바른�운동�습관�형성,� 체육과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8.� 만일�이�연구에�참여하지�않는다면�불이익이�있습니까?

� � 귀하는� 본� 연구에�참여하지�않을� 자유가�있습니다.� 또한,� 귀하가�본� 연구에�참여하지� 않

아도�귀하에게는�어떠한�불이익도�없습니다.

9.� 연구에서�얻은�모든�개인�정보의�비밀은�보장됩니까?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문경남�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모든� 개인�정보의�비밀� 보장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이� 연구에서�얻어진�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사진� 및� 기타� 이미지�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모자이크�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개인정보는�제

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모니터�요원,�점검�요원,�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연구�참여자의�개인�

정보에�대한�비밀�보장을�침해하지�않고�관련규정이�정하는�범위�안에서�본�연구의�실시�절차와�

자료의�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연구�결과를�직접�열람할�수�있습니다.�귀하가�본�동의서에�서명

하는�것은�이러한�사항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으며�이를�허용한다는�의미로�간주될�것입니다.

10.�이�연구에�참가하면�대가가�지급됩니까?

��

귀하의�연구�참여시�감사의�뜻으로�소정의�기념품이�증정될�것입니다.

�11.�연구에�대한�문의는�어떻게�해야�됩니까?

��본�연구에�대해�질문이�있거나�연구�중간에�문제가�생길�시�연구�담당자에게�연락하십시오.

이름:������문���경���남�����������전화번호:�������000-0000-0000�������

��

��만일�어느�때라도�연구�참여자로서�귀하의�권리에�대한�질문이�있다면�다음의�서울대학교�생명

윤리심의위원회에�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전화번호:�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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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동의서

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1.�나는�이�설명서를�읽었으며�담당�연구원과�이에�대하여�의논하였습니다.�

2.�나는�위험과�이득에�관하여�들었으며�나의�질문에�만족할�만한�답변을�얻었습니다.

3.�나는�이�연구에�참여하는�것에�대하여�자발적으로�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연구자가�수집하고�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5.�나는�담당�연구자나�위임�받은�대리인이�연구를�진행하거나�결과�관리를�하는�경우와��보건�

당국,�학교�당국�및�서울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비밀로�

유지되는�나의�개인�신상�정보를�직접적으로�열람하는�것에�동의합니다.

6.�나는�언제라도�이�연구의�참여를�철회할�수�있고�이러한�결정이�나에게�어떠한�해도�되지�않

을�것이라는�것을�압니다.�

7.�나의�서명은�이�동의서의�사본을�받았다는�것을�뜻하며�연구�참여가�끝날�때까지�사본을�보

관하겠습니다.

����������������������������������� ��������������������� �����������������������������������

연구참여자�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 ��������������������� �����������������������������������

동의서�받은�연구원�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 ��������������������� �����������������������������������

연구책임자�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만일�있을�경우

����������������������������������� ��������������������� �����������������������������������

법정�대리인�성명
(참여자와�관계)

서�명 날짜�(년/월/일)

※�만�18세�이하�미성년을�대상으로�하는�연구의�경우�반드시�부모�동의가�있어야�합니다.



- 228 -

교사용�사전�개방형�설문지

부록 4. 교사용 사전 개방형 설문지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

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방형� 설문지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현하고� 학

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하나

하나가� 학생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를� 만드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전� 과정에� 충

실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체육교육의�발전에�기여하는�좋은�연구로�보답하겠습니다.� 다시�한�번�선생님들

의�성실한�응답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 � � � � � � � ②�여� � � � � � �

2.� 교직경력� :� (� � � � � � � � � � )년

3.� 담당학년� :� (� � � � � � � � � � )학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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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사전경험에�대한�질문입니다.�선생님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 평소�체육시간에�주로�어떤�활동을�하시나요?

2.� 체육시간에�가르친�내용이�학습자의�학교�밖�체육생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

하시나요?�그렇게�생각한�이유는�무엇인가요?

3.� 체육수업에서�더�강조되어야�하지만�실천하기�힘든�부분은�무엇인가요?�

4.� 3번의�문제는�어떻게�극복할�수�있다고�생각하나시요?

5.� 초등�체육교육에서�궁극적으로�추구해야�하는�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스마트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선생님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6.� 평소�스마트폰�또는�태블릿� PC등�모바일기기를�얼마나�자주�사용하시나요?�주로�어떤�

용도로�사용하시나요?�

7.�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이유는�무엇인가요?

8.� 스마트기기�또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한�교육을�생각해�본�적이나�경험해�본�

적이�있나요?�있다면�그�경험을�말해주세요.�

9.�앞으로�스마트기기를�이용한�수업을�하고�싶은�마음이�있나요?�그�이유는�무엇인가요?

◇�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

10.� 선생님께서� 만약� 스마트기기를� 체육수업에�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으

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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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생님께서�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체육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어떤�내용으로�구성하고�싶으신가요?

12.� 초등학생� 학습자들에게�적합한� 어플리케이션�제작� 시� 어떤� 구조나� 기능이�학습을� 촉

진하고�지속적�학습을�도울�수�있을까요?

13.� 어플리케이션이�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14.� 운동기능이�뛰어나지� 않은� 학습자들도�체육에� 즐겁게�참여할� 수� 있도록�돕는� 어플리

케이션의�요소는�무엇이�있을까요?

※�지금까지�많은�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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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사전�개방형�설문지

부록 5. 학생용 사전 개방형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설문은�통합적�초등�체육을�실현하고�학습자의�운동소양�함양을�이끄는�스마트교

육�콘텐츠를�어플리케이션�형태로�개발하기�위하여�학생�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체육교육으로�

이끄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없으며,�모든�정보는�연구�목적�이외에�사용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 � ①�남� � � � � � � � � ②�여� � � � � � �

2.� 학교� :� (� � � � � � � � � � )초등학교�

3.� 학년� :� (� � � � � � � � � � )학년� � � �

◇�체육수업�사전경험에�대한�질문입니다.�여러분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 평소�체육시간에�주로�무엇을�배우나요?�어디에서,�어떻게�배우게�되나요?

2.� 체육시간에�배웠던�내용을�학교�밖에서도�해�본�적이�있나요?�있다면�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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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체육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운동을� 일주일에�

몇�번�정도�하는지�적어주세요.�

4.� 체육수업을� 통해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 더� 배우고� 싶다고�생각하나

요?�

5.� 초등�체육교과에서�중요하게�배워야�하는�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요?

◇�스마트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여러분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6.� 평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등의� 모바일기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주로� 어

떤�용도로�사용하나요?�

7.� 스마트기기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스마트기기�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교육을� 생각해� 본� 적이나� 경험해�

본�적이�있나요?�있다면�어떤�과목에서�경험했었나요?�

9.� 앞으로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개발의�방향에�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

10.� 스마트기기를�체육수업에�활용한다면�어떤�점이�좋을까요?

11.� 학생들이� 체육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머리도� 잘� 자라나게�

하는�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을�만들려면�어떤�내용이�들어가야�할까요?

12.�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활용하게� 하려면� 어떤�

기능이�필요할까요?

※�지금까지�많은�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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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사전�심층면담�질문지

부록 6. 교사용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

와�헌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은�통합적�초등�체육을�실현하고�학습자의�운동

소양� 함양을� 이끄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장에� 계신� 선

생님의�의견을�듣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하나하나가�학생의�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됩니다.�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의�전�과정에�충실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학생지도로�바쁘신�가운데�이렇게�협조해�주셔서�거듭�감사의�말씀을�드리

며,�체육교육의�발전에�기여하는�좋은�연구로�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 � � � � � � � ②�여� � � � � � �

2.� 교직경력� :� (� � � � � � � � � � )년

3.� 담당학년� :� (� � � � � � � � � � )학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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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사전경험에�대한�질문입니다.�선생님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 현재�체육수업의�모습을�통해�체육교육과에서�추구하는�목표는�어느�정도�달성되고�있

다고�생각하시나요?

2.� 목표�달성에�있어�수업�상황에서�부족하다고�생각되거나�보충하고�싶은�방법은�무엇인

가요?

◇�스마트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선생님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3.� 체육교육에서�스마트교육의�필요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4.� 체육교육에서� 스마트교육의� 실천� 가능성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

요?

◇�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

5.�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을�개발한다면�그�내용과�범위는�어떻게�선정해야�할까요?

6.�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은�어떤�상황에서�이용하는�것이�효과적일까요?

7.� 어플리케이션의�효율적�사용을�위해�개발�시�꼭�참고할�점은�무엇일까요?

8.� 어플리케이션�개발에�반영되었으면�하는�요소는�무엇인가요?

9.� 개발된�어플리케이션을�통해�기대되는�효과는�무엇인가요?

※�지금까지�많은�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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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사전�심층면담�질문지

부록 7. 학생용 사전 심층면담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현하고�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스마트

교육�콘텐츠�개발� 방향을�탐색하기�위하여� 학생� 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실시하는�것

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체육교육으로� 이끄는�

데�매우�귀중한�자료가�됩니다.�응답해�주신�내용은�체육교육용�스마트교육�콘텐츠�개

발� 방향� 탐색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없으며,�모든�정보는�연구�목적�이외에�사용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 � � � � � � � � ②�여� � � � � � � � �

2.� 학교� :� (� � � � � � � � � � )초등학교�

3.� 학년� :� (� � � � � � � � � � )학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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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사전경험에�대한�질문입니다.�여러분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 여러분이�체육활동을�할�때를�떠올려�보세요.� 10점�만점에�몇�점을� 줄�수� 있나요?�왜�

그렇게�생각하나요?

2.� 지금까지� 참여했던� 경험했던� 체육수업에서� 가장�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

가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경험을�들어�말해주세요.

3.� 불만족한�부분은�어떤�방식으로�해결될�수�있을까요?

4.� 이제까지의�체육수업�중�운동을�하는�것�외의�활동은�무엇이�있었나요?

◇�스마트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여러분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5.�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같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도

움이�된다고�생각하나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

6.� 스마트기기�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수업� 중에� 활용해� 본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방식으로�활용했나요?�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7.� 그�수업을�받은�후의�느낌은�어땠나요?�

◇�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

8.�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어� 체육에� 활용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9.� 만약�여러분이�체육�선생님이라면�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을�체육수업에서�어떻게�사

용할지�자유롭게�이야기해주세요.�

※�지금까지�많은�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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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합성�평가지

부록 8. 사후 현장적합성 평가지

연구�참여자님께,

안녕하십니까?�

본� 평가지는�통합적�초등� 체육을�실현하고�학습자의�운동소양�함양을�이끄는�스마트

교육�콘텐츠�개발� 결과물의�현장적합성을�탐색하기�위해�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생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

등�체육을�위한�스마트교육�콘텐츠가�실제로�얼마나�현장에�적합하고�교육적으로�유용

한지� 판단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과정에서�

충실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없으며,�모든�정보는�연구�목적�이외에�사용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나이� :� (� � � � � � � � � )세

2.� 학교� :� (� � � � � � � � � � )초등학교�

3.� 성별� :� ①�남� � � � � � � � � � � ②�여� � � � � � � � � � � � � � � �

4.� 구분� :� ①�교사� � � � � � � � � ②�학생� � � � � � � � � (학생은� 6번으로)

5.� 교직경력� :� (� � � � � � � � )년

6.� 학년(담당학년)� :� (� � � � � � � � � � )학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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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번

호
질문 평정척도

교육적

효과성

교육�

목표�

달성도

1
본� 어플리케이션은�학습자의�운동량과�운동기능�향

상에�도움이�되는가?
5� � 4� � 3� � 2� � 1

2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에� 관한� 지식� 증

대에�도움이�되는가?
5� � 4� � 3� � 2� � 1

3
본�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운동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도움이�되는가?
5� � 4� � 3� � 2� � 1

4
본� 어플리케이션은�학습자가�통합적으로�체육을�학

습하는데�도움이�되는가?
5� � 4� � 3� � 2� � 1

5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

서의�운동에�대한�태도�변화에�도움이�되는가?�
5� � 4� � 3� � 2� � 1

6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수업만� 행할� 때� 보다� 학습자

의�전인적�성장에�도움이�되는가?
5� � 4� � 3� � 2� � 1

학습�

내용

7
다양하고� 풍부한�학습용�멀티미디어� 자료를�활용하고�

있는가?
5� � 4� � 3� � 2� � 1

8
학습� 내용이�학습자의�경험과�관련되어�학습자들이�

공감할�수�있는�내용이나�사례들로�설계되었는가?
5� � 4� � 3� � 2� � 1

9
학습� 내용은� 체육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 통합적으로�

가르치기에�적합한가?
5� � 4� � 3� � 2� � 1

10 학습�내용이�학습자의�연령과�수준에�적절한가? 5� � 4� � 3� � 2� � 1

교수

학습�

전략

11
사용� 중�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 학습

자와�교수자�사이에�활발한�상호작용이�일어나는가?�
5� � 4� � 3� � 2� � 1

12
사용� 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을� 지속시킬�

수�있는�동기유발적�요소가�있는가?
5� � 4� � 3� � 2� � 1

13
다양한� 수준의� 학습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맞춤식

으로�활용할�수�있는가?
5� � 4� � 3� � 2� � 1

14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학습을�계획하고� 실행할�수�

있는가?
5� � 4� � 3� � 2� � 1

평가

15 학습활동에�대해서�개별적�피드백이�가능한가? 5� � 4� � 3� � 2� � 1

16
학습자의�운동기능,�지식,�태도의�통합적�측면을�평가

할�수�있는가?
5� � 4� � 3� � 2� � 1

17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학습자의� 성취감� 또는� 만족

감을�줄�수� 있는가?
5� � 4� � 3� � 2� � 1

표 1. 어플리케이션의 현장적합성 평가 항목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점수에�◯�하거나,�적절한�의견을�써주시기�바랍니다.

※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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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성

학생�
수준

18 초등학생�사용자가�사용하기�쉽도록�구성되었는가? 5� � 4� � 3� � 2� � 1

교사�
수준

19 현장�교사가�이해하고�사용하기에�적절한가? 5� � 4� � 3� � 2� � 1

실제성 20 실제�체육수업과�학습에�활용할�수� 있는가? 5� � 4� � 3� � 2� � 1

저작성 21
교사나� 학급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거나� 선

택적�사용이�가능한가?
5� � 4� � 3� � 2� � 1

학교�

환경
22

본� 어플리케이션� 적용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

할�때� 큰�어려움이�없는가?
5� � 4� � 3� � 2� � 1

설계

타당성

교과�

정체성
23

본� 어플리케이션의� 구성방식과� 내용은� 체육교육의�

목적� 및� 내용이� 추구하는� 바를� 고려하여� 설계되었

는가?�

5� � 4� � 3� � 2� � 1

목표�

지향성
24

본�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하고� 있는� 설계� 요소들은�

학습자의�운동소양을�함양하는데�효과적인가?
5� � 4� � 3� � 2� � 1

일관성 25
본�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과� 메뉴� 등은� 조화롭

고�일관성�있는가?
5� � 4� � 3� � 2� � 1

윤리성 26
학습� 내용이� 성,� 연령,� 지역,� 인종차별� 등의� 요소를�

포함하지�않고�윤리적으로�적합한가?
5� � 4� � 3� � 2� � 1

사용자

만족성

유용성 27
본� 어플리케이션은�교사와�학습자�모두에게�유용한

가?
5� � 4� � 3� � 2� � 1

요구�

반영성
28

본�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사전�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

영되었는가?
5� � 4� � 3� � 2� � 1

독창성 29
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교육용� 프로그램에� 비해�

창의적이고�독자성이�있는가?
5� � 4� � 3� � 2� � 1

만족성 30
본� 어플리케이션에�전반적으로�만족하고� 앞으로�사용

해�볼�의사가�있는가?
5� � 4� � 3� � 2� � 1

종합�

평가

* 류진선 외(2004), 이충현과 윤미현(2003), 임병노 외(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의 콘텐츠 평가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함. 

※�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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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사후�심층면담�질문지

부록 9. 교사용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

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은�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천하고� 학습자의� 운

동소양�함양을� 이끄는�스마트교육�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현장적합성을�탐색하기� 위하

여�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하나하나

가�학생의�운동소양�함양을�이끄는�통합적�초등�체육을�위한�스마트교육�콘텐츠의�현

장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과

정에서�충실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체육교육의�발전에�기여하는�좋은�연구로�보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6.� 10.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 � � � � � � � ②�여� � � � � � �

2.� 교직경력� :� (� � � � � � � � � � )년

3.� 담당학년� :� (� � � � � � � � � � )학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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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사용에�대한�느낌에�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생각을�자유

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 어플리케이션에�대한�만족도는�대체로�어떠한가요?

2.� 어플리케이션에서�가장�흥미롭게/흥미롭지�않게�느껴진�부분은�무엇인가요?

3.� 본�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체육수업에�대한�생각과�느낌을�말해주세요.�

4.� 다른� 선생님께�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지� 말씀해주세

요.

◇� 이전의� 체육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5.� 이전의� 체육교육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체육교육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길까요?

6.�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후� 체육활동의� 양이나� 범위가� 달라졌나요?� 예를� 들어� 말해주세

요.�

7.� 어플리케이션�사용전과�사용�후�학생들의�체육과목에�대한�태도와�느낌은�어떻게�바뀔�

것으로�예상되나요?

◇�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사용� 시� 기대되는�변화에�대한�질문입니다.� 선생님의�생각을�

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8.�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후� 학생들의� 운동을� 하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 에� 대한� 생각

이�바뀔�수�있을까요?�이에�대한�생각을�말해주세요.�

9.� 기존의�체육수업에서�부족하다고�느꼈던�어떤�부분을�어플리케이션이�보충해�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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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생각하나요?

10.�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학생들의� 체육활동� 모습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변

할�것으로�예상되나요?

◇�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의�효과적�활용을�위한�의견에�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생

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1.� 선생님께서�어플리케이션의�어떤�점을�보완하고�싶은가요?

12.� 체육교육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있을까요?

※�지금까지�많은�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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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사후�심층면담�질문지

부록 10. 학생용 사후 심층면담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통합적� 초등� 체육을� 실현하고� 학습자의�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스마트

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

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학생의� 운동소양� 함양을�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 판단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의�과정에서�충실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은�없으며,�모든�정보는�연구�목적�이외에�사용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문경남

◇�다음�문항을�읽고�해당되는�난에� V표�하거나,�써주시기�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 � � � � � � � � ②�여� � � � � � � � �

2.� 학교� :� (� � � � � � � � � � )초등학교�

3.� 학년� :� (� � � � � � � � � � )학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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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사용에�대한�느낌에�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생각을�자유

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 ‘내가� 살펴본� 체육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다.’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왜� 그렇

게�생각했나요?

2.� 본�어플리케이션에서�가장�재미있게/재미없게�느껴진�부분은�무엇인가요?

3.� 본�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모습을�생각해보고�이에�대한�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말

해주세요.

◇� 이전의� 체육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4.� 이전의�체육교육과�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체육교육은�어떤�점에서�가장�다른가요?

5.�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후� 여러분의� 체육활동의� 양이나� 범위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말해주세요.�

6.� 어플리케이션� 사용전과� 사용� 후� 나의� 체육과목에� 대한� 태도와� 느낌은� 어떻게� 바뀔� 것

으로�예상되나요?

◇�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사용� 시� 기대되는�변화에�대한�질문입니다.� 여러분의�생각을�

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7.�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내가� 체육수업에서� 참여하게� 된� 정도를�

10점�만점으로�표현해�보세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

8.�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을�활용한다면�참여하는�친구들의�모습이�어떻게�달라질까요?�

달라지지�않는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요?

9.�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을�활용한다면�체육수업�내용면에서�이전의�모습과�어떤�점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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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후� 운동을� 하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예를�들어�말해주세요.�

11.� 체육수업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2.� 어플리케이션�사용�후�나의� 학교체육�생활과�방과� 후� 체육� 생활은�어떻게�변할지�예

를�들어�말해주세요.�

◇� 체육교육용�어플리케이션의�효과적�활용을�위한�의견에�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생

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

13.� 내가�어플리케이션�개발자라면�어떤�점을�보완하고�싶은가요?

14.� 어플리케이션을�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인가요?

15.� 만약�이�어플리케이션을�다른�친구들에게�소개한다면�어떻게�소개하고�싶나요?

※�지금까지�많은�질문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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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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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pply the principles of 

the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o promote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conten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1) What are the principles of the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 What are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3) What is the field suitability of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course of 

12 months, from January of 2016 to January of 2017,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proceeded through the steps 

of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evaluation based on the 

procedures of the development research method. After developing the 

development principle was determi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a requirement analysis and environmental analys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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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developed smart education content in the form of an app, 

after which the field suitability was reviewed through an outcome 

evaluation of a prototype and an examination of the expected 

educational effect. Through these processes, the validity of the 

development principle was secured through a continuous review by an 

expert group and the quality of the developed content was managed.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f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an 

advanced open questionnaire, advanced in-depth interviews, a 

post-evaluation process, and post-in-depth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n inductive category analysi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were secured through verification by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principle of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m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leading to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wa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eight factors related to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With regard to goals, there are 1) the principle of 

differentiation and 2) the principle of individuality. In terms of content, 

there are 3) the principle of abundance and 4) the principle of 

openness. With reference to methods, there are 5) the principle of 

sharing and 6) the principle of interactivity. For evaluation, there are 

7) the principle of linkage and 8) the principle of self-initiative. Three 

or four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development process as a concrete means of cultivating sport 

literacy. The eight development principles and 25 detailed guidelines 

can be used as guiding principles during the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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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ed in this study is an 

app called MY PE. MY PE encompasses the meanings of ‘Physical 

Education’, ‘Play Every Day and Everywhere’, and ‘Personal Education’. 

The first purpose of MY PE is to develop integrated sport literacy, the 

second is to integrate physical education at school and sport in 

everyday life, the third is to integrate the humanities factors and 

functional elements of sports, and the final purpose is to promote 

interest in physical education so that users may savor an exercise 

culture. The basic structure of the app for sport literacy cultivation 

involves the three activities of practicing, sharing, and accumulating . 

Hence, learners go through a process of recursive learning by 

exercising in various ways in the community. They then share the 

content and accumulate literacy through sharing.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ment, the researcher implemented the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ment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so that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ould be practiced effectively.

Third, the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has high field suitability and is 

educationally effective in terms of sport literacy cultivation.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field suitability based on the four aspect sof 

educational effectiveness, field applicability, design validity and user 

satisfaction, 83% of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content as excellent. 

Moreover, in terms of sport literacy cultivation, the content is expected 

to have an educational effect in terms of sport performance, sport 

knowledge, sport disposition and savoring sport. The expected results 

are as follows: 1) With regard to sport performance, an improvement 

of basic physical fitness, increased sports capacity, increased amount of 

movement, and increased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will arise. 2) 

For sports knowledge, the generation of basic knowledge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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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dimension of sports, the generation of learner-centered 

sports knowledge, an improvement in sports knowledge, and an 

enhancement of movement intelligence can be expected. 3) With regard 

to sports disposition, increased interest in various aspects of sports, 

increased interest in sports overall, increased self-confidence and 

achievement toward sports, and the formation of favorable attitudes 

toward sports will result. Finally, 4) With reference to the savoring of 

sports, the promotion of a healthy sports culture, the savoring of the 

sports culture unified with life, the development of a foundation for 

lifelong sports participation, and the experience of a wide range of 

sports cultures are all possible outcom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develop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at leads to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field-friendly content through a systematic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nect actual user needs and environments with academic discussions. 

Second, it uses an analytical approach based on the development 

principles needed to implement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ird, the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cellent in terms of field suitability and can be educationally effective 

for savoring of sports. In conclusion, the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while also functioning as a practical 

development guid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it was validated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nalysis of documents, requirements, environments 

and an expert review. The app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se 

procedures has excellent usability in future field applications; abov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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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ffective smart education content for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which leads to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Finally, suggestions related to the practical aspects of smart education 

and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In terms of practical aspects, first, 

efforts to develop smart education content should be made at the 

levels of field teachers and students. Second, smart education content 

should be utilized more broadly and in a more integrated manner 

instead of being limited to fixed subjects or fixed times. Thir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smart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ntent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on the autonomy of 

students. Next, for follow-up research, it is necessary initially to carry 

out a practical study to apply the developed app to the education field 

by applying the design principles outlined here.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universality of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ed in this study through the expansion of 

objects and subjects to which it is appli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onnect the theoretical debate of sport literacy 

cultivation to the goal of physical education with practice. Fourth, it is 

necessary to link the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ed in this study 

to education policies or to other programs to expand the scope of the 

app further and explore its effects in future studies.

Keywords : sport literacy, integrat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smart education, content development, app (application)

Student Number : 2015-2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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