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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구

박 용 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CSPAP)의 개발 내용, 운영 과

정, 효과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연

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1)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2)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는가? 3)

어떠한 운영 효과가 있는가? 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미치

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배경이 된 연구 참여 학교는 연구자가 체육전담 교

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중간 규모의 학교였다. 유목

적적 선정 방법에(purposeful sampling) 따라 교직원 14명, 학생

10명, 학부모 6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개발자이면서 프로그램 운영의 리더(연

구 1년차)와 조력자(연구 2년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료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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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사례 조사, 면담, 관찰, 현지 문서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

료 분석 및 해석 단계는 기술, 분석, 해석의 절차(Wolcott, 1994)를

충실히 따랐으며, 코딩 단계는 Struass(1987)가 제시한 개방형 코

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단계를 준수하였다. 연구의 진실성 확

보를 위해 삼각검증,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거쳤다.

또한, 모든 연구 과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

원회(IRB)로부터 승인된 연구 계획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의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CSPAP의 개발방향은 ① 인성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학교체육 환경 제공, ②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모두

에서 목표, 내용, 방법 및 대상의 포괄적 접근 지향, 그리고 ③ 학

생 중심의 학교체육 운영이었다. 2)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며 목표는 학교문화의 4가지 하위차원

(Schoen & Teddlie, 2008)에 따라 ① 학교체육에서의 전문적 인성

교육 구현(전문적 지향), ② 배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체육 분위기

조성(조직 구조), ③ 학교체육에서의 반복적인 인성교육 기회 제공

(학습환경의 질), ④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학생 중

심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3) 본 프로그램은 NASPE(2011)가 제시

한 CSPAP 모델과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정창우, 2015)을 참고

하여 개발되었으며 포괄성, 연계성 및 통합성의 원리 아래 개발되

었다 4)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활동, 비교과신체활동,

교사 참여, 가정 및 지역 연계, 시설 및 행정의 5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각각의 하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인의예지(仁義禮智)를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해야 할 핵심덕목으로 정하였다.

둘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다음과 같은

하위 프로그램들로 운영되었다. 1) 교과활동에는 인성 중심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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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업모형 기반 체육수업과 비교과 연계수업, 2) 비교과 신체활동

에는 학생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틈새체육활동 등이 있었으

며, 3) 교사 참여 활동으로는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 교사 참여 신

체활동, 인성교육 연수 강화, 4) 가정 및 지역 연계에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체육 소식지 발간, 마지막으

로 5) 시설 및 행정에는 스포츠 LG(Library & Gallery)와 스포츠

인성교육 예산 편성 등이 하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다음과 같은

운영효과가 있었다. 1)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 신장되었다. 연

구 참여교사들은 교내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인성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체계적으

로 준비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 2)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 풍

토가 조성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운동 기능 수준에 상관없이

스포츠맨십을 갖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학생이 선정되는 페어플

레이어에 대해 존경심을 드러냈으며, 교사들은 교육활동 업무에

있어 과정과 결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3) 다양

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이 내면화되었다. 학생들은 하나로

수업에서 덕목과 학습제재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는 등 경험발

견형 스포츠 인성교육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스포츠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도덕적 성장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4) 도

덕적 주체로서의 경험을 강화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본

CSPAP를 통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감을 느꼈으며, 프로그램 속에

의도된 상호학습 장면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기회를 자주 갖

게 되었다.

넷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는 다음 촉진 및 저해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촉진 요인으로는 ① 포괄적인 프로그

램 전략, ② 학교장-교사, 교사-학생 관계에서의 리더십과 임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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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의 조화, ③ 인성에 관한 공동체적 지각을 갖게 된 결정적 사

건이 있었다. 그리고 저해 요인으로는 ①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으

로 인한 구성원들의 부담감과 반감, ② 학교조직의 관료적 속성으

로 인한 업무 추진의 어려움, ③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의지의 약화가 있었다. 연구

자는 저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으로 ‘프로그램의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자해지

식 해결전략을 실천하였다. 동료 교사들을 자주 만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유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특정 교

과 및 업무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CSPAP가 갖

는 교과통합적 효과가 발휘되면서 해소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해보면 첫째, 본 CSPAP는 top-down

방식의 체계적인 학교체육 운영이 가능한 모델이며 학생의 체지심

(體智心)에 모두 관여하는 통합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본 CSPAP 운영 효과는 인성친화

적 학교문화 조성의 부분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

율적 운영과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인적요

인이었다. 셋째, 연구결과는 CSPAP는 학생 개인의 상태, 가정 및

학급의 특징, 지역사회 신체활동 인프라, 그리고 정부기관 정책의

면밀한 분석 아래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생태학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과정이 학교변혁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 CSPAP는 학교혁신의 중추적

인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단순 신체활동 기회의 보장을 넘어 학

교체육과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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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교과활동, 비교

과 신체활동, 가정 및 지역 연계, 교사 참여, 시설 및 행정의 구성

요소 아래 하위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본

CSPAP는 학교문화의 하위차원을 변화시키며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과 학교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체계적인 단위

학교 실태 분석과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CSPAP의 개발

과 운영에 반영될 때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

째, 학교체육 운영자를 위해 시대적 과제인 학교체육의 외연 확장과 내

실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학교체육 운영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전문

성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둘째, 학교체육 행정가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CSPAP는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영역 간

정책 개발 방향의 긴밀한 공유와 생활 및 전문체육인의 학교체육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학문적 제언으로 한국형 CSPAP 모델의 개발과 정착에 필요한 풍족한

기초자료 학보와 초기 연구 진행을 촉구하였다.

주요어 :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학교체육, 스포츠 인성교육,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학교문화

학 번 : 2014-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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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이구... 박선생. 인성교육 하면 뭐해. 내년 3월이면 또 맨땅에 헤딩인

데. 잘 가르쳐 놓으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점으

로 되돌아 가버리고... 어떨 땐 차라리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한 학년 

통째로 맡아서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2016년 4월 22일 동료 교사의 대화)

재훈이는 체육수업 마다 제보(?)가 들어오는 학생이다. 장난이 심하고 

입이 조금 거칠지만, 그 반 남학생들 대부분이 그렇다. 6학년 연구실에

서 재훈이가 담임으로부터 야단을 크게 맞는 모습을 보았다. 재훈이가 

나가고 연구실 문이 닫히자 욕설이 들렸다. 흥분한 담임은 재훈이를 

다시 찾으러 나갔다. 나도 적잖게 충격을 받았는데 뒤이은 인성부장님

의 말씀이 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박선생, 쟤 작년에는 안 저

랬어. 작년에 내가 담임할 땐 착했어.” 그런데 왜? 올해는 왜?

(2016년 3월 17일 연구자 현장 일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거의 매일 우는 소리를

듣는다. 점심시간 다른 학년 연구실을 들릴 때면 종종 비슷한 장면이 연

출된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려지거나 맞아서 우는 아이, 선생님의 훈계에

왜 저만 그러냐고 우는 아이, 나는 구경만 했다고 우는 아이. 특히 3월은

선생님들이 각별히 생활지도에 신경 쓰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1

년 단위로 너무 많은 것이 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3월이 되면 교장

이 바뀌거나, 절친했던 동료교사가 떠나버려 낯선 성인이 와서 인사를

건네면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눈치껏 알아차려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

은 이제 조금 내 자식처럼 보이는 아이들, 이제 좀 사람 만들어 놓았다

생각 드는 아이들이 다른 학년, 다른 학급으로 다 흩어진다는 사실이다.

눈앞에 새로운 아이들이 목을 길게 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

자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이라는 느낌이 든다. 3월은 그렇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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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이다. 관리자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

도 3월은 힘든 달이다. 시인 엘리어트(Eliot, T.S.)가 만약 오늘날 이 땅

의 교사였다면 다시 이렇게 노래했을 것이다. “3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다.”

내 주위에는 “참 좋은” 교사, “참 좋은” 학생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매일 같이 훈육과 인성 지도의 장면을 목격하는 이유는 인성에 민

감해진 학교사회 탓일지도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를 검게 물들였던 비인간적, 비도덕적 사건, 사고들에 대한 지

탄은 돌고 돌아 약속이나 한 듯 교육으로 향했고, 그 책임 역시 학교에

묻고 있다. 교육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리라는 “교육복음”(the education

gospel, Grubb & Lazerson, 2004)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된 것처럼, 모든

교육정책, 사업, 제도에서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

육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5명(51.5%) 정도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도덕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5%

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인문학 위기가 인문학 바람을 몰고 왔듯이,

범국민적인 인성 위기 담론은 현장에 세찬 ‘인성교육 바람’을 일으켜 학

교를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2012년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과

학기술부, 2012)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손보면서, 체육, 예

술 교과목 기준 수업 시수 감축 금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교육과정 내 편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적용되었다. 학교현장에

는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범학교 및 각종 선도학교가 운

영되고 있고, “체험형”, “실천중심”, “찾아가는”의 수식어가 붙은 각종 인

성 관련 이벤트성 학교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교사들은 학습지도, 생활

지도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쌓기 위해 인성 관련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

야 하며, 일부는 인성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이쯤 되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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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연구하는 시간보다 인성 관련 업무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이 나올 법

도 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인성교육과 학교교육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둘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삶’(eudaimonia)

을 지향한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학교교육이 교과를 가르치는 일을 주된

과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교과를 잘 가르치면 훌륭한 인성

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유한구, 2006).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빌리자면, 교육은 ‘실천적 활동’(praxis)이며 ‘인

간을 위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해서, 참된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

는 상태’ 즉,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가르치는 것이 교과교육과 인성

교육의 주된 일이다.

인성교육을 실천하지 않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모두 제 나름의 방식

과 노하우로 자기 학생들을 사람답게 가꾸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 의존

한 인성교육은 앞의 일화들처럼 이듬해 3월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다.

잘 가르쳤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도 강력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자제력을

잃고 만다. Kupperman(2006)은 종전의 인성교육의 실패원인 중 하나로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지

니는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서 공식화된 규칙, 규범으로서의

도덕을 두려움과 유혹과 같은 상황에서 변형시킨다. “작년에는 안 저랬

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학생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다. 교사가 매일 같이 노력하여 잘 가꿔 놓은 인성텃밭에

서 좋은 성품을 보이던 학생이 그 텃밭을 빠져 나왔을 때, 만나는 상황

과 환경이 또 다른 인성텃밭인지 진흙탕인지에 그 성품의 지속성이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를 형성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학교문화”라고 생

각한다. 학생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물리적, 추상적 환경 모두를 인

성과 관련된 학생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는 곧 환경조성과 과정중심으로 인성교육을 펼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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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on(2006)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사실 당장 바꿔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

의 인성은 가장 나중에 바뀌는 것이다. 학생이 마주하는 사람이 인성을

갖추어야 하고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 인성을 함양하기에 알맞은 공간

이어야 한다. 학생의 밖을 바꿔놓고 학생의 내면이 바뀌기를 기대해야지,

다른 것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려는 노력은

여러 면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그러했다. 보다 우회적인 방

식이 필요하다. 사실 인성은 “의도된 비의도적 환경”에서 교육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콜버그가 키부츠 마을에서 돌아와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고

주목한 것이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학생

들의 인성 함양, 나아가 인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열쇠가

학교풍토, 학교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3월이 되어도 여전히 인성

텃밭에 있을 수 있고, 내 도덕적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내 쌓은 덕

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이지 않

으면서 학교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것, 바로 문화이다.

학교체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스

포츠가 인성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지만, 현장교사로서

의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적용되는 여러 인

성교육 정책들이 ‘스포츠가 인성을 기른다’고 답을 내리고 그 실천을 강

조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학교체육 연구에서도 상당 수준의 인성교육

효과를 확인하였다. 정규체육수업에서 인성 함양을 검증한 연구(강일,

조순묵, 2000; 고문수, 2015; 김낭규, 김영범, 2013; 박정준, 2011; 장한진,

2010 등), 학교스포츠클럽의 인성교육 효과를 밝힌 연구(김기천, 2014;

박진성, 문한식, 김정완, 2014; 심인숙, 표내숙, 정상훈, 2009; 유미성, 송

윤경, 김지영, 이정아, 양혁인, 전용관, 2016; 차은주; 2013; 채창목, 김영

식, 2015; 홍지윤, 이대형, 2015), 방과후 체육활동의 긍정적인 정서 효과

를 보고한 연구(김슬이, 2015; 문규진 2010) 등 여러 학교체육활동들이

인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교체육은 상당히 유기적인 대상이다. 다양한 학교체육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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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 어느 하나에 의존해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서 비유한 ‘담

임교사의 인성텃밭’과도 같다. 체육수업에서는 인성을 강조하고 교내 학

교스포츠클럽 경기에서는 경쟁과 승리가 우선시 되어서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없다. 적어도 인성친화적인 학교 풍토,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조처가 가

해져야 한다. 앞에 열거한 연구들로는 학교체육 전체 운영에 대한 결정

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제 일부 신체활동이 아닌

학교체육 운영의 측면에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례

가 요구된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은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하는지, 학교체육의 어떤 측면이 그러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

생들은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인성이 함양되어야 하는지 심층적으

로 기술한 연구로 새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방안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과 학교체

육에서의 포괄적 접근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

모형(정창우, 2015)는 학교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가정과 공동체 연

계를 통한 인성교육,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보

다 체계적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지향한다. 유사하게 학교체육을 총

체적 시간에서 바라보는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CSPAP)은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한다(Centeio et al., 2014).

CSPAP는 학생의 신체활동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가 목적이며,

최근 여러 경험연구를 통해 체력 및 운동기능 신장, 사회성 함양과 같은

전통적 학교체육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Hardman 2004; Tannehill et al., 2015). 무엇보다 CSPAP의 유기적, 포

괄적, 총체적 속성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에서의 인성교육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위

한 기반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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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

로그램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둘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

그램은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는가?

셋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

그램은 어떠한 운영 효과가 있는가?

넷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

가?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운영 과

정, 효과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과정을 탐색

하고,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 방안으로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3.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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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인성

인성이란 바람직한 개인생활 영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조

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품성과 역량을 의미한다.

◈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란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인성 우위적 사고, 태

도, 신념, 목표, 행동양식과 규범 등의 총체로 배려하고 지지적인 풍토

위에 조성(造成)되는 것이다.

◈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란 교과 활동(정규 체육수업, 교과연계수업),

교과 외 활동(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 체육활동, 틈새체육활동 등),

학교운동부, 자율체육프로그램(체육 재능 기부 프로그램), 학교체육 시설

및 용구, 학교체육행정(예산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의 교내외 신

체활동 지도 및 지원체계를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로 인적, 물적 자원의 차별성은 물론 연구

수행 이전의 연구 참여 학교가 지닌 학교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

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 8 -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해 인성교육, 학교체육의 인성교육 효과, 학교문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1절 인성과 인성교육에서는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

념, 인성덕목과 인성역량, 인성교육 기저 이론으로서의 도덕성 발달 연

구,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의 틀(frame)로 활용될 포괄

적 접근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 2절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에서는 학교체

육의 범위를 확인하고, 학교체육의 인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얻는다. 마지막 제 3절에서는 학교문화의 개념, 속성, 차원을

정리하고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에 관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

기로 한다.

1. 인성과 인성교육

1)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1) 전통적 관점: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

인성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심리학에서 많이 논의되어져

왔다.1) 국본 연구 중 철학적 관점을 통해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를 정

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선보 등(2015)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동서양

의 종교적 관점, 고대-근대-현대에 걸친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

먼저,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인성과 인성개념을 살펴보면, 유교에서 인

성이란 심(心), 성(性), 정(情), 의(意)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지적

1) 여기서 철학은 윤리학과 종교적 관점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9 -

능력과 정의적 능력, 도덕성의 개념 역시 포함하고 있다. 또, 심, 성, 정,

의 자체는 선악의 구분이 없으나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선의 모습,

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유교에서 인성교육의 개념은 맹자의 입장에 따

르면 인의예지의 천리(天理)에 합당하도록 인간됨의 바탕을 이루는 성품

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인성을 정(精), 기(氣), 신

(神)을 포함하는 인위적이지 않은 본원적 자연성으로 개념 짓는다. 따라

서 도가의 인성교육은 “무위자연”의 삶으로 대표된다. 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텅 빈 고요 속에서 또렷또렷하게 일체를 밝게

아는 능력, 즉 불성(佛性)을 포함하는 개념을 인성으로 바라본다. 불가에

서 인성교육이란 불성을 발현하여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이다. 공통적인 점은 세 가지 관점 모두 인

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선보 등, 2015).

서양 고대 철학에서 인성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근대 철학에서는 칸트의 입장에 주목할 만하다. 서양 고대 철학 역시 인

성을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플라톤은 이 본성을 비물질

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이라 생각했고, 인성교육을 감각과 육체로부터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신차균, 2000)으로 생각했다. 순수한 영혼은 참된

인식(episteme), 진리, 또는 이데아에 상응하며, 이데아에 따라 인간과 세

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paideia)의 요체이다(이서규,

2001).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지

만, 육체와의 결합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인간의

정신적 본성과 인간 삶의 사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현세적 인간’의

삶이다. 즉, 인간은 식물적 영혼, 감각적 연혼, 정신적 영혼을 동시에 지

닌 존재이며 자연, 습관, 이성을 세 가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인성교

육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교육에 있어 습관의 형성을 강조하고 로

고스(logos)와 함께 에토스(ethos)의 도야를 주문한다(오인탁, 2003). 반

면, 근대철학에서 칸트는 인성을 인격(person)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인

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인간의 초월적 자아의식과 자유행위를

인격성의 핵심적 요소로 생각하고 인성교육을 인간을 자유롭게 행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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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만드는 인격성을 기르는 일, 감성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

의 자발성을 실현시키는 일이라 천명했다(강선보 등, 2015). 플라톤, 아리

스토텔레스, 칸트가 바라보는 인성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 인격과 같은 인간의 심원한 내면을 계발해 나가는 입장으로 정리

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2001)는 인성교육의 배경학문이 성격 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이므로 성격과 인성이 혼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McAdams(2009)는 인성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의 개념으로 상정할

때, 인간 행위와 경험의 개인차에 초점이 둘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학의

한 부류인 ‘성격 심리학’에서 인성을 주로 논의해왔다고 주장하며, 성격

의 도덕적 차원을 부각시킨 ‘도덕적 성격’(moral personality)이라는 개념

을 사용한다. 도덕심리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는 도덕 발달, 도덕적 인

격,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가치, 친사회정 행동이었지만 최근에는 “도덕

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McAdams, 2009).

Blasi(2009)는 도덕성이 성격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한편, 부정적 행동에서 긍정적 행동으로 심리학의 관심을 돌

리게 만든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는 ‘성격강점’, ‘인성강점’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덕목과 대응시키고 있다.

심리학에서 성격에 대한 약속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은

“지속성을 갖는 개인적 특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격은 다양한 상황에

서 인간의 인지, 동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가진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성들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정창우,

2015). ‘character’와 ‘personality’ 역시 많이 혼용되고 있는데

Allport(1951)에 따르면 후자는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결정지어주는

심체적 체계로서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며, 전자는 개인의 행위를 평

가하는 행동 규칙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박정준, 2011에서 재인용).

유사하게 Kupperman(1991, p.17)은 ‘character’를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도덕적 선택과 관련한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의 정상적인 양식”으로 규정

하며, 개인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personality 보다 도덕적 함축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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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하다고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인성과 인성교육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을 종합하는 것은 학문적 모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인성의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면, 인성은 타고난 순수한 인간 본성

(철학) 또는 타고난 성격과 기질(심리학)로 수양(修養)과 도야(building)

(철학) 또는 개인적 경험(심리학)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2) 최근의 논의: 역량으로서의 인성2)

인성의 개념은 성품 혹은 품성, 기질, 개성, 성격, 사람됨, 전인성, 인

격, 도덕성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남궁달화, 1999; 이

근철, 1996; 이윤옥, 1998; 조난심 외, 2003; 한국교육학회, 1998; 현주,

2009; 황긍연, 1992), 인성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성품, 덕성이

라는 의미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정창우, 2015). 이와

같이 개념 정의는 인간다운 성품 즉, 덕(virtues)의 측면에서 인성을 규

정한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덕목과 공동체의 전통과 상황적 특

수성에 기초한 덕목을 아우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인성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에 지니고 있던

도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Lickona와 Davidson(2005)은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과 함께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이란

개념을 내놓았다. 그들은 미국 내 우수학교 수상경력이 있는 24개의 고

등학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인성교육이 종전에 지니고 있던 관념

에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수학교 수상을 받은 학교가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을 잘 하고 재능을 발달시켜 탁월성을 증진해 가도록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Davidson et al., 2007). 이 연구를 통해 Lickona와 Davidson은

2) ‘인성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며, 관련 모든 연구물들이 정창우

(2015)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2) 최근의 논의: 인성 덕목과 인성 역량의 관계’

는 정창우(2015)의 내용을 다수 인용 및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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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큰 두 가지 줄기로 구성됨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이다. 수행적 인성은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과업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내는 도덕적 능력을 말한다. 최근 교과교육에서 융

합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모형 연구(교육부, 2016)에서

교과융합수업을 통해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함께 기르는 수업모

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연구자 인성의 개념

이근철

(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고, 넓게는 지・덕・체 또

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

남궁달화

(1999)

인간의 성품으로, 성품은 인간의 성질(性質)과 품격(品格)으로 구성됨. 여

기서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

조난심 등

(2004)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

강선보 등

(2008)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성품, 인간 본연의 모습

박성미 등

(2012)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

박병기 등

(2014)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만한 성격 및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선

한 본성

현주 등

(2014)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특질과 역량

정창우

(2015)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표 1. 인성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김하연, 2017 참조 및 수정)

지금까지 제시된 인성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에 지니고 있던

도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Lickona와 Davidson(2005)은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과 함께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이란

개념을 내놓았다. 그들은 미국 내 우수학교 수상경력이 있는 24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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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강점 인성 특징 비고

1. 평생 배우려는 

사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n 교육받은 사람이 지녀야 하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

서 노력한다.

n 배움을 평생의 과정으로서 생각한다.

n 비판적 분석 기술을 보여준다.

n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진지하게 간주한다.

n 전문가의 의견과 신뢰성 높은 증거를 찾는다.

n 지식들 간의 관계성을 찾고 통합시킨다.

수행적

인성

표 2.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8가지 강점(교육부, 2016, pp.41-42 재구성)

등학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인성교육이 종전에 지니고 있던 관념

에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수학교 수상을 받은 학교가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을 잘 하고 재능을 발달시켜 탁월성을 증진해 가도록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Davidson et al., 2007). 이 연구를 통해 Lickona와 Davidson은

인성이 큰 두 가지 줄기로 구성됨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이다. 수행적 인성은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과업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내는 도덕적 능력을 말한다. 최근 교과교육에서 융

합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모형 연구(교육부, 2016)에서

교과융합수업을 통해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함께 기르는 수업모

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수행적, 도덕적 인성은 다음 <표 2>와 같이 8가지 강점(eight

strengths)들로 나뉠 수 있다. 수행적 인성의 강점은 1) 평생 배우려고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2) 일에 열심 성실이며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도덕적 인성의 강점은 3) 사회적, 정서적으로 잘 행동하는 사람, 4)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5) 도덕적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겸

손하고 책임감 높은 도덕적인 사람이며, 6)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영위

하려고 노력하는 자기훈육이 된 사람, 7) 지역사회의 일에 도움을 주려

하는 민주적 시민인 사람은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합(合), 8) 보

다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꾸려가려는, 영성이 높은 사람’은 두

인성의 차원을 초월한 차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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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강점 인성 특징 비고

n 실수를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자세를 

보여준다.

2. 일에 열심성실인 

사람, 능력이 있

는 사람

n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n 적극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자기훈육적 자세를 보여

준다.

n 기준을 지키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내려고 한다. 자

기 일에 자부심이 크다.

n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향상도를 측정한다.

n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서 끝까지 버텨낸다.

수행적

인성

3. 사회적으로, 정서

적으로 잘 행동

하는 사람

n 건전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n 사회적 상황에서 기본예절을 지킨다.

n 다른 이의 감정에 민감한 능력과 “맞대면”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하는 긍정적 대인관계능력을 기른

다.

n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n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잘 한다.

n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한다.

n 자기를 아는 지식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포함

하는 정서지능을 보여준다.

도덕적

인성

4. 윤리적, 도덕적으

로 생각하는 사

람

n 좋은 판단력, 도덕적 추론력, 윤리적 지혜를 포함하

는,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n 옳은 일에 대한 의무감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양

심을 가지고 있다.

n 도덕적 헌신으로 규정되는 강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n 분별력, 양심, 그리고 정체성을 효과적인 도덕적 행

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또

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도덕적

인성

5. 도덕적으로 일관

되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겸손하

고 책임감 높은 

도덕적인 사람

n 모든 사람의 권리와 위엄을 존중한다.

n 존중에는 다른 이의 믿음이나 행동을 예의 있게 동

의하지 않을 양심의 권한을 포함하는 점을 이해한

다.

n 옳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효능감을 높

은 수준으로 지니고 있다.

도덕적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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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강점 인성 특징 비고

n 실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

n 좋은 본보기가 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수용한다.

n 도덕적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한다.

6. 건강한 생활스타

일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자기훈

육이 된 사람

n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가능한 자기통제력을 보여준

다.

n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한다.

n 지속적 자기발전, 건강한 생활스타일, 그리고 긍정

적 미래를 이끄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행한다.

수행적

인성

+

도덕적

인성

7. 지역사회의 일에 

도움을 주려하는, 

민주적 시민인 

사람

n 가족, 학급, 학교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준다.

n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덕목과 

기술을 보여준다.

n 국가의 민주적 유산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한다.

n 인간에 대한 책임감과 인류의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행적

인성

+

도덕적

인성

8. 보다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꾸려가려는, 

영성이 높은 사

람

n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고민한다(인생의 의미는 무

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

인가?)

n 의미 있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추구한다.

n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는 방도를 찾아낸다.

n 진, 선, 미 등과 같이 영원불변한 가치들에 대한 외

경심을 계발한다.

n 참된 행복을 추구한다.

n 풍부하고 깊은 내면의 삶을 지니고 있다.

n 타인, 자연, 신적 존재 등에 대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맺음을 추구한다. 

두 인성을 

초월한 

차원

Lickona와 Davidson이 제시한 수행적 인성은 “인성 역량”의 개념과

상통한다. 2015년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은 “핵심 역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핵심 역량은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성 역시 역량에 해당될 수 있다(이근호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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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외, 2012; 정창우 외, 2012; 조난심, 2013)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에는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등이 포함되며 직간접적으로 인성과 관여하고 있다.

만약 인성을 덕과 역량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덕과

역량을 구분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덕은 이러한 성품의 좋은 상태를

가리킨다. 엄밀하게 말해, 덕에는 정직, 절제, 배려, 예의와 같은 도덕적

덕(moral virtues)과 준법 및 규칙준수, 사회적 책임. 인권존중과 같은 시

민적 덕(civic virtue), 실천적 지혜와 같은 지적 덕(intellectual virtues)

으로 구분될 수 있다(정창우, 2015). 반면, 핵심 역량은 수행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탁월한 수행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으므로 가치중립

적이다(이근호 외, 2012).

핵심 인성역량(core character comeptenciies)에는 다양한 핵심역량 요

소 혹은 능력 중에서 ‘바람직한 인성’의 측면에 부합하면서도 인성함양을

위해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 기능(functioning)측면에서 볼 때, 핵심 인성역량은 앎과 행위 실천을

연계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실천 지향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행위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판단, 탐구, 성찰, 가치・태도, 실천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특성을

지닌다. 정리하자면, 인성의 개념에는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

는 인간다운 성품이나 덕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와 더불어 핵심 인성역

량의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창우(2015)는 덕과 인성역량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이라고 설명하고

<그림>과 같이 덕과 역량이 포함된 인성교육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덕

은 인성역량의 행위 지향성을 제공하고, 인성역량이 뒷받침 되는 덕은

실천력과 수행력이 강화된다. 도덕적인 덕과 역량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

고 건전하게 가꾸게 만들며, 시민적인 덕과 역량이 더해지면 타인, 공동

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덕과 인성역량의 관

계는 Lickona와 Davidson(2005)이 제시한 도덕적 인성, 수행적 인성의

관계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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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인성교육의 개념 (정창우, 2015, p.73 수정)

지금까지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인성과 최근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인성은 다양한 개념, 해석, 관점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인

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인성이란 바람직한 개인생활 영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

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품성과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는 점에서 인성을 개인적 영역과 공동체적 영역의 합(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연구 결과와 논의에서의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성교육 기저 이론으로서의 도덕성 발달 이론

도덕성은 인성의 핵심 요소로 도덕심리학에서의 도덕성 발달 이론 및

연구 전통은 인성교육의 기저 이론으로 작용한다. 이 장에서는 인성교육

의 기저 이론으로서 도덕성 발달 이론를 확인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를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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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 중심의 도덕성 발달

인지 중심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으로 대표

될 수 있다. Piaget는 아동의 인지적 도덕 판단을 중시하며,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에 따라 상이한 도덕성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타율적 도덕

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대개 4세부터 8세까지의 시기에 나타나는 타율

적 도덕성, 즉 강제의 도덕성은 성인들에 의해 부과된 규칙에 맹목적으

로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행위들은 동기나 의도가 아닌 객

관적인 결과나 규칙에 대한 정확한 순응 정도에 의해 판단된다. 이후 인

지발달과 함께 타인들의 관점에 대한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 의

자기중심주의(egocentrism)는 차츰 감소하게 되고， 역할 채택 능력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인지발달의 변화는 도덕발달에도 영향을 주는데,

8세부터 10세 사이에 나타나는 자율적 도덕성, 즉 협동의 도덕성으로 나

타난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또래 집단 사이에서 ‘상호 존중에 근거한 도

덕적 규칙들’이라는 도덕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더 이상 규칙들을 외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 혹은

고착된 것이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이란 ‘인간 목적에 다가서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직하

고 촉진하지 위한 수단으로서 구성원들의 상호일치에 의하여 창조되고

수정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다.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에

서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을 성인들의 외적권위에 근거해 있는 어떤 것으

로서가 아니라，서로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호혜적 이해와행

동의 산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옳음과 그름의 판단은 행위 자체의

객관적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의도에 비추어 결정된다(송명자 등, 2000;

Piaget, 1932).

Kohlberg는 가상적 딜레마를 통한 도덕추론의 발달로 도덕성 발달 수

준을 나누는데 이는 3수준 6단계로 나타난다(김민남・진미숙 역, 2001;

Kohlberg, 1984).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는 개인의 도덕원리를 반영하

는데, 도덕원리는 도덕선택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선택의 이유 또

는 근거를 나타내는 인지구조이다. Kohlberg에 의하면 더 높은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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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에 노출 되는 것은 인지적 불균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인지적 비평형을 통한 도덕발달단계의 상승원리는 블라트 효과(Blatt

Effect) 또는 +1효과로 표현된다. +1 효과를 적용한 도덕교육은, 발달 수

준이 높은 단계의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덕판단 발달

단계의 상향적 이동을 도와주는 발달의 촉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Blatt& Kohlberg, 1975).

Kohlberg 이론은 Piaget 이론의 확장판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점

이 많다. 도덕 발달이 인지 발달에 달려 있다는 기본 가정에서부터, 도덕

성 발달은 인지 발달에 의존하므로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이것은 불변적

계열성을 지닌다는 점도 동일하다. 반면,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은 구

성주의 속성, 자율성, 연구방법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Kavathatzopoulos, 1991). Piaget는 완벽한 구성주의자로 도덕적 구조는

그가 속한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 자신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선

험적, 생물학적, 선천적 획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ohlberg는

도덕 발달의 단계가 보편적이며 문화에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구

성주의 관점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 Piaget의 경우 도덕발

달은 구성의 과정이지만, Kohlberg는 도덕적 발견의 과정이며, Piaget는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을 상대로 도덕 개념이나 행동의 구성과정을 연구

하였지만 Kohlberg는 적응이 아닌 인지갈등을 일으키는 가상적 딜레마

로 보편적 원칙을 발견하기 위한 도덕적 발달 특성을 기술하는 연구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후기 Kohlberg는 가상적 딜레마의 한계, 키부츠 마을 방문 연

구로 현실적 딜레마와 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을

도덕교육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학교문화와 인

성교육 – 라.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에 관한 연구와 그 시사점”에서 다루

기로 한다.

(2) 정서 중심의 도덕성 발달

Gilligan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Kohlberg를 비판한다. 1) 남성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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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데이터 수집에 따른 경험연구를 보편적으로 해석한 점, 2) 여성이 남

성보다 낮은 도덕성 단계에 머물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덕성이 부족하

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 3) 도덕적 정서와 감정을 무시한다는 점,

4)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Gilligan은 정의

중심, 남성 중심의 Kohlbergian 이론이 갖는 도덕성 성차에 문제를 제기

하고 여성의 독특한 목소리인 ‘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Gilligan，1977).

하지만 Gilligan이 제시한 배려에 대한 관점은 이후 성차를 넘어서 그

동안 도덕성을 정의(justice) 위주로 논의하던 도덕심리학에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교육철학자인 Noddings에게 계승되어 도덕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Gilligan의 도덕심리학을 교육적 관점에서 계승한 Noddings는 사람이 윤

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성의 근원을 도덕적 정서에서 찾았는데,

그 감정은 자연적 배려에서 윤리적 배려로 전이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배려는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의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남

을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Noddings는 이러한 배

려의 감정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배려공동체가 되어 교육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oddings, 1984).

Hoffman은 우리의 도덕적 삶에 있어 공감(empathy) 혹은 감정이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감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다른 어떤

사람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대리적인 정의적 반응”을 의미하며, 공감적

걱정(feeling of sympathetic distress)과 공감이입에 기초한 죄의식

(empathy-based guilt)을 포함한다(Hoffman，19931; 정창우, 2015에서

재인용).

Hoffman의 연구에 의하면，어린 아동들도 이타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공감 능력을 나타낸다(Hoffman, 1975). 물론 아주 어린 아동들이 성인들

처럼 완전한 역할채택능력과 이타적 행동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공감 능

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Hoffman의 연구는，어린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곤경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주며 그러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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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연령의 중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다는 점을 알려준

다.

한편,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 Hoffman은 사회

화, 특히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화가 감정이입적 반응을 개발하고

이기주의적 욕구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리고 도덕적 공감능력과 관련 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동기화를 발달

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회화 경험들을 제시한다. 즉, 아동으로 하여

금 폭넓은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 타인들의 고통을 역설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훈육 기법을 활용하는 것, 역할채택의

기회에 참여시키는 것, 자기 욕구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

에 대해마음을 여는 것에 많은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타주의적이며 공

감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 들이다

(이종형, 2008).

(3) 통합적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주장한 학자들은 대부분 콜버그의

제자들로 콜버그주의자(Kohlbergian), 신콜버그주의자(Neo-Kohlbergian)

들이다. 먼저, Lickona(1991, 1993)와 Rusnak(1998)은 인지(도덕적 사고),

정의(도덕적 감정), 행동(도덕적 행동)의 통합적 접근으로 도덕성 발달을

설명한다. Lickona는 “인격 발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며 좋은

인성은 선을 알고, 바라며, 행하는 것, 즉 사고, 감정, 행동의 습관을 갖

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추병완, 2011). 반면 Rusnak은 “통합적 인

격 교육”으로 사고, 감정, 행동의 통합적 차원을 강조하고, ‘교육’이란 용

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콜버그주의자(Neo-Kohlbergian)인 Rest(1986)는 인지, 문화, 사회화

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했다. 다음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그와

Kohlber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기’를 도덕적 행동에 본질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했고, 도덕성의 차이를 인습을 포함한 문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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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

Kohlberg

▶ Kohlberg의 4기능 모형

도덕단계→의무판단→책임판단→행위

▶ 도덕적 동기=추론, ‘인지 결정론적’

Rest

▷ Rest의 도덕성의 4 구성요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

▷ 도덕적 동기는 추론과 같은 도덕적 행동의 조건, 과정이 아니라 도

덕적 행동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지(인지발달론) + 정서(정신 분석학) + 행동(행동주의/사회학습)의 

통합이지만 초점은 도덕적 행동에 있다

도

덕

성

차

이

Kohlberg
▶ 상이한 문화권의 도덕성의 차이는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

인적 발달에 기인한 것.

Rest

Turiel

(1978)

▷ 영역이론: 도덕성은 사회적 지식(인습)과 구분되는 영역

Kohlberg의 주장은 도덕성, 인습이 뒤섞여 있음

Shweder

(1982)

▷문화 심리적 접근: 문화적 차이가 도덕적 실재의 차이를 

만든다

Kohlberg는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발달 차이로 설

명

▷ 인습수준에서는 사회적 인습과 도덕성이 결합될 수 밖 에 없으며, 

인습이후 수준에서는 사회적 인습보다는 자연적인 의무의 도덕성 강조

▷ Rest는 ‘의무에 기반한 도덕성’이 어느 문화에서든 존재한다며 

Kohlberg의 입장을 동의

표 3. Kohlberg와 Rest의 차이점 (정창우, 2006, pp.249-254의 내용 정리)

한 개인의 사회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도덕 정체성 이론’으로 분류되는 Damon과 Blasi의 통합적 접근은 도

덕성과 자아의 통합을 지지한다. 먼저 Damon(1984, 2002)은 청소년기 이

전의 도덕성은 자아의 지배적인 특성이 아니며 청소년기를 통해 점차 통

합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포

함할 수 있는 접근법’(a more integrated, inclusive, all-encompassing

approach)(정창우, 2006, p.255)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습관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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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통합,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 세속주의와 종교의 통합을 제안한다.

이는 방법적으로 인격교육과 구성주의적 도덕교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Blasi의 통합적 접근은 콜버그주의의 전통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Damon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Blasi는 추론을 중심적 역할로 바라보고

도덕적 추론- 도덕적 동기화 – 도덕적 정체성 간의 관계 이해 향상에

주목한다. 그가 주장한 자아 모형(the Self Model) 도덕적 인지로부터 행

동으로의 이행에서 일관된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아를 강

조하였다. 이외에도 Gibbs(1991)는 Kohlberg와 Hoffman의 이론을 통합

함으로써 정의와 공감의 통합적 접근을 이야기하였고 Noddings(1999)의

통합적 접근은 배려를 중심으로 정의와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3)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 모형과 시사점

인성교육은 결코 단편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단기적인 적용을 통해 교

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정창우, 2015). 그리고 문화 소수의 노력으

로 단기간에 조성되기 힘들다. 인성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 위해

서는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한 학교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가정과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다양한 교육방법 및 학습주제

의 적용을 통한 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창우(2015)는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제안하였다.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 모형에

는 인성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핵심 인성역량 선정，교과와 교과 외

활동을 통한인성교육 실천 방안，가정 및 공동체와의 연계교육 방안，인

성교육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방법 및 활동 선정，인성교육의 적용을 위

한 학습내용 선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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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 모형 (정창우, 2015,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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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창우(2015)가 제시한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의 네 가지 의

미와 본 연구에의 시사점이다.

첫째,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학교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학교 내 모든 활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교

과 교육은 물론 교과 외 교육활동에서도 인성교육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지향점 역시 통일되었을 때 인성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의 모습은 전방위적

이어야 한다. 교과 활동에서는 정규 체육수업, 교과 외 활동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방과후 체육 활동, 토요스포츠데이, 틈새체육활동, 야외 모험

활동(현장체험학습, 야영수련활동) 등 학교체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인성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포

괄적이다. 정창우(2015, p.76)는 우리사회의 인성교육의 참여 주체를 <그

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교, 가정, 공동체, 대중매체가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인성교육의 참여주체와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창우, 2015,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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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함양은 삶의 전체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성교육

은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 및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삶이 이어지는

모든 시간과 삶이 펼쳐지는 모든 공간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가정과

사회 또한 인간의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각기 특유의 기능을 가진

삶의 장이며 또한 교육의 장인 것이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 시

가정(학부모), 지역사회(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해야 한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할 때, 풍토적 환경이 조성

되고 인성친화적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다양한 교육 방법 혹은 활동들을 폭넓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포

괄적이다.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storytelling)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을 포함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토의 토론 및 의사 결정，프로젝트 학습, 협동학

습과 같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해주는 방법들을 포함한

다.

‘운동을 하는 것’에만 치중한 전통적인 체육수업은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이 될 수 없다. 체육수업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수업기법 및 전략의 다양화, 교과융합의 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수업모형의 적용은 다양한 간접활동과 교

과융합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인성교육을 통해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어있는 범교

과 학습 주제들 중에서 특히 정보윤리교육，다문화교육，인권교육，법교

육，국가정체성교육 생명존중 및 환경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청

렴 및 반부패교육，양성평등교육, 효도 및 경로와 전통윤리교육 등이 인

성교육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많은 범교과 학습 주제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 가르치기에 제약이 따

른다. 따라서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에서 연결고리를 찾아 가르쳐야만

한다.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정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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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활용해야 한다. 인

성만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강요로 여겨지거나, 너무 고답적이고 비

현실적일 수도 있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로교육, 창의성

등 다른 것과 함께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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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최근 여러 학교체육 정책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유입됨에

따라 나날이 학교체육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학교체육의 범위를 확인하고 학교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를 고찰함으로써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학교체육의 범위

학교체육진흥법(2012)은 학교체육을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는 체육활동”으로 포괄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

교체육은 정규체육수업과 학교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간 동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신체활동’을 일컫는 용어였다. 그러나

최근 학교체육정책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제한하는 시공간을 넘어선 학교

체육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학교체육’이란 이름 아래 펼쳐지

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간 밖, 학교 공간 밖에서

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학교체육의 범위와 내용을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과 활동

교과활동은 정규 교과수업을 말하며, 학교체육의 교과활동은 정규체육

수업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체육교과의 방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체육과는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 및 운동 능력을 기르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과 함께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

하는 교과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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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은 체육교과와 타 교과를 구별 짓는 체육교과의 정체성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체육교육의 도구로 활용된다. 학교체육의 핵심이

정규 체육수업인 점을 감안하면, 체육교육과정은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능력, 사회성을 포함한 인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교과이

며, 이는 곧 학교체육의 방향과 역할과 크게 다름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체육과 교육과

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1~2학년군에서 통합교과 활동에서 신체활동을 중

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은 1시간 수업 40분이 원

칙이며 각 학년군에서 204시간이 기준시수로 정해져 있다. 학년 단위로

환산하면 학생들은 1년 102시간, 1주 3시간의 체육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다음 <표 4>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 시간 배당 기준이다.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수 학

256

바른생활

128

슬기로운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72 272

과학/실과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표 4.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및 시간 배당 기준 (교과부, 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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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필수학습시간 대비 초중학교 정규 체육시간 비율(교육부, 2016, p.2)

교육과정 시간 운영의 재량권이 단위학교에 부여되어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지 교과의

감축이 자유로운 반면 체육 및 예술 교과 기준 수업시수는 감축하지 못

하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이 방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수업시수 감축 제

외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업시수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우리나라 체육수

업시수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OECD 교육지표

에 따르면 전체 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

요 선진국보다 초등학교는 3.8%, 중학교는 2%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전환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체육과 교육과정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신체 활동 가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철학이

전환된 것이다(박용남, 홍연종, 2015).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역시

‘신체 활동 가치 중심’ 이라는 큰 패러다임의 화폭을 벗어나지 않고 개정

되었다는 점에서 신체 활동 가치는 수시 개정 전환 이후 교육과정의 가

장 핵심적인 키워드임에 분명하다.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은 종전의 ‘건강 및 체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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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건

강

활

동

㈎ 건강과 생활 습관

·운동의 단계와 방법

·개인위생 및 질병

예방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자기 인식

㈏ 건강과 체력 향상

·기초 체력의 유형과

증진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자율성

㈎ 건강과 신체 발달

·건강 체력의 유형

과 증진

·몸의 성장과 변화

·상해 예방

·자기 이해

㈏ 건강과 재해 안전

·운동 체력의 유형과

증진 

·흡연과 음주의 피해

·재해 예방 

·상황 판단력

표 5.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내용 체계 (교과부, 2011, p.10)

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sport skill)’에서 ‘활동적인 삶(active lifestyle)을

위한 생활 기술(life skill)’로 체육교육 철학이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유정애, 2007). 교육과정의 핵심 개발자인 유정애(2003)는

과거 교육과정의 스포츠 기능 중심의 내용 체계가 체육의 주된 교육 내

용인 스포츠 또는 운동 자체를 피상적으로 보게 만들었으며, 인지 및 정

서적 활동과는 무관한 단순 ‘신체 기능’(physical skill), ‘운동 기

능’(motor skill)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불어 기능

전달을 넘어 체육활동에 내재된 의미로의 입문(최의창, 2002)을 강조하며

종전의 ‘운동 기능 중심’에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전환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한국

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core competency)과 신체 활동을 관련

지으며 5가지 가치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면, 기본방향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스포츠’에서 ‘신체 활동 지식’(physical activity

knowledge)으로 재개념화하고, 교육과정 성격을 신체 활동 가치관 정립

의 지향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학습 영역별 목표와 스포츠

의 범주별 내용 체계 대신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5가지 신체 활

동 가치에 따라 목표와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 5>는 교

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체 활동 가치, 즉 내용 영역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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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도

전 

활

동

㈎ 속도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측정 및 평가

·끈기

㈏ 동작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동작 구성 및 평

가

·용기

㈎ 거리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측정 및 평가

·문제의 발견 

㈏ 표적/투기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측정 및 평가

·자기 조절/타인 존

중

경

쟁

활

동

㈎ 피하기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전략의 이해 

및 창의적 적용

·규칙 준수

㈏ 영역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전략의 이해 

및 창의적 적용

·협동심 

㈎ 필드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전략의 이해 

및 창의적 적용

·자기 책임감

㈏ 네트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전략의 이해 

및 창의적 적용

·운동 예절 

표

현

활

동

㈎ 움직임 표현 

·움직임 언어와 표

현 요소

·움직임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신체 인식

㈏ 리듬 표현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

·리듬에 맞춘 신체

활동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신체 적응력  

㈎ 민속 표현 

·종류와 특징 

·민속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다양성

㈏ 주제 표현

·구성 원리와 창작 

과정  

·움직임 창작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독창성

여

가 

활

동

㈎ 가족과 여가 

·의미와 특성

·여가 활동의 창의

적 계획

·나와 가족의 여가 

활동 체험 

·가족 사랑

㈏ 전통 놀이와 여

가  

·의미와 특성 

·전통 여가 놀이의 

   창의적 계획

·전통 여가 놀이 체

험  

·전통 존중

㈎ 생활 환경과 여

가

·의미와 특성 

·생활형 여가 활동

의 창의적 계획

·생활형 여가 활동 

체험

·공동체 의식

㈏ 자연 환경과 여

가

·의미와 특성  

·자연형 여가 활동

의 창의적 계획

·자연형 여가 활동 

체험 

·자연 사랑

이미경(2011)은 초등교사와 초등학생의 체육수업내용 선호도를 비교하

여 초등교사와 초등학생 모두 경쟁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를 내놓

았고, 박용남과 홍연종(2015)은 신체활동가치 영역별 초등체육 연구동향

을 분석한 결과, 경쟁활동과 도전활동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실천가와 수업 관심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관심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현장의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역시 특정 영역에 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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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체활동가치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영역별 체육수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

이다.

학교체육에서 학생들의 교과 활동이 체육수업이라면 교사들에게는 체

육수업 준비활동이 교과 활동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체육수업 준비는

온전히 교사 개인의 몫이었지만, 최근에는 시도교육청‘학교체육 업무 매

뉴얼’에 체육교과협의회를 운영하여 체육수업 준비, 실행, 평가의 전 과

정을 사전, 사후 협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체육교과협의회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권장에 그치고 있는 체육교과협의회가

아직 교육현장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거나 교과교육이 아닌 업무협의 수

준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사공동체에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단위학교 정규 체육수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체육

교과협의회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요청된다.

(2) 교과 외 활동

학교체육의 교과 외 활동은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체육, 학교운동부 및 토요스포츠데이,

틈새체육활동과 같은 자발적 기타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다.

①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체육이 맞고 있는 유례없는 중흥기 중심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있

다. 엘리트체육(1980대)-생활체육(1990~2000년대)-학교체육(2000년대 중

반 이후)으로 연결되는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홍은아,

2013)을 고려할 때, 학교스포츠클럽이 갖는 상징성은 남다르다. 정책적으

로는 학교운동부 중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운동하는 일반 학생’에 초점

을 두는 최초의 국가단위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신체 활동 참여, ‘보는 스포츠’에

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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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초 중 고 전체 등록률(%)

2013 2,140,783 773,339 400,698 3,314,820 54.8

2014 2,307,483 964,869 515,049 3,787,401 65.2

2015 2,339,024 984,177 555,737 3,878,938 68.8

표 6.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현황(교육부, 2016. p3)

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목표는 ‘1교 1

기, 1인 1운동 확산’으로 평생체육을 위한 학생의 특기 종목 개발과 학교

내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의 계기를 마련하여 체육문화 체험기회의 확

대 및 분위기 조성하는 데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을 시작으로 ‘종합대책’, ‘활성화 방안(추진계

획)’, ‘내실화 방안’의 명목을 둔 여러 학교체육정책의 주요내용으로 실효

성을 발휘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007년에 시작된 초기 학교스포츠

클럽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은 눈에 띄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은 전국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중 1종목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수를 수치화한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은 2007년

8.1%으로 시작, 2015년 68.8%로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전국단위의 리그

전도 생겨났다(교육부, 2016). 특히 초등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103.5%의 등록률이 NEIS 학교스포츠클럽등록시스템 집계되어 수치상으

로는 전체 학생이 1종목 이상의 클럽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법 조항으로 명문화되었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를 확보하면서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3)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과정 밖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체육, 체육동아리 활동, 틈새

체육활동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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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 2의 소년체전’이란 비난 섞인 목소리도 들리지만, 단위학교가

팀으로 출전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역시 지역대회 2015년 전년도보다

103,430명, 2,085팀이 증가한 526,183명, 44,647팀이 참가하였고 전국대회

는 919명, 12팀이 증가한 20,683 명, 1,585팀이 참가하였다. 단순히 참가

학생 수의 증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81.5%, 학부모

79.4%, 지도자 83.4%의 높은 만족도가 산출되었다(교육부, 2016, pp.3-4)

초등학교에서는 아침시간, 방과후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스포츠데이, 방과후체육 프로그램, 틈새체육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학교체육 진

흥법」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2항에서 단위학교가 학교스포츠클

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정하여 예산 범위 내 수

당 지급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조직 및 운영, 교외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스포츠강사 관리 및 교내 연수 등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명시함으

로써 단위학교의 내실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②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

북미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포함한 비교과 신

체활동을 방과 전후 활동(physical activity before and after school)으로

구분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별도의 정책 사업이 존재하여 방과후학교 스포츠 종

목 강좌와 학교스포츠클럽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학교스

포츠클럽은 정규 체육교사 및 초등교사가 지도교사라는 점에서 외부 인

적 자원이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 스포츠 강좌나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

교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체육 프

로그램’을 방과후학교 스포츠 종목 강좌와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로

규정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구분하도록 한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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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

활동”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a, 2016, p.3).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은 ‘특기·

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등으로 사

용되던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개념으로, 교육부는 2005년 1

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이란 명칭으로 시행되어 온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명칭을 ‘방과후학교’란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옥선(2015)은 지금의 방과후학교를 “학교 속의 또 다른 학교”로 묘

사하며 방과후학교 정책의 특징을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육

기능, 보충․심화교육, 특기․적성교육, 교육 격차 해소로 설명하였다. 그

리고 한국교육개발원(2016)에서 발간한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

드라인」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운영 목표는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

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하는데 있으며,

세부 목표는 예체능, 교과 등 관련 사교육 수요의 흡수 및 대체를 통한

1) 사교육비 경감,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통한 2) 교

육격차 완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3) 돌봄 서비스 제공, 지차

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4)지역사회학교 실현이다.

방과후학교의 개념 및 목적을 바탕으로 김준범(2016)은 방과후 체육활

동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체육활동 이외의 방과 후나, 주말,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체육활동”으로 개념 짓

고, 방과후 체육활동의 목적을 건강 증진, 운동기능의 향상, 사회성 발달,

여가 선용으로 제시하였다. 방과후 체육활동은 참여의 기회가 자유롭고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 활용이 자유롭

고 충분한 신체활동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허정만(2011)

은 방과후 체육활동은 참여자의 의욕이 중요하며 운동기능 수준이 전적

으로 중요시 되지 않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시간 제약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활용하고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

여된다고 주장하였다.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방과후 체육활동에 저소득층 자녀의 참여 독려

와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 37 -

그림 5.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사업 추진 체계(교육부, 2017, p.8)

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의 협력 아래 토요스포츠강사 배치를 확

대하여 일명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라 불리는 무료 방과후 스포츠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사업을 살펴

보면 학교 안 프로그램은 전국에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4,700개교에

강사 1명씩을 지원하여 토요일 2시간씩 30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 밖 프로그램은 시군구별 4개 종목씩 인근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한 862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교육

부, 2017) 아래 <그림 5>와 같이 대한체육회에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

학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강사를 모집, 시군구 통합체육회에서 선발하

여 희망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생활체육과 학교

체육을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시도교육청이 운영학교를 지정하여

단위 학교장이 토요스포츠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토요스포츠데이’가

있다. 2017년 교육부에서 사업을 위해 교부한 금액은 6십7억3천5백만원

으로 잔여 사업 금액은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권장 대응으로 해결하고 있

다(교육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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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진흥법(2012)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란 특정 학교에 속한 학

생선수만으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하며,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

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일반 학생과 구별 된다. 2015년 11월 기준 전국의 학교운동

부 현황은 4,589개 교, 8,380개 팀, 71,705명의 학생선수로 집계되고 있으

며, 초등학교 학교운동부는 1,732개 교, 3,068개 팀, 1,911명의 학생선수가

존재하고 있다.

(단위 : 교, 팀, 명)

학

교

급

학교수
(2015

통계연

보 기준)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수

학생수

(초3~고3

)

학생

선수수

(초3~고3

)

학교운동부수

(팀수)
전체

코치수
(전임+일반)남 여 계

초 5,864 1,732 1,606,296 24,752 2,059 1,009 3,068 1,911

중 3,208 1,696 1,491,101 25,254 2,277 949 3,226 2,348

고 2,364 1,161 1,573,246 21,699 1,428 658 2,086 1,795

합

계
11,436 4,589 4,670,643 71,705 5,764 2,616 8,380 6,054

표 7. 2015년 전국 학교운동부 현황(교육부, 2016 )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인의 진로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체육

과 전문체육 사이에 애매한 위치로 존재하고 있다(변진수, 2014; 이혁기,

2010). <그림 6>과 같이 학교운동부의 불확실한 영역은 교육적 목표의

상실로 이어져, 학습권 박탈, 합숙생활로 인한 신체적 구속문제 등이 제

기되었다. 2000년 수영선수 장희진 파문사건, 2003년 초등학교 축구부 숙

소 화재사건,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구타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수

면으로 떠오르게 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운동부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임한얼,

2016). 교육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



- 39 -

선수’를 육성하고, 학생선수보호규정 개정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

화로 학생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학교회계에 편임

시킴으로써 학교운동부 운영을 투명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선

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이란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

며, 그 결과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이 2007년 69.9%에서 2016년 90%

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학교운동부의 영역 (이혁기, 2010, p.11)

비록 학교운동부가 소수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

통적으로 학교체육을 대표하는 체육활동으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지속

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학생선수의 운동중단(변진수, 2014)과 함께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전문체육 영역으로의 진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강 및

체력 또는 흥미의 동기로 학교운동부 활동을 마친 후, 중학교 진학과 함

께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김언호,

2016). 따라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 지도자들만의 문제

가 아니라 단위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적인 관

심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하는 영역이다.

④ 자율체육프로그램

자율체육프로그램은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 체육과는 달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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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및 사업의 강제성에서 자유로운 학교체육 활동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실시되는 틈새체육활동, 건강체력교실, 재능 기부 체

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틈새체육활동이란 정규수업 시작 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이른

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 시간을 의미한다(박명선, 홍성택, 양

광희, 2015). 최근 정규수업 시작 전 신체활동, 흔히 “0교시 체육수업”으

로 불리는 학교체육 활동이 확산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

체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단위학교 사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1교

시와 2교시 사이의 20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줄넘기 급수제, 전통놀이

등의 활동을 장려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주일(7일)에 5일,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적으로 신체활동을 함께 실천하자는 ‘7560+ 운

동’이 전개되면서 틈새체육활동이 교육현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등록 역시 누적된 1시간(초등 40분)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

고 있어 앞으로 틈새체육활동을 실천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에 명시된 건강체력교실은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다. 건강체력교실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비

만예방, 체력증진 및 신체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영규 등

(2009)은 비만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건강교실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비만도 개선 효과를 조사한 결과, 고도비만과 중등비만 감소,

식습관과 운동습관의 개선효과를 보고하였다. 박주영 등(2012)도 건강교

실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체력, 자아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체력, 자아존중감 및 행복의 하위요인(자기만족, 대인관계, 건

강)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재능 기부가 최근 체육 및

스포츠영역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급회, 조선일보가 공동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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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족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시작된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

은 슈바이처 프로젝트(의료), 오드리헵번 프로젝트(예술), 마더테레사 프

로젝트(사회복지),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멘토링),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체육)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재능 기부 사업이었다(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0). 이 사업에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이

이벤트 경기를 개최하고 많은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이 재능 기부를 실

천했다. 또한, 2012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명예체육교사’

사업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하여 1,000명의 스포츠스타를 명예체

육교사로 위촉하여 단위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규모로 재능 기부를 실천

했다. 최근에는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각종 스포츠연

맹이 함께 주관하는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이 전국 규모로 실

시되고 있다(황선환, 2013).

그러나 이와 같은 체육 재능 기부 프로그램은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건강

체력이든, 운동기능 향상이든, 인성 함양이든 재능 기부 체육활동이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스타보다는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인 또는 인근 학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

부 지도자를 활용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의 확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3) 학교체육 시설 및 환경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행해지는 정규 체육교과의 교육과정과

과외체육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김사엽,

1997; 김인상, 2003)을 말한다. 학교체육시설은 단위학교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체력증진, 체육수업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지역사회 주

민들의 신체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그 잠재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중요 체육시설의 부재는 체육과 교육

과정의 학습내용을 체육수업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체육시설 존재 여부 자체가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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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1997)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물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체육교육에 있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교

실이요 체육시설이나 용구는 교과서”(신미경, 2011, p.5) 이므로 교육과정

재구성보다 충분한 학교체육시설과 용구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연도

종류

2013. 11 2014. 11

초 중 고
특

수

합

계
초 중 고

특

수

합

계

잔디

운동장

인조
795 512 473 16 1,796 827 521 507 16 1,870

13.4% 16.1% 20.4% 10.0% 15.5% 13.8% 16.3% 21.5% 9.6% 16.0%

천연
366 156 198 55 775 440 166 201 56 862

6.2% 4.9% 8.5% 34.4% 6.7% 7.3% 5.2% 8.5% 33.7% 7.3%

소계
1,161 668 671 71 2,571 1,267 687 708 72 2,732

19.6% 21.0% 28.9% 44.4% 22.2% 21.1% 21.5% 30.0% 43.3% 23.3%

탄성

(우레탄

)시설

구장
638 700 655 25 2,018 652 665 589 25 1,926

10.8% 22.0% 28.2% 15.6% 17.4% 10.9% 20.8% 24.9% 15.1% 16.4%

트랙
1,182 656 612 36 2,483 1,162 679 644 37 2,522

19.9% 20.6% 26.4% 22.5% 21.4% 19.4% 21.2% 27.3% 22.2% 21.6%

소계
1,820 1,356 1,267 61 4,501 1,814 1,344 1,233 62 4,448

30.7% 42.7% 54.6% 38.1% 38.9% 30.3% 42.0% 52.2% 37.3% 38.0%

체육관

전용

(정규)

체육관

349 307 364 7 1,027 344 276 352 6 978

5.9% 9.7% 15.7% 4.4% 8.9% 5.7% 8.6% 14.9% 3.6% 8.3%

강당

겸용

체육관

3,280 1,728 1,511 101 6,620 3,526 1,815 1,563 90 6,840

55.4% 54.4% 65.1% 63.1% 57.2% 59.1% 56.9% 66.2% 54.2% 58.5%

간이

체육실

1,060 697 318 38 2,111 1,055 718 315 23 2,088

17.9% 21.9% 13.7% 23.8% 18.2% 17.7% 22.5% 13.3% 13.8% 17.8%

소계
4,689 2,732 2,193 146 9,758 4,925 2,809 2,230 119 9,906

79.1% 86.0% 94.5% 91.3% 84.3% 82.5% 88.0% 94.4% 71.6% 84.6%

전체 학교 수
5,92

5

3,17

7

2,32

0
160 11,582

5,96

0

3,18

9

2,35

8
166 11,673

표 8. 학교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6, p.184)             (단위: 교)

위 <표 8>에 제시된 학교체육시설 현황(2014 체육백서)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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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학교체육시설로는 운동장, 체육관이 있으며 학교사정에 따라 무

용실,건강체력교실(Fitness room)과 같은 간이체육실, 수영장 등이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대표적 국가사업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중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재조성’, ‘개방형 다

목적체육관 건립사업’, ‘탈의실 설치 확충’ 등이 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은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 활

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동장의 바닥을 첨단소재로 바꾸는 사업으로

서 학교운동장을 잔디(천연 및 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

랙 등), 흙 운동장(황토, 마사토 등)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실제로 현장에 그린체육공간 조성, 체육활동의 질적 개

선 등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4년 잔디(천연 및 인조 포함)운

동장의 경우, 전체 초 중 고 11,673개교 중 2,732개교(23.3%)가 조성되었

는데 이는 2013년 11,582개교 중 2,571개교(22.2%)보다 161개교가 늘어났

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4) 학교체육 행정

학교체육 행정은 학교체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기구 운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2016년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학교운동부 운영을 학교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체 학교운영비의 3%이상을 예산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경상남도교육청, 2016, p.11). 학교체육활동 예산은 체육교과 운영을

위한 교구 구입, 스포츠강사 인건비, 수영 실기교육 운영, 학교스포츠클

럽 운영, 학교체육행사 운영 등의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학교체육 운

영 예산은 직전 연도 하반기에 체육부장교사에 의해 작성된 예산 편성

요구서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및 결재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편

성하게 된다. 학교체육 운영 예산은 학교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학교체

육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최근 검정체계로 전환된

교과서는 하루가 다르게 뉴스포츠와 같은 새로운 신체활동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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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이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교사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장

담할 수 없는 대처방안이다. 또한, 낡은 체육시설 및 용구는 학생들의 안

전과 직결되므로 원활한 학교체육 운영을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

이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자치를 통한 교육체제의 분

권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Murphy & Beck, 1995; Wohlstetter, 1995). 학교운영위원회는 중앙집권

적, 관료적 학교 체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제도로(김병찬, 2007;

Lieberman, 1995),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각종 위원회 등이 민

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다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병준 등, 2016, pp.102-103).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 편성 외에도 학교 운동회과 같은 교내 체육행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동부운영위원회 등의 소기구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학교체육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최근 미국, 독일,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CSPAP)4)이라 불리

는 학교체육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적 트렌드

는 학교를 총체적(whole-of-school) 시각에서 바라보고, 학교체육을 하

나의 상위 범주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의 신체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Centeio et al.,

4) 포괄적 체육 프로그램(comprehensive physical education program, CPEP)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Kamiya, 2005), 최근 스포츠교육학 주요 학술지 동향을 살펴

보면 학교기반(school-based)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CSPAP)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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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annehill et al., 2015).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등장은 다양

한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국민 건

강에 대한 관심과 평생 운동 참여의 강조, 신체활동과 학업성취도 간의

긍정적 관계에 국가 사회적 관심의 증폭, 체력 및 운동기능 신장, 사회성

함양과 같은 전통적 학교체육 목표 달성 효과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학

교교육에서 신체활동과 체육교과 지위에 대한 우려가 함께 어우러져 등

장하였다(Hardman 2004; NASPE, 2010; Tannehill et al., 2015).

국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

미국
Let’s Move! 

Active Schools

학교교육에서 체육 및 신체활동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CDC의 신체활동 권장사항을 성취하는 것

아일랜드 Active School Flag
학생 개인의 신체적 교육 성취와 신체적으로 활동

적인 학교공동체 조성 

핀란드
Finnish Schools on 

the Move

신체활동을 통한 능동적이고 유쾌한 학교생활로의 

전환

폴란드
Physical Education 

with Class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신체활동 수준의 강

화

독일 Moving Schools
신체활동 기회와 수준의 상향으로 건강한 개인, 

학교, 국가 완성 

호주 Smart Moves
신체활동의 교육적 기능 강화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촉진

스위스
Activity-Friendly 

Schools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한 운동친화적 학교 만들기

표 9. 주요 국가의 CSPAP와 프로그램 목표

미국(Let’s Move! Active Schools), 아일랜드(Active School Flag), 핀

란드(Finnish Schools on the Move), 독일(Moving Schools), 폴란드

(Physical Education with Class) 등이 CSPAP를 국가적 단위로 홍보 하

고 있으며 호주는 퀸즐랜드 주(Smart Moves)의 전체 초중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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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고 있다. <표 11>의 각 국가 CSPAP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적인 프로그램의 대전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McMullen et al., 2015). 다양한 형태로 많은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

하기 위해 정규체육수업을 포함한 교내에서의 신체활동은 물론, 파트너

십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 등 학교 밖 신체활동 기회를 학생들에

게 제공한다.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CSPAP는 교과활동, 비

교과 신체활동, 그리고 지역연계라는 공통적인 삼겹(threefold) 구조로 되

어 있었다.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Partnerships

Planning and Curriculum

Professional Development

Resources

Activity during Break 

Times

Discretionary Time and 

Cross-Curricular 

Activities

Inclusive Physical Activity

Active Travel

Working with Pupils

Working with Parents

Working with the Local 

Community

Working with National 

Agencies

표 10 . Active School Flag 프로그램의 구조

아일랜드의 Active School Flag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면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Partnerships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프로

그램을 관리하고 있다(표 12 참조). Physical Education은 교육과정과 수

업계획, 교사의 전문적 발달, 자원과 같은 정규체육수업과 관련된 영역이

다. 반면, Physical Activity는 방과후 신체활동, 통합적 신체활동, 쉬는

시간 신체활동, 그리고 수련활동의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Partnerships은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기관과의 연계와 관련된 영역이다

(Chroinin et al., 2012). 또, 호주 퀸즐랜드의 Smart Moves 프로그램 평

가 항목을 살펴보면 역시 교과, 비교과, 지역연계의 유사한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신체활동, 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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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의 신체활동 총 시간의 증가, 3) 지역 연계를 통한 학교체육시설

의 접근성 강화

그림 7. 미국 CSPAP의 프레임 워크 (CDC, 2015)

미국의 Let’s Move! Active Schools은 전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Michelle Obama)가 주도하여 런칭된 캠페인으로 영부인 효과를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5)는 CSPAP를 국가적 프레임워크로 설정하고 <그

림 7>와 같이 5개의 구성요소로 된 CSPAP모형을 제시하였다. 독특한

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신체활동을 구분한 점과 학교

교직원(staff)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도의 구성요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이다. CDC(2013)가 CSAPA의 운영을 위해 학교로 보급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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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북을 보면 교사들의 신체활동 참여(school-based physical activity for

school staff)와 체육수업 전문성, 코칭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SPAP는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을 이론적 기반

으로 하고 있다(Carson et al., 2014; McMullen et al., 2015; Tannehill

et al., 2015).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란 개인의 신체활동 참여는 각각의 개

인이 속한 사회생태학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적 도구이다. 신체활동의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제시한 Heise와 그의 동

료들(Heise et al, 1999)은 개인-대인-조직-공동체-공공정책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간섭과 영향 요인을 밝혔다. 신체활동 참여의 사회생태학적 모

델은 학교체육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생태학적 모델 (Heise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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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9>는 Carson 등(2014)이 제시한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CSPAP 실천과 연구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이다. 이 개념적 모델은

프로그램 구성요소(micro-), 촉매요인(meso-), 리더(exo-), 문화

(macro-system)의 4가지 상호작용 수준과 각 수준에서 발휘되는 몇 가

지 필수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Daily Physical Activity)는 4가지 수준의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각

영향 수준의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적인 CSPAP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촉매요인 수준에서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성향(disposition)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

에도 인사, 재정, 정치, 시간, 공간, 접근성 및 교통 지원을 포함하는 자

원(resources) 요인과 신체적, 사회적 및 정서적 안녕과 관련된 안전

(safety)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Carson 등, 2014).

그림 9. 사회생태학적 입장에 근거한 CSPAP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Cars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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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SPAP)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는

CSPAP와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모형(정창우, 2015)과 매우 유사한 구

조를 갖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두 모형은 신체활동과 인성함

양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임으로써 신체활동 시간과

인성 함양의 기회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대전제). 둘째,

체육과 도덕(윤리)이라는 중심 교과 외에도 학교교육에서 가능한 모든

신체활동과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내용). 셋째,

학생뿐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대상). 넷째, 사회생태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가 강조되고 다양한 통합적 활동으로 실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방법 및 원리). 이러한 두 모형의 유사성은 CSPAP가 학교체육

에서의 효과적인 인성교육 모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사도가 높은 만큼 두 모형의 호환 및 통합 가능성도 존재한다.

3)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와 시사점

(1) 교과 활동의 인성교육 효과

정규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아무런 중재

와 처방 없는 체육수업을 통해 인성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인성 함양이 보장되지 않는다(최의창 2010; Carr, 1998;

Hodge, 1989)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최의창

(2010)은 이와 같은 주장을 “스포츠에 의한 인성교육”으로 구분하고 스

포츠에 참여하되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참여할 때에 “스포츠를

통한 인성 함양”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입장은Shields와

Bredemeier(2005), Weinberg와 Gould(1995)의 스포츠를 통한 인성 발달

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최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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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체육에서 인성을 포함한 4가지 정의적 영역 지도 노력을 체육

수업 기법, 수업전략 또는 프로그램 패키지, 교수모형 또는 교육과정 모

형, 풍토적 환경 조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나는 이 4가지 범주를 틀로 삼

아, 모형 기반 체육수업, 체육수업 프로그램, 체육수업 기법, 인성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수행된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 모형 기반 수업 효과

모형 기반 수업(Model-Based Instruction, MBI)은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수-학습 전개가 가능하고 각 모형의 통합된 개념틀 내에서 수업

이 실행되므로 성공적인 학습목표 도달 가능성을 높여준다(Metzler,

2005). 최근 모형 기반 수업은 전통적 방식의 교수 중심, 스포츠 기능 중

심의 체육수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장경환, 이옥

선, 2014; Casey, 2014; Kirk, 2013).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수업모형에 기반한 수업은 교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체육교과에서는

스포츠교육모형, 책임감모형, 하나로수업모형, 협동학습모형을 활용한 모

형 기반 수업의 인성교육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스포츠교육모형은 학생 주도적인 시즌식 경기 진행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역할 경험을 중시하며, 이러한 경험에서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협동심 등의 인성 덕목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문호준, 2003; 천항

욱, 김종욱, 2006; 하의진, 2006; Carlson & Hastie, 1997; Scanlan &

Simons, 1992; Siedentop, 2002). 스포츠교육모형 기반 수업에서의 인성

교육 효과를 검증한 국본 연구로 김관우와 김승재(2003)은 스포츠교육모

형을 적용한 핸드볼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정의적 영역의 심리적, 사회

적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고, 스포츠

교육모형이 사회적 측면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김관우, 김승

재, 2003). 또 문호준(2003)은 스포츠교육모형 기반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단결력’, ‘긍정적 상호작용과 동료의식’,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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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상호이해’의 수업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강충식과 김상

진(2001)은 전통적 체육수업과 스포츠교육모형 기반 수업을 경험한 고등

학생 집단을 비교하여 후자 집단에서 정의적 영역의 기본적인 태도, 심

리적, 사회적 요인에서 더 높은 정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강일과

조순묵(2000)은 스포츠교육모형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으며 역시 유사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책임감모형(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PSR)은

수업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책임감 수준을 높여가는 구조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이를 체육수업 밖의 일상생활까지지 전이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책임감 모형 기반

수업이 학생들의 책임감, 인내심, 사회성 등이 함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대권, 남석희, 박창범, 2007; 이옥선, 2014; 장한진, 2010; 조동

협, 2009; 최흥섭, 김명수, 2009; Cummings, 1998; Martinek, McLaughlin

& Schilling, 1999). 박대권 등(2007)은 책임감모형 기반 수업에서 학생들

이 자기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숙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 위기극복능

력, 이타적인 태도 등을 형성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흥섭과 김명수

(2009)는 책임감모형과 스포츠교육모형을 통합한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별, 역할에 따라 책임감 단계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스포츠교육모형에

서의 역할에 따라 책임감 수준이 상이하게 드러났음을 밝혀, 책임감모형

의 현장 적용에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옥선(2013, 2014)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맞는 책임감 교육 모형의 실천을 위한 모형의 수정방향을 도

출하여 한국형 책임감모형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하나로수업모형은 전인교육을 모형의 철학과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교

육내용으로서 실천전통(a practice)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인문적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서사적 체험을 함께 실천하

는 것이 하나로수업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다(최의창, 2003). 하나로수업

모형 기반 수업은 초등학교(박광렬, 2007; 서장원, 2008; 전세명, 2010; 천

지애, 2013), 중등학교(강유미, 2009; 김낭규, 2011; 유은정, 2008; 이정민,

2011), 대학교(오현주, 2008; 유태균, 2008; 이창현, 2009) 모두에서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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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유관 연구 중, 박광렬

(2007)은 하나로수업모형이 책임감, 협동심, 인내심, 공정성 등을 함양하

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성 변화를 이끄는 서사적 접근이 강조된 하나로수업모형 기

반 수업(강유미, 2009; 유은정, 2008; 이정민, 2011)이 눈에 띄이며, 대부

분의 논문들이 현장개선연구로 현장교사들이 하나로수업모형 기반 수업

을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협동학습모형은 개인의 성취 및 목표달성 뿐 아니라 협동을 통한 팀

워크를 강조하는 모형으로 경쟁과 함께 협동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모형

으로 인정받고 있다(김종환, 황호영, 2004; 민병도, 2007; 손천택, 최기표,

제성준, 2012; 정구영, 고문수, 이재용, 2003; Dyson, 2001). 협동학습모형

기반 수업 연구의 특징으로는 모형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협동심 외 다

른 인성 덕목이나 다른 정의적 요소 함양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② 체육수업 프로그램 효과

교과 활동에서의 인성교육 효과를 검정하는 국내연구동향을 파악한

결과, 최근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특정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먼저 박정준

(2011, 2012)은 농구, 이어달리기, 배드민턴 종목을 대상으로 통합적 스포

츠맨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맨십 형성 유형 및 양상을 밝혔으며,

이태구 등(2016)은 스포츠맨십 함양 체육수업을 개발하여 최선, 상대존

중, 결가인정, 판정존중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또, 초등에서는 고문수(2015)가 “이해-소통-체험”의 수업구조를 적용

한 팀 활동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학생들이 협동심, 책

임감, 소속감, 신뢰성이 함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등에서는 김낭규

와 김영범(2013)이 하나로수업모형을 활용한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하여 격려, 협동, 배려, 희생의 “체육적 인성” 함양이 이루

어졌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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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육수업 기법 및 전략 효과

특정 교수 기법을 활용한 인성교육 효과는 주로 ‘스포츠맨십’을 가르

치기 위한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박종률(2008)은 선행연구들로부터 스포

츠맨십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기법을 상과 벌, 도덕적 추론, 모델화 및 역

할경험, 반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Clifford & Feezell(2000)은 스포츠맨

십 형성을 위한 ‘행동규칙 만들기’, ‘상벌 체계 마련’, ‘프로그램 평가’, ‘교

사 스스로 모범 보이기’ 등의 19가지 지도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김윤희(2009)는 현재 교육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정의적 수업전략을 학생팀학습(Student Team Learning, STL) 유형과

협동과제학습(Cooperative Project, CP)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전자는 팀

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방식인데, 팀 내부적으로는 협동을 도모하고 팀

외부적으로는 팀 간의 경쟁을 도입한 수업전략이다. 좀 더 세부적인 전

략으로는 학생팀-성취배분식(STAD), 팀 게임토너먼트식(TGT), 직소II

등이 있다. 후자는 하나의 과제를 팀 내외부적으로 협동해서 풀이하도록

하는 수업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직소I, 협동중심 협동식(Co-op Co-op),

집단탐구식(GI), 공동학습식(LT) 등의 전략이 있다. 협동수업 전략은 최

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협동심, 배려심,

이해심 등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활발히 권장되고 사용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고학교급에서는 물론 대학의 체육수업에서까

지 그 수업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최의

창, 2011, p.2030).

④ 인성친화적 체육수업 문화 효과

인성친화적 체육수업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은 인성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풍토나 분위기를 형성하여 “훈습”(薰習)의 방식으로 인성을 기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체육수업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는 “방법 없는 방법”(최의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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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31)으로 폭 넓은 범위와 무형적인 모습에 의해 진행되는 인성교육으

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에 힘든 방법이다. 다만, 박정준

(2011)의 연구에서 체육수업에서 형성된 스포츠맨십이 ‘책임감 있는 학교

생활’과 ‘가족에 대한 배려’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체육수업

문화’의 인성교육 효과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교사의 간접교

수행동을 통해 도덕적인 체육수업분위기가 형성됨을 밝힌 정현우(2009)

의 연구가 이 맥락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교과 외 활동의 인성교육 효과

① 학교스포츠클럽 효과

학교스포츠클럽의 대대적인 확산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의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적을 인성

함양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웠기에 인성, 도덕성, 사회성 등의 용어로 정책

의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했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교육부(2016)는 2014년과 2015년 교육지원청단

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생활 적응과

인성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 증진 86%, 학교자부심 거양

85%, 배려심 함양 84.6%, 자신감 상승 84.8%, 인내심 함양 85.4% 등 긍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연구로 차은주(2016)는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의 효과

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전국 학교체육활성화 중점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분

석하여 ‘관계성 및 친밀성 향상’, ‘학교폭력 감소’, ‘소속감 형성’ 등의 인

성교육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유미성 등(2016)은 학교스포

츠클럽 문헌을 수집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와 초중고등학생의 인

성, 학교생활만족도, 생활 및 학습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스포

츠클럽활동이 책임감, 배려, 사회성의 스포츠품성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진성, 문한식, 김정완, 2014; 채창목, 김영식, 2015), 학교

폭력 예방효과가 있음(김기천, 2014; 박봉모, 김두규, 허균, 2015; 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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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희, 2014; 심인숙, 표내숙, 정상훈, 2009; 홍지윤, 이대형, 2015)을 밝

혔다.

그림 10 . 2014-2015년 교육지원청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 참여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 및 인성변화 (교육부, 2016, p.5)

②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효과

방과후 체육프로그램의 인성교육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방과후”라는

용어가 ‘정규 교육과정 수업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와 ‘방과후 활동’ 정책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 학교스포츠클럽, 태권도장과

같은 사설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연구가 많았다. 여기에서는 방과 후에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아닌 수익자 부담 원칙의 ‘방과후 활동’ 사업

과 ‘토요 Sports Day’에 해당되는 연구만을 다루기로 한다.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되어 있

고 인성교육 효과를 다룬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 57 -

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인성덕목 혹은 인성의 하위변인의 변

화를 검증하는 연구가 아닌 인성발달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기효능감(김성훈, 홍성진, 2015)과 정서표현, 정서활용, 감정이입과 같은

감성지수(문규진, 2010), 긍정적 정서 경험(김슬이, 2015)에 대한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소수 존재했다.

③ 기타 프로그램 효과

교과 외 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과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외 기타 활

동 및 프로그램과의 인성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거의 존재하지 않았

다. 유사한 연구로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참여가 좋은 교육관계를 확장

시키고 싫은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보고(장원기, 박

철홍, 이한주)가 있었으며, 틈새신체활동 참가로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박명선, 홍성택, 양

광희, 2015)가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요인

중 ‘자기 존중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틈새체육활동과 같이 짧은 시간, 주로 개인적인 운동 형태로 이루어

지는 신체활동만으로는 인성 함양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3) 시사점

지금까지 고찰한 학교체육 활동의 인성교육 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인성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연구문제를 위한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과 활동에서 인성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여 모형 기반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

히, 하나로수업모형은 서사적접근과 간접체험활동으로 초등학교 체육수

업에서 인성교육 효과를 검증받았으며, 간접교수활동을 강조하는 측면에

서 교사의 바람직한 인성 및 인성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어 학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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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성친화적 문화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과 활동에서 인성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인성교육

을 위한 수업기법과 프로그램 지식에 해박해야 하며, 도덕적인 체육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체육수업 및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과 외 활동에서 인성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

럽,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틈새체육활동 등을 운영함에 있어 의도적인 인

성교육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

규 체육수업과 달리 교과 외 활동의 인성교육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스

포츠를 통한 인성교육”보다 “스포츠에 의한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사례

가 많았다. 막연히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식의

연구의 제언은 현장에 적용될 수 없다. 구체적인 덕목을 목표로 어떤 노

력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이 발달되었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활동과 인성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모두 미

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을 위한 실

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미시적인 연구들이 유

관 교육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장점을 갖는 반면, 전체

학교체육 운영을 위해서는 각각의 미시적 연구들로부터 시사점을 뽑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 또한 학교체육의 유기적 성격을 고

려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단위학교 학교체육 운영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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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1) 학교문화의 개념

(1) 문화와 학교문화

우리는 일상에서 문화라는 용어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시켜 쓰고 있다.

문화를 문학,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창작의 영역으로 제한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껏해야 제도로 확장되며 일상적인 행동에서 발현되

는 의미와 가치가 특정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문화로 보는 시각

은 부족하다는 Williams(1958)의 지적은 오늘날 문화 시대(cultural

era)에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 시간 문화는 가시적인 것부터 비

가시적인 것까지, 명시적인 것부터 암묵적인 것까지, 형이하학적인 것부

터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모든 범위를 꿰뚫을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애석하게도 문화에 대한 약속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분야의

특수한 렌즈로 해석한 문화의 개념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연구와 연구

자의 자의성은 모든 영역에서 시도되는 개념 규정의 일반적 전제이며,

개념 규정 과정의 판단이나 결과 역시 연구자가 처한 연구목표와 연구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문화’의 개념과 속성을 규

정짓고 위해서는 ‘학교문화’의 상위개념인 ‘문화’의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Kluckhohn과 Kroeber(1951)은 각 분야에서 규정한 164개의 문화의 개

념을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그들은 기술적(descriptive), 역사적(historic),

규범적(normative), 심리학적(psychological), 구조주의적(structurist), 발

생적(genetic) 범주라는 여섯 가지 기본틀에 따라 문화의 개념정의를 정

리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유미(2009)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입

장, 공유된 인지체계로 간주하는 입장, 상징과 의미체계로 보는 시각으로

문화의 유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압축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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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의 분류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를 덧붙여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시

도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화는 인류 유산과 인

간 생활양식의 총체’(Sapir, 1921)와 같은 정의가 이에 해당된다. Tylor는

문화 인류학의 초석이 된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문화란 지식, 신념, 예술, 규범, 도덕, 관습 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습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의 다양한 복합체를 의

미한다’라고 정의했으며(이경윤, 2007) 이는 전방위적 수용이 가능한 진

술이다. 하지만, 문화를 복합적,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은 되레 추

상적인 이해 방식이 될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

적인 문화의 개념 정의가 요구되었다.

둘째, 문화를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인지체계

(cognitive system)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문화를 사회현상을 바라

보고 해석하는 렌즈, 즉 인지체계로 간주한다. 인지체계란 자아개념을 포

함하여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인식의 틀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

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같은 부류의 현상을 두고 상이한 해석과 입장

을 고수하는 것은 문화가 빚은 개인의 인지 체계 차이라 할 수 있다.

Goodenough는 문화를 학습의 결과로 구성원 간에 공유된 인지체계로

규정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

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지만, 각 구성원의 행동에 공통적이고,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규준은 존재한다. 이는 곧 사회 성원의 생활양식에 붙박힌

관념체계, 개념체계이며 문화로 간주되는 것이다. 나아가, Goodenough는

인지체계의 결과물인 문화적 산물과 문화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문화적

산물은 공동체 구성원의 인지체계가 기능이 발현된 결과이며, 모든 문화

적 산물에는 공동체 문화가 서려 있다는 것이다(Goodenough, 1981).

셋째, 문화를 공유된 상징과 의미체계로 보는 시각으로 문화의 역사성

을 드러내는 입장이다. 문화란 역사적으로 전수된 의미의 유형이며

(Geetz, 1973), 상징을 통해, 그래고 비가시적, 암묵적인 신념을 통해 표

출된다(Stolp, 1994).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은 오랜 기간 공유되어 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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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학교문화의 개념

원효헌, 

최동규

(2013)

학교 구성원들이 직무 수행, 행동양식, 공유하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표 11. 학교문화의 조작적 개념 정의 

나 강렬한 사회적 충격으로 공유된 상징 그 자체, 또는 그 상징을 향해

성원들이 단체적, 집합적으로 부여하는 의미가 문화인 것이다. 예컨대,

많은 미국인이 ‘자유’와 ‘자유의 여신상’을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으로 여

기고 있으며, 수정헌법 1조라는 문화적 산물을 생산하였다.

이 세 가지 분류는 중첩적이며 엄밀하기보다는 문화가 지닌 다양한

특징 중 어느 것을 전면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은 문화란 ‘공유’되고 ‘학습’되며 ‘행동양식의 근거’라는 것이

다. 학교문화를 이 세 가지에 의해 러프하게 개념 정의한다면 학교 구성

원 간에 공유되고 학습되며 각 성원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근거로 작용

하는 체계라 할 수 있겠다.

이정선과 최영순(2007)은 교육의 개념을 논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규범적, 기술적, 조작적 정의를 통해 학교문화의 개념을 분류하였다. 먼

저, 규범적 학교문화 개념은 학교 구성원들이 가치판단과 같이 삶의 형

식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집단적인 행동 유형, 규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

사회적 행위의 청사진 등을 일컫는다. 다음 기술적 학교문화 개념은 겉

으로 드러난 문화현상, 문화경험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기술로 구성

된다. 즉, 학교 외부의 가치기준에 옳고 그름을 떠나 학교 구성원들이 그

들의 현상세계 경험을 만드는 일련의 의미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교사가

교실 수업 현상을 지각-판단-행동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조작적 문화개념은 제 학자들에 의해 규정된 정의이다. 조작적 학교문화

개념 중 많이 수용되는 정의는 다음 <표 11>과 같다.5)

5) 학교문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대부분 학교조직문화의 관점을 따른다. 학교조직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2) 학교문화와 하위문화’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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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학교문화의 개념

김유미

(2009)

학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된 사고, 목표, 행동 양식, 가치, 신

념, 상징, 행사, 규범 등의 총체

Hoy & 

Miskel(2001)

학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가

정, 규범, 기준, 태도, 철학, 이념 등의 결합체

이정선

(2000)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되거나 구성원들의 활동 경과의 총체이자 그 행동

을 야기하는 습성

전명식

(2000)

학교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유된 가치관, 신념, 

의식과 의례, 일과, 상징, 영웅,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종적 개

념으로 학교 구성원과 학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

황기수

(2000)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학교의 고유한 특

성을 나타내는 가치, 신념, 이념 목표가 표출되는 상징적 행위의 복합체

Stolp & 

Smith

(1995)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해된 규범, 가치, 신념, 전통, 

신화들을 포함하는 역사적으로 전수된 의미의 유형

Hargreaves

(1994)
학교구성원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는 렌즈

Deal & 

Kennedy

(1982, 1983)

공동체가 함께 가깝게 결합하는 공유된 신념과 가치로 구성되는것

그러나 이러한 넓은 외연의 조작적 개념 정의는 학교문화를 분석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문

화의 개념 역시 문화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Alvesson, 2002; Peterson & Deal,

2009; 박삼철, 2005, 2006). 또한,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문화는

학교풍토와의 불명확한 경계를 지니며(김세호, 2010), 학교문화의 개념은

‘풍토’(climate)와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주기도 한

다. 실제 상당한 연구에서 학교문화는 학교풍토나 정기(ethos)와 같은 용

어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Deal, 1994; Hoy & Miskel, 2008; St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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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김세호, 2010; 김유미, 2009; 박삼철, 2003).

Stolp와 Smith(1995)는 학교문화와 학교풍토의 관계를 역동적, 중복적

성격이 있음을 밝히고 그 관계를 점선으로 <그림 11>과 같이 정리하였

다. 학교풍토는 구성원들의 일시적인 지각과 관련되고 피상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에 반해 학교문화는 역사적으로 전수된 의미의 유형으로 조

직 구성원들의 내면에 깊이 깃든 신념이, 가치관에 근거한다(Owens,

2001).

그림 11. 학교문화와 학교풍토의 관계(Stolp & 

Smith, 1995, p.15)

Stolp와 Smith(1995)가 학교문화와 학교풍토를 역동적인 포함관계로

설명한 반면 Schoen과 Teddlie(2008)는 단계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Schein(1992)이 제시한 조직 문화의 3단계, ‘인공물(artifacts)-추

구 가치(espoused values)-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을 학교 효율성

연구와 관련지어 ‘문화의 상징(symbols of culture)-학교풍토(school

climate)-학교문화(school culture)’와 각각 일치시키고 있다. 즉, 학교풍

토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은 조직 구성원의 의복, 언어와 같은 피상적인

인공물을 넘어 조직의 목표, 철학, 도덕적 규범과 같은 추구 가치의 수준

이며, 학교문화는 조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념,

사고, 감정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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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chein의 조직 문화 단계와 학교 효율성 연구의 통합

(Schoen & Teddlie, 2008, p.138)

학교문화는 Waller(1932)가 학교 내 가시적, 비가시적 현상을 묘사하

기 위해 문화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래, 많은 교육인류학자, 교육사

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개념이다. 그 역사만큼 국내외 학자들에 의

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므로 단일한 개념을 추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된 학교문화의 관점을 고찰하고 본 연구에의 적용 관점과

시사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문화의 하위문화

포괄적인 학교문화의 개념은 미시적인 학교문화 연구에는 한계가 존

재한다.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부분문화, 하위문화의 개념이 필요하다.

학교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의 하위문화이자 동시에 상위문화로서 여러

하위문화를 가지고 있다(정준교, 2000). Hargreaves(1995)는 학교문화의

하위문화를 다룬 연구로 교육분야에서 조직적 관점의 연구, 교육과정 연

구, 학교 문화기술지 연구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한다. 이

병준 등(2016)은 학교문화의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2000-2015년 동

안 이루어진 학교문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며, 학교문화를 보는 관점을

조직문화 관점, 구성주체 관점, 상호작용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문

화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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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Owens & Valesky 

(2007)

어떤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공유된 철학, 이데올로기, 가치, 가

정, 신념, 기대, 태도, 규준

Schein

(1997)

구성원의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 관찰 

및 지각의 정도와 인지변형의 수준에 따라 인공물(artifacts)

에서부터 기본가정(basic assumption)까지 3단계로 구조화

한유경

(2006)

구성원과 조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기본가치, 신념, 

가치관 행동규범 등의 정신적, 심리적 요소

김준기

(2000)

학교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유가정(shard assumption)인 

가치, 신념, 이념, 목표가 구성원들에게 작용하여 표출되는 상

징적 행위의 조직체

표 12. 주요 연구자별 조직문화 개념 정의

첫째, 조직문화 관점은 조직으로서의 학교가 갖는 문화적 성격에 주목

하는 것으로 초기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이 일반 경영학, 행정학에서의 조

직문화 관점을 도입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활용되어진 관점이다. 조직문

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철학, 가치, 이념, 신념, 기대, 태도, 규범

등으로 구성된 총체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문화 개념 정의가 조직문

화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국내 학교 조직문화는 연구에 있어서는

Owens(1995), Siein(1992)의 개념적 정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Owens(1995)은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철학，가치，이념，가정，믿

음，기대，태도，규범 등이 학교라는 특정 조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가를 나타낸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hein(1992)은 “특정한 집단이

외적 적용문제와 내적통합문제에 대처하려는 학습과정의 발명, 발견 또

는 발전시켜온 기본적인 전제로서, 타당하고 여기저기에 충분할 정도로

원활하게 적용하며， 따라서 새 구성원들에게도 그러한 문제점들과 관련

하여 인지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기본

적 가정의 유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 <표 12>는 국내에서 조직

문화를 논할 때 많이 활용되어지는 개념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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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Firestone & Corbett

(1988)

학교의 인공물(school’s artifact)과 교사, 학생, 행정가의 행동

이 갖는 의미를 모든 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것

Kilmann

(1984)

조직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공동체를 결

속시켜주는 공유가치 및 의미체계

Margulies & Raia

(1978)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 행동양식, 신념, 관습 등을 포함

하는 복합적 현상

둘째, 구성주체 관점은 학교 내 하위문화의 합으로 학교문화를 규정하

는 관점으로 학교의 집적적인 구성주체를 교사, 학생으로 보았을 때, 학

교문화는 교사문화와 학생문화의 하위문화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교사문화는 교직문화와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많은 교

사문화 연구(들이 Hargreaves(1991)의 교사문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진

행되었다. Hargreaves(1991)는 교사문화에 대해 “특정한 교사 집단 혹은

보다 광범위한 교직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태도, 가치, 신념, 습관, 가정

및 행동 방식”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 개념 정의와 동일

선상에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다수이다(이혜영 외，2001; 박소

영, 2011； 김병찬, 2003). 이병준 등(2016)은 국내 교사문화 연구가 교사

문화의 개인주의적, 폐쇄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연구가 많

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문화의 개념은 학급, 또래, 청소년 문화의 개념적 정의와 혼용되

어 사용되어지거나 교사문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어 지곤 한

다. 조용환(2000)은 교실붕괴와 관련된 교육 공동체의 문화적 특색을 파

악하기 위해 학생문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학생문화는 교사

문화와 상호 대립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학교제도의 한 구성원으

로서 학생들이 공유하는 학습(배움)에 관한 의식, 지식, 가치, 기술, 전략

으로 구성되며 그들이 학교 안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원리를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박삼철(2007)의 경우 학생들의 삶의 질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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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문화를 “특정 학교의 삶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충족감과 교

사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 정의적 특성”이라고 정의

하며 특정 학교에서 학생들은 여러 집단과의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학교에서의 그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상호작용 관점에서의 학교문화는 ‘학교가 다양한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연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상호작용 체계(Owens, 1995)에 따라

하위문화가 결정된다. 먼저, 수업문화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체계에

서 형성된 하위문화이다. 김석진과 정동영(2014)은 “수업문화란 학교 구

성원인 교사에 의하여 표출되는 수업관련 사고, 목표, 행동양식, 가치, 신

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수업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권기

영 등(2011)은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연구를 통해 “수업문화는 수업

자료 준비와 수업방식,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동료교사의 지원으로 이루

어지며, 이는 수업의 주된 주체에 해당되는 교사가 수업에 대해 어떤 인

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업문화는 수업현상에 대해

공유하는 이미지, 기대, 평가, 관행, 규범, 상호작용 방식을 말한다.” 라는

정의 내렸다. 이는 교사의 학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교사의 신념과

행동에 방점이 있는 전통적인 수업문화의 관점으로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관점의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예로 김병수(2007)는

수업은 사실들을 단서로 드러나지 않는 맥락을 찾아내는 논리적 차원의

작업임을 밝히며, 수업문화에 대해 “수업 문화의 주요 담지자는 교사와

학생인데 이들에 의해 구현되는 수업의 목적이나 내용, 방식 둥이 그 특

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드러나는 행위자들의 행동과 생각

하는 방식은 수업문화와 관계한다.”라고 국어수업에서 문화가 가지는 의

미를 정의 하였다.

반면, 학교운영위원회 문화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

을 지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실현을 위한구체적인 제도, 제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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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교 현장에는 각종위원회와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학부모회는 학

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공식적 참여와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법을 근간에 두고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문화의 속성과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연구는 없

지만 그 설치의 목적이 교육공동체의 실현에 있으므로 교육공체가 가지

는 문화적 속성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이병준 등, 2016). 정현웅

(2003)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서

로 협동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

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의 측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정수현과 박상완(2005)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로서 문화를 지니

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이념, 가치, 주장, 이해관계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름의 공동체문화, 다양한 가치공동체로서의 문화, 학습공동체

문화, 민주적 문화 돌봄의 공동체 문화” 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학교운영회가 가지는 이상적인 문화기제에 대해 서술하

였다.

그림 13. 조직문화, 상호작용, 구성주체 관점에서 학교문화의 하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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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행정학에서의 학교문화

학교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립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는 교육행정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학교문화는 앞서 언급한

Waller(1932)의 「The society of teaching」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교육

학자들의 연구주제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다 1970년대에 주목을 받기

시작,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등의 주요 연구주제로

부상하였다(Maslowski, 2006). 특히 교육행정학에서는 일반 경영학에서

발전된 조직문화의 개념을 수용하여 학교문화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학교문화가 정의되었다(박삼철, 2005).

박삼철(2006)은 교육행정학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학교문화의 개념들

을 교육행정학의 주요 이론별로 정리하여 그 유용성과 한계를 밝혔다.6)

그는 교육행정학에서의 학교문화의 개념에 관한 초기 논의들이 경영학에

서 넘어온 조직문화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여 지도성의 하위개념으로 규정

하는 성향이 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교육행정학 영역에서의 초창

기 학교문화연구는 학교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학교문화를 학교장의 지도

성의 종속변인으로 제한하는 연구가 상당수로(Bates, 1991), 대안적 이론

이 자리 잡은 이후 학교문화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청되었다(Angus,

1995; Bates, 1987; 박삼철, 2006).

교육행정학 이론은 크게 이론 운동(theory movement)에서 파생된 체

제 이론, 보편적인 일반이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관주의(subjectivism)

이론, 문화정치학적 측면이 강조된 비판이론(critical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Angus, 1995; Lakomski & Evers, 1995), 이론에 따라 학교문

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한다.

첫째, 체제 이론은 교육행정학의 과학적 이론화와 직결된 연구 관점으

로 교육조직을 사회체제로 이해하고 보편적인 일반이론의 존재를 신뢰한

다. 따라서 체제 이론 관점에서 학교는 일종의 사회체제로 인식되고 양

6) 아래 세 가지 교육행정학 주요 이론에 의한 학교문화 개념 분석은 박삼철(2006)

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른 연구와 함께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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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구를 통한 학교문화와 다른 변인간의 관계규명을 위해 학교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 박삼철(2006)은 다시 이 조작적 정

의를 학교조직의 하위체제 중 하나로서의 학교문화와 학교조직의 하위체

제에 영향을 주는 “근원적 메타포(root metaphor)”(Alvesson, 2002; p.24)

또는 하위체제 간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 형성된 조직의 “중간 산출물

(intermediate output)”(Cummings & Worley, 2005; p.91)으로 구분하였

다. 여기서 전자는 학교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는 가치, 규범,

의례, 의식 등을 학교문화로 규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학교 조직의 구조,

전략, 인적자원체제 등의 하위요소가 상호작용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 자체를 학교문화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학교의 효과성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해주고(Sergiovanni,

Kellerher, McCarthy & Wirt, 2004), 실제 학교조직개발 위한 이론과 실

제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Morgan, 1986; French, Bell, & Zawacki, 2003).

둘째, 주관주의 관점은 형식적 체제보다는 학교 구성원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객관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교육사회학과 교육인류학의

‘문화’의 개념에 맞닿은 방식으로 학교문화를 바라본다. “문화란 사람들

에 의해 짜여진 의미의 상징적인 거미줄(symbolic webs of

significance)”이라는 Geertz(1973; p.5)의 문화 개념 정의는 주관주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며, 박상철(2006; p.100)은 주관주의 관점의 학교

문화 연구물들이 학교문화를 “학교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그들

의 독특한 삶의 방법”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주관주의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은 학교문화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나, 연구의 일반화는 거의 불가능하며 간주간성

(inter-subjectivity)에 의존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비판이론 관점에서 학교문화의 개념은 학교 내 관료주의와 학교

밖 정치, 경제, 문화상 상황이 만들어낸 불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

라서 비판이론 관점에서의 학교문화연구는 교사와 학생 문화 사이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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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교 외부의 영향, 학교의 불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밝히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기는 등 문화정치학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Bates, 1987). 그러

나 비판이론은 가치판단적 관점으로 사회과학으로써의 교육행정학이 추

구하는 교육실제의 사실과 존재 규명, 즉 가치중립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상 세 가지 교육행정학 이론에서의 학교문화 개념은 상당한 차이점

을 지니고 있어 연구 목적에 따라 학교문화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 얼

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관주

의적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는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를 조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연구 참여자들에 처

한 “특수한 맥락에서” “에믹(emic)한 관점”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보편타

당한 이론의 도출과 일반화 보다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와 그 조성 과정

의 심층적인 기술과 연구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를 탐색하고자 한다. 체제 이론 관점에서의 학교문화 개념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객관적이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양적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이

론 개발에 최적화되었다는 것이다(박삼철, 2005). 그러나 일반성, 보편성

을 추구하는 이 관점에서 학교문화의 특수성과 학교 안에서의 문화적 다

양성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Bates, 1987). 따라서 체제이론 관점보다

는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치판단을 배제한 가치중립적 연구 입장으로 비판이론보다는

주관주의 관점의 학교문화 개념을 지지한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혔듯,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인성친화적 학

교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체육 운영 요인을 한 가지 패러다임,

막스주의나 베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은 그 운

영 요인 자체를 밝혀내는 일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학교 내 다양한 권력관계와 학교 밖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주목해야할 대목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에

서 주관주의의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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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문화의 속성

학교문화는 조직이 갖는 일반적 속성과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이 갖는

특수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문화의 속성은 표

준성, 복합성, 관료성, 역사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조직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원리’

(김영찬, 1995)로 작용하듯, 학교문화 역시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행정가들이 그들이 속한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을 조직하

는 일련의 원리로 작용한다.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신념

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과교육, 인성교육 등 자신의 교육활동

에 방침을 수립하게 되며, 학생들은 동료,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형

성된 암묵적인 인식체계에 의해 행동한다. 학교문화가 갖는 표준성은 교

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활동에 가치를 더 부여할 것인가?’, ‘나와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기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결정하는 준거

또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대표적인 관료조직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대중 교육의

확산으로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로 유입되며 학교 조직에서도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권위와 위계, 규칙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관료제

의 속성(Weber, 1968)이 뚜렷해졌다. 학교 업무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었

고, 교직원의 충원과 승진은 제한된 자격과 연공서열 및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력구조에 기초하고 있다(진

동섭, 2005; Bidwell, 1965). 학교체육의 경우 ‘교장-교감-체육부장-부서

원’으로 업무가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상하 위계에 따라 학교체육

운영에 관한 권한과 직위가 분배되어 있다. 문서화된 의사전달체계 역시

수직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체육업무 편람, 학교교육과정

등의 규정에 의해 업무수행 및 운영에 있어 행동과 의사결정의 규제를

받는다. 규범을 중시하는 관료제적 속성은 학교를 전인구속적 조직(total

system)7)으로 만든다. 학교에 출근하는 교직원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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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시간, 행위 모두

에 있어 규정에 따른 통제가 따른다. 출근시간, 수업시간, 교직원 회의,

심지어 자발적 교사동아리 활동 시간도 내규에 따르며 학생들과 함께 있

는 교실에서 교사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이다.

등교시간, 성적, 출결석, 학교와 학급규칙 등에 의해 시간, 공간,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학교문화는 복잡한 유기체이다. 학교는 공식적이고 이익사회적인 2차

적 관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만, 비공식적이고 공동사회적인 1차적 관

계가 중요시되는 복합적인 조직이다(이종각, 1997). 관료제적 속성에 의

해 각 계층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계

층에 따른 복잡한 하위문화들이 발생하였다. 교사문화, 학생문화, 학부모

문화 등 각기 다른 준거문화가 생겨나 갈등과 조화를 반복함으로써 학교

문화가 갖는 총체적인 특성을 드러낸다(김유미, 2009). 심지어 교사문화

내에서도 대조적인 여러 문화가 존재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의 또래 집단으로 배타적인 문화가 형성된다.

전통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은 배제되었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는 제도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최근 총체적인 학교문화를 강조하는 변혁

적 분위기에서 하위문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다양한 특수 맥락에서의 학

생, 교사, 학부모 문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Cavanagh와 Dellar(1977)의 모델(그림 14 참조)은 교사에 초점

을 두고 학교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기존의 학교개선 및 변혁 모델이 학교조직문화 전체에서 거

시적인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 이 모델은 하위문화가 학교문화

전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학

교 효과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효과적인 학교의 일반 적인 특성인

6개의 문화 요소를 밝혀낸 후 그것들과 교사 개인의 지각 정도에 초점을

7) Goffman(1961)은 교도소, 정신병원과 같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전반을 구속함

으로써 보호, 관리, 통제하는 기관을 두고 ‘전인구속적 조직(total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학교를 동질 조직으로 파악했다. Illich(1995) 역시 학교가

갖는 공적, 사적 통제 현상을 준거로 Goffman의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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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다. 6가지 요소는 ‘교수 효율성’(teaching efficacy), '학습 강조

‘(emphasis on learning)', '전문적 과업 협조’(collegiality), ‘일반 과업 협

력’(collaboration), '학교계획에 대한 참여‘(shared planning), '변혁적 지

도성’(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다(Cavanagh & Dellar, 1997). 이 모

델은 <그림 14>와 같이 교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이 핵심

(core)에 두고 6개 문화 변인에 관한 교사의 지각의 공유 정도에 따라

학교 문화를 특징짓고 있다.

그림 14. 교사 중심의 학교개선을 위한 문화 모델

(Cavanagh & Dellar, 1997, p.11)

더불어, 학교문화는 역사성을 지닌다(김종두, 2010). 일시적인 학교풍

토에 비해 학교문화는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학교문화는 구성원들

에게 큰 충격(impact)를 줄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변하거나, 상당한 시간

적 노력에 의해 개선된다(Hofstede et al., 2010). 쉽게 말해, 학교문화는

‘전통’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최근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경

기 Y고등학교의 졸업사진 촬영이 학교문화가 갖는 역사성을 잘 말해주

고 있다. Y고의 졸업사진 촬영은 학생이 제출하는 촬영 컨셉을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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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성세대에 대한 해학

적 반항,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풍자, 연예인과 스포츠스타의 비도덕적

행위 패러디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촬영은 언론의 수위 보다 훨씬 강

하다. 주목할 점은 촬영 컨셉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학교의 문화이다. Y

고는 지역의 전통적인 명문고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학생을 신뢰하는 교사문화와 학교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문

화가 Y고의 졸업사진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셈

이다.

이상의 학교문화가 갖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는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의 표준 원리가 됨으로써 지속성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동력이 되며, 관료조직 그리고 복잡한 유기체로서의 학

교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은 거시적, 미시적

인 영향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포괄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3) 학교문화의 차원

Schoen과 Teddlie의 새로운 학교문화 모델(2008)은 교직원과 행정가

측면, 학생과 학부모 측면에 명백한 학교 문화의 4가지 하위 차원들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문화를 다양하고 체계적인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하였다. 그들은 학교문화의 인공물, 추구 가치, 기본

가정의 3가지 수준에서 존재하는 ‘전문적 지향’(Professional Orientation),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학습환경의 질’(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생 중심 교육’(Student-Centered Focus)의 4

가지 차원의 복합체를 학교문화의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했다. 이들의 학

교문화의 새 모델은 겹쳐지는 퍼즐 조각들로 각 차원의 중복적, 보완적

속성들을 표현하였다. 각 단계 모두에서 4가지 차원이 모두 드러나며 김

유미(2009, p.14)는 각 차원들 간에 중복을 교사의 리더십을 사례로 설명

한다. 어떤 연구자가 교사 리더십의 개념을 살펴본다고 가정할 때 어떤



- 76 -

유형의 교사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Ⅰ 차원인 전문적 지향 또는 Ⅱ 차원

인 조직 구조가 고려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사 리더십은

Ⅰ 차원, 정책 계획이나 의사 결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Ⅱ 차원이 고려되

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림 15. 학교문화의 새 모델 (Schoen & Teddlie, 2008, p.142)

또한, Schoen & Teddlie(2008)의 새로운 학교문화 개념 모델은 문화

의 개인적, 조직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Ⅰ, Ⅲ 차원은 교

사와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 많이 다루는 반면 Ⅱ, Ⅳ 차원은 조

직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다. 또한 모형의 윗부분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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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Ⅰ, Ⅱ 차원은 교직원의 경험을 포함하는 반면 Ⅲ, Ⅳ 차원은 학

생과 학부모의 경험에 더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분별해야 하

는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 참여가 어떤 유형의 참

여인가에 따라서 어떤 4가지 차원에도 속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형

은 Ⅰ차원은 Ⅲ차원에, Ⅱ차원은 Ⅳ 차원에 영향을 주는 각 차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준다.

(Ⅰ) Professional Orientation

: 전문적 지향

(Ⅱ) Organizational Structure

: 조직 구조

학교에 존재하는 전문성의 정도를 

특성화하는 활동과 태도

지도성의 유형, 의사소통, 학교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특성화화

는 과정

(Ⅲ) 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 학습 환경의 질

(Ⅳ) Student-Centered Focus

: 학생 중심 교육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열중하는 활

동들의 지적 가치

학생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

의 노력과 프로그램들

표 13.  학교 문화의 4가지 차원 (Schoen & Teddlie,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 하위 차원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전문적 지향은 선생님들의 전문적 삶을 포함한다. 이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학생 배움을 중심으로 한 전문

적 성장과 발달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뜻한다. 전문적 지향

은 전문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협력의 규범, 교사 전문성, 협력적 문화,

조직적 배움, 학습 조직이라고 일컬어졌던 것들을 통합한다.

둘째, 조직 구조는 학교가 경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것은 학교에 존재하는 지도성의 유형을 포함한다.

누가 지도성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지, 비전과 업무 진술들의 발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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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 계획들의 공식화, 합의와 조직적 목표, 학교 정책, 내부의 책임

성을 포함하는 위임의 정도, 외부적으로 부과된 명령과 책임성에 기초한

중요성, 정책의 실행과 조직 구성원 간의 형식성의 정도를 포함하는 학

교 정책과 의식의 발달을 포함한다.

셋째, 학습 환경의 질은 학생 학습 경험의 질은 학생이 학문적으로 성

취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 문화의 세 번째 차원

인 이것은 학생 지식의 활용과 관련 있다. 3번째 차원에서 학교 기능의

관찰들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의미있고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경험들의

정도를 묘사하고 기록하는 데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에서의 목적

은 교사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이

과제를 잘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학교의 여러 학급들을 걸쳐서 지적 엄

함(정확성)을 위한 느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학습 환경의 질이 높은

것은 학생들끼리, 교사와 학급 너머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정보

를 선별하여 그것을 실세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

넷째, 학생 중심 교육은 개인적 학생들의 필요가 학교의 프로그램, 정

책, 종교, 일상, 전통에 의해 충족되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다. 효과적인 학교에 관한 논문(Levine & Lezotte, 1990; Teddlie &

Reynolds, 2000)은 이런 학교들에서 부모가 활발히 수많은 방법으로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4번째 차원은 부모 연계, 학생 지원 서비

스, 학생의 독특한 관심과 능력에 기초한 차별화된 교수 방법의 유형과

정도를 설명한다. 이 차원은 또한 성적 자료가 교수를 위해 결정되는데

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 학생의 수준에서 분해되고 분석된 정도를

포함한다. 이 유형은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choen & Teddlie(2008)가 제시한 4가지 차원의 학교 문

화를 중심으로 학교체육 운영을 통해 조성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전

문적 지향, 조직구조, 학습 환경의 질, 학생중심교육의 4가지 요소로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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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1) 인성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연구와 시사점

미국의 인성교육 파트너십(Charater Education Partnership, CEP,

2010)과 1980년대 초 시작된 아동 발달 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 CDP)는 인성친화적 교실 및 학교풍토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덕

목으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CEP(2010)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실과 학교를 배려공동체

로 만들 것을 강조한다.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습 성취와 인성 함양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정의와 배려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학업성취도와 도덕성 수

준 모두 높다고 보고한 Lickona(1996)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또,

CDP는 초등학생의 인성 함양은 정의롭고 배려가 있는 공동체 풍토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배려 공동체의 조직 원리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 신뢰 관계에 있는 학생과 교사, 둘째, 학생의 자

율성과 소속감의 충족을 위한 민주적 절차, 셋째, 토론을 통한 학생의 도

덕적 가치 이해와 적용, 넷째,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지

와 피드백이다(Watson et al., 1989; 김하연, 2017에서 재인용).

그리고 Solomon 등(2002)은 학생의 인성 발달을 촉진하는 배려적 교

실과 학교의 지표(indicator)로 1) 학생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성 2) 학생

상호작용 3) 교사의 포용과 지지 4) 사회적 기술의 훈련 5) 타인을 돕는

기회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도덕심리학자 Navarez(2010)는 배려를 넘어 지지적인 학교풍

토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며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풍토로 지

지적인 풍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적 풍토를 위해 학생 개인의

목적과 자아 실현이 가능한 교육, 개인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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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 도출 근거

1
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따뜻한 소속감을 주는 교육

활동

CEP(2010)

Watson(2008)

2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활동 참여와 교사의 지지
CEP(2010)

Lickona(1996)

3 온화하고 수용적이며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교사
Solomon(2002)

Watson(2008)

4 토론 등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강조
Berkowiz 등(2008) 

CDP(1989)

5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Narvarez(2010) 

Watson(2008)

6 좋은 사람이 되고자하는 공동체적 열망 CEP(2010))

7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Navarez(2011)

표 1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

더십, 국제적 안목,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등에 주목한다. 김하연(2017,

p.112)은 Navarez가 배려하는 풍토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정

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 상호작용, 책임의 공유,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

와 존중과 같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지지적 풍토는 ‘공동체로서의

우리’보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광범위한 물음과

접근으로 개인의 자아실현, 광범위한 윤리적 기술 등 거시적인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다고 말한다.

이상의 인성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의 지표(indicator)를 도출한 결과, 다음

<표 14>와 같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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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공동체 연구와 시사점

인성교육 연구물 중 학교풍토, 학교문화적 차원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

분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배려공동체에 기

초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중학교 사례 연구(황지현, 2016), 뒤르켐의 도

덕교육론에 근거한 초등학교 도덕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김길수, 2004),

초등학교 교실공동체에 관한 연구(신우종, 2001), 특정 덕목을 통한 도덕

공동체 의식 신장에 관한 연구(정일, 2009), 콜버그의 클러스트 스쿨 분

석을 통한 학교 도덕 교육에의 적용 과제 탐색 연구(박병춘, 2009; 배한

동, 은종태, 2010), 도덕공동체로서의 학교 구상을 위한 이론적 쟁점 분

석 연구(진미숙, 2005), 학교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을 고취할 수 있는 도

덕공동체 방향성 탐색 연구(최용성, 2004)가 있었다.

도덕공동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크게 Jackson(1983),

Kohlberg(1975), Higgins와 Kohlberg(1987)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인성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 도덕공동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3가지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일상 모든 측면이 도덕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관찰하고 이론화시킨 Jackson(1983)의 연구이다. Jackson(1983)의 접근은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있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학교의 일상에 주목한

다. 일상이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와 행동이 그들의 몸과 마음

에 의식하건 하지 않건 젖어들고 각인된다는 뜻이다. Jackson은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부모들도 교사들도 그 수많은 사건들이 유의미하게 결합되

어 교실의 일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다”(Jackson, 1983, p.28)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는 교사와 행정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갖는 도덕적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며, 학교의 일상이 도덕적 삶인 것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통제의 형식들이 의도하지 않은 도덕적 가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Jackson et al., 1993).

그래서 Jackson(1983)은 학교 일상에서 드러나고 젖어드는 도덕적 성

질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도덕수업의 맥락과 도덕실천의 맥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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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세밀한 관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덕수업의 맥락에서는 교사

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잦아 도덕적 성질을 지낸 내용을 쉽게 발견하였으

나, 도덕실천의 맥락에서는 깊이 숨겨져 쉽게 찾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원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업 중 교사의 언어나 행위에

묻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일상

적 행위까지 그대로 기술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Kohlberg(1983)

은 Jackson(1983)의 관찰 연구를 잠재적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다룬 연구

라고 평가하였다.

Jackson(1983)의 연구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가 절대 가시적으로 표면적으

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관찰은 물론 학생

들의 내면에 묵시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러티브를 꺼내려면 상시면담과

반성적 글쓰기를 통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적 분위기’로서의 정의 공동체(Justice Community)를 구성

한 Kohlberg(1975)의 연구이다. 유명한 키부츠 마을 방문 연구 이후 가

설적 딜레마가 아닌 ‘실생활’ 딜레마를 다루는 토론 중심의 민주적 정의

공동체를 실험하려고 하였다.‘정의 공동체 학교’란 1974년 그가 클러스터

스쿨(Cluster School)에서 실천한 정의 공동체 접근 모형으로, 그는 학교

는 절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를 통

해 ‘도덕적 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도덕적 풍토는 곧 참여

민주주의, 동등한 권력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동체 문화이다.

정의 공동체 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Kohlberg et al., 1975,

pp.32-36). 1) 정의 공동체 학교는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평등한 관계와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2) 학생들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만큼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며, 개인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집단의 책임감도 강

조되고 있다. 3) 사회적 계약 관계 형성은 정의 공동체 학교 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학생이 모두 동의하는 원리와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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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4) 학생들 간의 갈등 혹은 교사의 학생 간의 갈

등은 교사와 학생의 평등한 관계에서 조정되고 중재되는 능력에 의해 확

립된다. 이러한 성격은 정의 공동체 학교가 정의나 민주 시민의식을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를 정의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용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상의 Kohlberg의 정의 공동체 학교 연구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1)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 활동이 그 덕

목에 어울리게 운영되어야 한다. 2) 학교체육 활동 운영에 학생 참여 기

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 3) 학생에게 부여된 학교체육 활동 운

영에 관한 권한 만큼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부여해야 한

다.

셋째, 학교문화에 배인 도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Higgins와

Kohlberg(1987)의 연구이다. Higgins는 학교가 도덕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 속에 가

치를 심는, 즉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Higgins의 학교문화 연

구는 Kohlberg의 정의 공동체 접근을 보완하여 대화 중심의 접근

(discourse approach)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

육행위에 있어 교사와 학생 관계의 역동성이 중요하며, “문화 자체가 교

섭되는 역동적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다(Higgns & Sadh, 1997, p.563).

그는 더불어 교사가 학교문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능을

발휘할 때, 실질적인 학교 개선,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교사의 학교

문화 조성 과정에의 개입은 학생을 능동적 구성주체로 인정하고 교실의

미시적인 맥락에서 실천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Higgns & Sadh,

1997).

Higgins의 연구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가 핵심

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을 확대하는 조처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교사

자신이 갖는 전통적인 권력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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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 연구의 패러다임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도구”가 된다. 이는 곧, 연구

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 철학의 관점, 지지하는 연구 이론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른 틀(frame)에 의해 분석 및 해석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패러

다임은 바로 이 틀을 말하며, 연구를 관통하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전제에 근거한 연구자의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다(Guba, 1985).

Creswell(2007)은 전통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선택되는 패러다임을 후기

실증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고,

Lather(1986)는 다양한 연구전통들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이론, 포스

트모더니즘의 네 가지 상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용환(1995)은 연구방법론8)을 연구논리(research logic)와 연구기법

(research technique)의 두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연구논리와

패러다임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질적 연구의 진화로 인해 오늘날 질

적 연구방법론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김영천(2012a)은 질적 연구의 9가

지 지적 전통을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 민속방법론, 언어사회학적 관

점, 문화기술지, 비판문화기술지, 페미니스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Creswell(2007)은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의 5

가지 접근을, Tech(1990)는 더 세분화된 28개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학교체육 운영을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과정을 담아내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 패러다임과 접근을 지지한다.

8)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을 두고 몇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김영천(2012a)과 Wolcott(2001)은 ‘전통’(tradition)이란 표

현을 사용하였으며, Tech(1990)와 Creswell(2007)은 ‘접근’(research)과 함께 쓰고

있다. 특히 Creswell은 그의 연구방법론 저서에서 초판에는 전통을 사용하였다가

2판에서는 방법론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 접근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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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을 지지한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영향을 받은 개인적 구성주의9)가 개인의 인지적 구성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Vygotsky의 근접발달이론의 영향을 받은 사회

적 구성주의는 주체의 사회적, 문화적 동화에 주목한다(배희철, 2016). 학

교문화는 학교구성원들 개개인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반

복되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조성된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곧 문화적 동화

(同化) 과정이며 본 연구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는 곧 구성원들의 특수한

맥락에 해당된다.

둘째, 본 연구는 사례 연구(case studies) 방법을 따른다. 사례연구는

여러 제보자들을 통해 그들의 맥락 속에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 내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사례들을 탐색하는 연구 방법으로써(Creswell,

2012; Yin, 2009) 현장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와 과정을

탐색하기에 적합하다. 사례란 시공간의 의해 제한된 경계를 가지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바른초등학교’라는 구체적인 경계 내에서 ‘학교체육

운영을 통한 조성된 인성친화적 문화’라는 맥락화된 현상을 탐색하기로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장개선연구(action research)10)의 성격을 갖는다. 현

장개선연구는 교사가 연구자가 되어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과 학교의 교

육적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적 연구를 통해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연구활

동이다(이용숙, 2001; 최의창, 1995; Stringer, 2004). 본 연구는 인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램을

9) 개인적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라고 부르기도 한

다. 이는 대표적인 구성론자인 Glasersfeld가 주창한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앎의

과정이 사고의 주체가 갖는 특수하고 고유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구성된다는 주

장이 전통적인 믿음에 반해 급진적인 주장이었기에 이름 붙여졌다(Glasersfeld,

1984).

10) ‘Action research’는 ‘실행연구’로 많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장연구’(김

석우 등, 2007; 정택희, 1998), ‘현장교육연구’(김석우 등, 2007) ‘현장개선연구’(최

의창, 1995, 1998) 등으로 번역하는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이라는 포

괄적 언어보다는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개선연구’로 용어

선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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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체육 운영 개선과 구성원의 인성 함양을 지

향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로의 진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진행되었으

며 세부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6년 3월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박사과정에서의 프로젝트와 스터디

경험을 토대로 ‘인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계획(프로

그램)’을 수립하여 1학기(4～7월) 동안 1차 파일럿 운영을 실시하였다.

2016년 8월 방학기간 동안 1차 파일럿 운영 결과를 두고 잠재적 연구 참

여자였던 동료교사들과 함께 체육교과협의회를 실시, 학교체육 운영 수

정 계획을 수립하여 2학기(9～12월) 동안 2차 파일럿 운영을 실시하였

다. 2차 파일럿 운영 기간 동안 연구주제 설정, 연구문제 도출, 연구 참

여자 선정 등 연구계획이 수립되었다. 2016년 12월 연구계획 심의 통과

후 2017년 3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 승인을 받은 뒤 다음과 같이 구체적

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정을 실천하였다

첫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의 내용과 실천

과정을 탐색(연구문제 1-2번)하기 위해 2017년 1～2월 최신 문헌 및 국

내외 사례 분석과 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인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7년 3～12월 동안 적용하여

그 실천과정을 관찰하였다.

둘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효

과(연구문제 3번)와 운영 요인(연구문제 4번)을 밝히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2017년 4～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체육 운영과 관련된 현지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찰과 연

구 참여자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와 무슨 요인이 인성친화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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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네 가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수집-분석-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료 처리 과정은 동시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최종적인

자료 처리와 종합논의를 위한 연구자의 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연구

결과를 학위논문으로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기술된 구체적인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 <그림 16>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6. 연구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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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환경

연구자가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한 “바른초등학교”는 2015년 개교 10년

을 맞이한 역사가 짧은 학교로 진주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발전된 행정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보 3분 거리에 거점국립대학교와 그 상권이 분

포되어 있고 중고등학교가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 내에 있어 교육여건

이 좋은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학교와 좁은 2차선 도로를 사이

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L 아파트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

기 많은 아파트이다. 우리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

며 아파트 중앙광장은 학교 운동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부모

들 역시 이웃사촌으로, 교육정보를 비롯해 각종 학교 관련 정보를 빠른

속도로 공유하고 있다.

그림 17. 바른초등학교 교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바른초등학교는 총 28학급, 재학생 728명이며 이 중 내가 체육을 가르

치고 있는 학생은 5학년 4학급, 6학년 5학급 총 9학급 243명이다. 바른초

등학교는 교육대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학교이

다. 때문에 교육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며 평균연령이

30대 후반으로 젊은 교사들이 많다. 교사의 70%이상이 석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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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각종 교과연구회와 교사학습공동체에 가입되어 있어 ‘잘 가르치는

일’에 공통적인 관심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 내에서도 교사

인문학 동아리, 배구 동아리, STEAM 교육 동아리, 학교혁신 교사학습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어 교사들 사이에 응집력도 높은 편이다.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다. 가치와 신념도 공

유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통틀어 ‘문화’라는 용어 안에 가둔다. 바른초등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과 관련된 문화를 빠른 속도로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 좋은 수업, 바

른 학생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부모들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의 교

육방향, 교사의 수업스타일, 학교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과 판단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론과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교사

들은 수업혁신과 학교개선에 대해 소통하고 암묵적으로 지향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의 모습과 그 형성과정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8. 바른초등학교 체육 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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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학교 체육환경을 살펴보면 160m 트랙의 운동장과 농구코트

라인을 그릴 수 있는 크기의 체육관, 야외 배드민턴 코트 및 전통놀이

공간, 무용실, 탁구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담장 없는 학교로 시에서

관리하는 산책로가 학교 조경과 어우러져 있으나 산책로 외 주변 체육시

설이 없고 태권도장 두 곳, 합기도장 한 곳 외 체육관련 사교육 참여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교체육 의존도가 높으며 학보모들의 학교체육 관

심도가 높은 편이다. 2016년 ‘7560+운동 선도학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로 선정되어 1,400만원의 추가 교부금을 지원받아 약 5,600만

원의 비교적 풍족한 체육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규 체육수업은 5, 6학년은 체육전담교사가 2시간, 담임교사가 1시간

체육수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3, 4학년 체육수업은 담임교사

가 1시간, 스포츠강사 팀티칭 2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침에는 학교스

포츠클럽 활동과 교내 리그가 운영되고 있으며 틈새체육시간에는 산책로

걷기와 건강줄넘기를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프로그램으로는 축구, 무용,

방송댄스가 개설되어 있고 재능기부 형태로 펜싱무료교실이 주 2회 열린

다. 운동부는 2016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여학생 탁

구부가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기회가 많이 주어

지고 있어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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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1) 연구자로서의 나

내가 질적 연구를 처음 마주한 것은 석사과정 첫 학기 Glesne(2008)

의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의 번역판을 서점에서 꺼내든

날이었다. 나는 이 책을 질적 연구를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 후배나 동료

교사들에게 입문서로 즐겨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책이 ‘질적 연구자’를

구심점에 두고 질적 연구과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이 책에 대한 사랑만큼 난 ‘연구자로서의 나’에 대한 사유가

턱없이 부족했다. 짧은 질적 연구 경험과 연구마다 옮겨가는 나의 위치

탓도 있지만 연구자로서의 나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바쁜 연구과

정에서 등한시되곤 했었다.

학위논문 연구주제 탐색의 기로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연구주제

는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내가 더 공부해야

하는 연구영역은 무엇인가’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이 응당

한 절차에 다다라서야 나는 드디어 ‘(연구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모든 것에 붙박인 양면성은 나를 비켜가지 않는다. 나는 교사이면서

대학원생이고, 연구자이면서 연구 참여자이다. 한결같지 않은 나는 인성

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칠 때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는 결국 양면의 나를 제대로 마주

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본 연구과정 중 어디에서 나의 어떤 주관성을

강하게 작동하는지 찾는 일이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인만큼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현재 경남 진주시 소재의 바른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근

무하고 있다. 교육대학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했고 복무를

마친 2007년 7월 교사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직경력을 체

육전담교사로 지내왔다. 담임을 맡았을 때 역시 체육을 가르쳤기에 단

한 해도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거른 적이 없다. 초임교사 시절 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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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체육수업을 잘 하는 교사되기”였다. 아나공식 체육수업에 익숙했

던 아이들을 만나 배움 중심의 체육수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과

정에서의 에피소드들은 체육수업 전문성에 대한 필요로 이어졌고 인근

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함으로써 소위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체육을 기획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었다.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이란 결코 만만찮은 일이 아니었다.

주위의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

같이 “모르면 하던 대로 하라”였다. 좁은 시야에 갇혔던 나는 그 답변대

로 학교체육프로그램, 각종 체육행사, 운동부 운영, 예산집행까지 직전

해의 문건을 그대로 활용하고 실천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현

미경을 낀 나에게 문제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인대학교에서 박

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나에게는 체육수업을 잘하는 것 위

에 ‘인성교육’이라는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얹어져 있다. 인성과 인성교육

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도 있지만, “참 좋은” 학생들을 보며 흐뭇해하

던 교사로서의 나도,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수없이 실패했던 개인으로서

의 나 역시도 학생들의 인성발달은 단절되지 않는 관심사였다. 박사과정

수료과정에서 참가했던 프로젝트, 스터디의 중심에는 어떻게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었다. 덕분에 많은 인성관련

연구물을 접할 수 있었고 인성교육 관련 서적이라면 주저 없이 구입하는

교사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내가 공부한 전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

교육연구실에 공유된 학문과 연구의 기조가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스포

츠와 인성,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구체적인 연결고

리를 찾는 작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복직 후에도 나는 체육교과 전담, 학교체육 기획의 기회를 붙잡았다.

나는 이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좋은 체육수업”의 모습을 탐구

하고 실천하는 일에 기력을 쏟고 있다. 앞서 말한 체육교육과 인성교육

의 연결고리를 “인문적 체육교육”으로 정하고 좁게는 체육수업 안팎에

서, 넓게는 학교체육 안팎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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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고 있다. 초임교사 시절부터 “좋은 체육수업”의 목표와 새롭게 얹

어진 “인성교육”에 대한 청사진으로 인문적 체육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전인 양성을 직접적인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스포츠의 다면적인

차원 특히 정신과 안목을 기르는 교육내용과 통합적인 접근의 교육방법

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나의 교직 경험과 학문적 성향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체육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배타적 입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낼 가

능성과 함께 나의 교직경험과 학업 모두 체육수업, 체육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학교 운영을 체육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입장만을

견지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자로서 나는 연구 1년차(2016년 3월～2017년 2

월)에는 바른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핵심

리더(leader)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년차(2017년 3월～2018년 2월)에는

학교를 떠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조

력자(facilitator)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 학

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특히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개발하고 운영한

장본인이라는 점은 연구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자서전적으로 이어져 연구

의 진실성이 훼손될 가능성마저 존재하였다.

연구자의 배경과 연구에서의 위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택한 해결전략은 ‘주관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Corine, 2008)

이었다. 자기 주관성을 인식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글쓰기를 하면

서 보고 듣는 것을 구성하고, 왜곡하고, 추론하고, 잘못 추론하게 할 수 있는 시

각들을 감독하는 전략으로 이끌어준다(Corine, 2008; 185). 연구자로서 나의 어

떤 주관성이 연구과정 중 어디에서 강하게 작동되는지 찾는 모니터링으

로 자료의 수집, 기술, 분석, 해석의 전 과정에서 연구에 미치는 나의 영

향을 끊임없이 반성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및 동료 전문가들에게 자

료 분석 및 해석을 공유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한 신뢰와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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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정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표 15>와 같이 크게 교사, 관리직, 행정직,

학생, 학부모의 다섯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직원(14)
학생(10) 학부모(6)

교사(11) 관리직(2) 행정직(1)

체육전담교사 1명(연구자)

타교과전담교사 1명

담임교사 8명

스포츠강사 1명

교장 1명

교감 1명

행정실장 

1명
학생 10명 학부모 6명

표 15. 연구 참여자 분류

연구 참여 교사는 체육전담교사 1명(남교사, 연구자), 타교과 전담교사

1명(남교사, 인성교육부장), 담임교사 8명(남교사 2명, 여교사 6명)로 총

10명이며 체육수업에 참가하는 스포츠강사(남) 1명까지 총 11명의 교수

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1명 모두 연구 참여 학생들의 정규 체육수

업, 방과후체육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으로 목적성있게 선정되었다(purposeful sampling).11) 선정된 교사

들은 모두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본교에

2012년부터 재직 중으로 지난 5년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지

켜봐왔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 모집된 교사의 연

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11) ‘Purposeful Sampling’은 후기실증주의 시각을 가진 Patton(2002)이나

Manson(1996)의 해석에 근거하여 ‘유목적적 표집’또는 ‘유목적적 추출’로 많이 번

역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패러다임인 구성주의가 연구 참여자를 연구를 통

해 생성되는 지식의 공동 구성자로 생각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

(Hatch, 2002)과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같은 문화의 맥락에서 공존하는

존재로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타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

는 것이므로 ‘표집’이나 ‘추출’보다는 ‘선정’이나 ‘선택’이 적합한 용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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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성명 성별 나이 교직경력
담당 

학년
특징

1 - 남 35
10년 

8개월

5, 6학년 

체육전담
연구자

2 박수양 남 42 18년
3, 4학년

음악전담

바른초등학교 인성교육부장. 인

성교육 관련 연수에 강사로 자주 

출강하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3 민존양 남 44 12년

6학년 

담임

학년부장. 동료교사들에게는 성

품 좋은 사람으로, 학생들에게도 

착한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으

며 체육수업을 열정적으로 지도

함. 

4 김현명 여 34 19년

문화예술교육부장. 여러 연구회 

활동으로 교육에 대한 해박한 지

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성교육 관

련 도교육청 장학 자료 집필 경

력이 있음. 운동에 자신이 없어 

체육수업과 관련된 상담을 연구

자에게 요청함. 

5 임미덕 여 34 11년

심화과정 도덕교육과 출신으로 

수업경연대회 등에서 도덕 교과 

수업전문성을 인정받음. 학년에서 

운동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

이 있는 학급 담임으로 교내 스

포츠클럽리그 학급 경기가 있는 

날이면 체육관에 와서 응원 하는 

열정적인 담임교사.

6 박선행 여 33 10년

STEAM 교육에 관심이 많음. 운

동을 좋아하지 않고 체육수업 하

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 함. 원리

원칙, 규정을 강조하며 학급규칙

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담임

교사.

7 이정성 여 28 5년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하는 교사. 

표 16. 교사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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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성명 성별 나이 교직경력
담당 

학년
특징

일기 지도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

를 실천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는 체육을 싫어하나 체육수업을 

기피하지는 않음.

8 임수정 여 46 23년

5학년 

담임

학년부장. 교직원 배구동아리에 

열심히 참여하며 운동기능이 뛰

어나고 체육수업 지도에 자신감

을 가지고 있음.

9 김근언 남 37 12년
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경력이 

있으며 육상지도에 전문성이 있음. 

10 최주경 여 25 3년

가장 젊은 교사로 교재연구를 열

심히 하는 교사. 학생들의 생활지

도 및 인성교육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11 곽자성 남 53 5년

스포츠강사

3, 4학년

체육수업지

원

탁구 엘리트선수 출신으로 생활

체육에서 강습 경험이 많으며 협

회 임원임. 부임 후 여자 탁구부

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 스포츠강사제도와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음. 

교장이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

다(강경석, 강희경, 2010; 신재흡, 2002; 최지숙, 2010; Wood & Winston,

2005, 2007). 교장은 학교체육은 물론 모든 단위학교 업무의 최종결재자

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는 학교자치권으로 인해 학

교장의 단위 학교 운영 권한의 외연 역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교감은

학교운영의 성과를 통합 및 조정하는 관리자로서 교사와 교장의 의사소

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감직의 모호한 직무성으로 인해

단위 학교 사정, 특히 교장의 학교 운영 스타일에 따라 교감의 권한과

역할은 교장 대행 수준에서 단순 중간결재자까지 다양한 위계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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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백승관, 2012). 따라서, 학교체육 운영 및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과정에서 관리직의 영향은 연구 참여자 선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17>는 관리직 연구 참여자의 정보와 세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순 가명 성별 나이 관리직 경력 특징

1 박판단 남 51 4년 6개월

경남 최연소 교장으로 단위 학교 관리직 

경험보다 지역 및 도교육청 장학사 경험

이 많음. 2015년 취임 후 혁신적인 학교 

운영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함.

2 조친절 남 49 2년 6개월

2009~2012년 바른초등학교에서 일반교

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 바른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및 학교환경에 대한 이해도

가 높으며 학교체육에 관심이 많음.

표 17. 관리직 연구 참여자 정보

학교 행정실 업무는 세입․세출관리, 시설관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업

무까지 약 15~20개의 단위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안영희, 2014) 특히,

학교 행정실장은 단위사업 및 과목별 예산편성에 조언의 역할을 한다.

행장실장의 조언은 학교회계 전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시되기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학교 예산의 지출흐름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의 방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행정실장의 직업관 및 학

교교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은 예산의 편성과 소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표 18>은 바른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신상 및 특징에 관한 내용이다.

가명 성별 나이 행정직 경력 특징

김분별 여 44 20년차

본교 행정실장으로 2014년 부임하였으며 딸 둘 

모두 바른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음. 탁구와 배구

를 좋아하는 스포츠우먼이며 교직원 배구동아리

에 열정적으로 참가함.

표 18. 행정직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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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명 성별 학년 특징

1 문정의 남 5학년

교과 성적이 뛰어나며 매우 성실한 학생. 

경쟁, 도전활동을 싫어하지만 표현활동을 

좋아하고 재능도 있음. 학부모 연구 참여

자 ‘김소양’의 차녀. 교사 연구 참여자 

‘김근언’의 학급 학생.

2 오존중 여 5학년

탁구부 학생선수.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운동기능이 뛰어나 체육수업에서 학급학

생들에게 인기가 많음. 교사 연구 참여자 

‘임수정’의 학급 학생.

3 김협동 여 5학년
학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학생으로 체

육수업 및 스포츠클럽활동 참여를 기피

표 19. 연구 참여 학생 주제보자 정보

연구자가 가르치고 있는 5, 6학년 학생 00명 모두가 연구 참여 학생이

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일지를 쓰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1회 체육일기를 적어 제출한다. 누적된 수업일지 및 체육일

기를 토대로 연구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주제

보자 1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인성친화적 학교체육프로그램의 운

영 아래,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를 관찰하고 그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외부적인 인성 변화는 물론, 그 내면의 변화과정 살필 수 있어

야 한다. 주제보자 10명은 연구자의 수업일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

물이거나 체육일기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는 학생들로 라포(rapport)

형성이 진척된 상태이다. Manson(1996)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자

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만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사례를 찾아 세밀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연구의 설득력을 얻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여 학생은 성격, 체육수업 흥미도, 운동

기능 수준, 학교체육활동 참여도, 학습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입장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보자의 신상 및 특징에 관한 정보는 다음 <표 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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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명 성별 학년 특징

함. 주위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언

행이 바름. 교사 연구 참여자 ‘임수정’의 

학급 학생.

4 이용기 남 5학년

운동기능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여가시간

을 스포츠 활동으로 보냄. 배구 스포츠클

럽, 펜싱교실에 참여 함. 피아노 경연대

회 마다 1위에 입상하는 피아노 영재이

며 피아니스트가 꿈인 학생. 학부모 연구 

참여자 ‘김효도’의 장남. 교사 연구 참여

자 ‘최주경’의 학급 학생.

5 강절제 남 5학년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의 수식어에 딱 

어울리는 학생. 평소 짓궂은 장난으로 친

구들의 원망을 많이 사지만, 체육시간에

는 가장 인기 많은 학생임. 연구자의 인

문적 체육교육 방식에 불만을 자주 토로

함. 교사 연구 참여자 ‘김근언’의 학급 

학생.

6 강지혜 여 5학년

운동기능이 부족하지만 체육수업에 즐겁

게 참가하는 학생. 교내 방송부 학생으로 

사진촬영과 그림그리기에 관심이 많음. 

친구들에게 ‘착한 아이’로 평가 받는 학

생. 교사 연구 참여자 ‘최주경’의 학급 

학생.

7 김책임 여 6학년

운동도 잘 못하고, 체육수업을 좋아하지 

않지만 체육일기를 가장 성실하게 쓰는 

학생. 학부모 연구 참여자 ‘김겸손’의 장

녀. 교사 연구 참여자 ‘김현명’의 학급 

학생.

8 이정직 남 6학년

친구들보다 2살이 많은 남아공 국적의 

검은 피부를 가진 외국학생. 체격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며 배구스포츠클럽 활동에 

열심히 참가함. 교사 연구 참여자 ‘박선

행’의 학급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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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명 성별 학년 특징

9 손배려 여 6학년

친부모가 탄자니아 국적으로 여러 가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출생과 동

시에 목회자 가정으로 입양됨. 항상 휠체

어를 타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체육수업 

참여 제약이 많음. 학부모 연구 참여자 

‘정경애’의 장녀. 교사 연구 참여자 ‘민존

양’의 학급 학생.

10 강성실 여 6학년

탁구부 학생선수.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부터 탁구를 성

실히 배움. 탁구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탁구실력이 뒤처지지만 가장 성실히 탁

구부 운동에 참여함. 교사 연구 참여자 

‘임미덕’의 학급 학생. 

순 가명 성별 나이 자녀 특징

1 김소양 여 44
문정의

(주제보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2012년 연

구자 학급 학부모였으며 인근 대학에 시

간 강사로 출강하고 있음. 양육과 관련된 

칼럼을 지역 언론에 기고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음. 

표 20. 학부모 연구 참여자 정보

학부모 연구 참여자는 다음 준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교교육

과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고 연구자와 소통이 원활한 위치에 있는 학부

모를 선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학교체육,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교 운영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

치는 학부모, 둘째, 연구자가 월 1회 발송하는 학교체육 소식지의 학부모

응답란을 성실히 작성한 학부모, 셋째, 주제보 학생들의 체육일기에 자녀

훈육방식 또는 자녀의 인성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학부모로 최종 선

정된 학부모 연구 참여자의 신상 및 특징은 다음 <표 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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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명 성별 나이 자녀 특징

2 김효도 여 41
이실천

(주제보 학생)

중등 국어교사로 학급 담임에게 자녀와 

관련된 상담을 자주 요청함. 장남인 주제

보 학생의 체육일기에 자주 등장함. 

3 정경애 여 55
손배려

(주제보 학생)

교회 권사로 손배려의 친모를 목양하였

으며 사랑이의 입양 과정이 지역 방송에 

소개 됨. 장애를 가진 딸의 신체활동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함. 독

실한 교회생활을 손배려에게 강조함. 

4 이신의 여 41 추자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추동재의 

형이 전교회장을 맡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된 2013년 이후 위원을 연임하고 있

음. 학교

5 곽준법 남 43 곽모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회에 아들과 함께 가입하

여 같이 활동함.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학부모.

6 김겸손 여 40 김책임

급식모니터링, 도서도우미 등 교내 학부

모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왜

소한 체격에 소극적인 성격인 아들을 위

해 체육활동을 많이 하도록 배려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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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연구 자료 수집은 크게 문헌 분석, 사례 조사, 면담, 관찰, 현지 문서

수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문제 별로 하나 이상의 복합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적용되었다. 모든 자료는 부호화되어 연구윤리위원회(IRB) 자료

보관 및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분석 및 사례 조사

본 연구주제는 ‘인성교육’, ‘학교체육’, ‘학교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논의가 요구되므로 각 키워드에 해당되는 문헌 탐독과 선행연구 고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국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

정책문서 가이드북 학술논문 기타

미국
Let’s Move! 

Active Schools
○ ○ ○ ○

아일랜드 Active School Flag ○ ○ ○ ○

핀란드
Finnish Schools on 

the Move
○ ○ ○ ○

폴란드
Physical Education 

with Class
○ ○

독일 Moving Schools ○ ○

호주 Smart Moves ○ ○ ○

스위스
Activity-Friendly 

Schools
○

표 21. 문헌 분석에 활용된 주요 국가의 CSPAP 문헌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위 <표 21>과 같이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

그램(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CSPAP) 국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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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서는 CSPAP와 관련된 정부 정책

문서,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보급된 가이드북, 학술논문, 프로그램 결

과보고서(report card) 등이었으며 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웹페

이지에서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국외 CSPAP 사례와 학생들의 인성 함

양을 목적으로 실시된 국내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의 특징, 장단점,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지었다. 또한, 정규 교과수업,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함

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에의 시사점을 얻었다.

다음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도덕공동체 연구, 도덕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련된 인성교육 관련 문

헌, 그리고 총체적 학교문화 연구 등 학교문화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였

다.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와 관련하여 수집된 문서들은 대부분 학술논문

이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면담

면담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심층 면담, 그룹인터뷰, 수시면담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

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Kvale, 1998; 김영천, 2012a), 면담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답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담자의 현상과 관련된 경험과

그로부터 구성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van Manen,

1990). 반면, 그룹 인터뷰(Group Interview)는 자료 수집 시간이 제한적

이고 연구 참여자의 제보 의지가 약할 경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

인터뷰 후 심층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심층면담의 대상자가 된 연구

참여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룹인터뷰에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제보를 하거나 유의미한 경

험을 밝혀 추가적인 면담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연구 참



- 104 -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교직생활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습지도 경험, 업무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성교육의 모습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학교체육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학교 전체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 선생님의 체육수업

에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하고 계시나요? 

▪선생님의 업무에서 학교체육 또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수업과 업무 외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히 노

력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표 22. 교사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여자들이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그룹인터뷰에서 다수의 의견에 눌려 소

신을 밝히지 못하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질문의 대상자가 되는 연구참여

자 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특성상 교사인 연구자는 학생들과 수시로 다양한 목

적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과 관련 없이 시작된 수시 면담에서

연구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수시면담에서

얻은 연구문제에 해결에 유용한 정보들은 연구자의 현장일지에 적어 의

도적인 면담과 구분하여 관리되었다.

면담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보이스레코더로 녹음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정보를 기록하

여 전사과정에서 비언어적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유추하려고 노

력하였다.

교사 연구 참여자 그룹의 면담은 그룹인터뷰로 약 40분간 진행되었으

며, 그룹인터뷰에서 연구문제 해결에 결정적 또는 유의미한 제보를 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약 30분간 추가 신청 면담을 진행하였다. 추가 면담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부정적 시각과

경험을 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연구문제에 따른

교사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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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지난 1년간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학급 학생들의 인

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가장 영향을 

많이/적게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학생

들의 인성함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난 1년간 학교체육 운영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힘들었

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 지난 1년간 선생님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인성과 관련된 선

생님의 생각 또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최근 체육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말해주세요. 혹시 교과서에 없는 내

용을 배운 적이 있다면 함께 말해주세요.

▪최근에 자신이나 친구의 인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학교체육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올 한 해 체육수업, 스포츠클럽활동이 그 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체육수업, 스포츠클럽활동 등 체육활동에서 인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표 23. 학생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연구 참여 학생들 역시 그룹인터뷰 1회(40분) 후 추가로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담 대상자인 6명은 주로 개인

적인 경험을 그룹인터뷰에서 밝히기 꺼려한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주

로 자신과 학급친구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인터뷰 질문과 구체적인 친구

의 이름이 등장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비공식적이고

짧은 수시 면담은 연구자의 현장일지에 대화 학생, 대화 내용, 조처를 기

록해서 활용하였다. 학생 면담의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 운영 전후의 인

성 변화, 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요소 등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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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년 전과 지금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 그리

고 학급 친구들의 인성을 각각 몇 점으로 평가하고 싶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체육활동이 본인 그리고 친구들의 인성을 기르는데 얼마

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우리학교 체육활동 중에 본인 그리고 친구들의 인성을 기르는데 도

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프로그램 등)이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 우리 학교 체육활동을 하며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요?

▪ 본인 스스로 인성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도움이 되었던 것

과 방해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인성교육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학교체육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올 한 해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지난 1년간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

하시나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장 선생님 스스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표 24. 관리직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관리직, 행정직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심층면담을 1회, 약 30-40

분간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 면담내용이 교사가 겪은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현상 경험과 프로그램 실천 과정에서의 내러티브에 집중되어 있다면,

관리직 및 행정직 면담내용은 <표 24-25>와 같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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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체육 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

었나요?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실장님이 갖고 계신 직무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학교체육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올 한 해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우리학교 전체 체육 관련 예산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있나요?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체육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지난 1년간 우리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성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

나요?

▪좋은 학교 운영을 위해 실장님 스스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면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체육 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었

나요?

표 25. 행정직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끝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교내 학부모 상담실에서 그룹인터뷰를

약 50분간 실시한 후, 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30분간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인 면담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방법 등 개인적 영역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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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자녀의 인성 함양을 위해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체육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자녀로부터 우리학교 체육활동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자녀가 좋아하거나 힘들어하는 체육활동이 있나요?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지난 1년간 자녀의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이 자녀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렇다면/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자녀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것(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자녀의 

인성함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의 인성교육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표 26. 학부모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었던 학부모 등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

부모 면담의 주요 내용은 자녀의 인성변화, 학부모가 원하는 인성교육과

학교체육 모습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26>과 같다.

3) 관찰

본 연구에서 관찰은 연구자가 지도하는 체육수업과 배구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에서는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교내 학교스포츠클

럽리그, 운동부, 타 교사의 체육수업, 교과협의회 등에서는 준참여 관찰

(quasi-participant observation)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문화현상을 탐색한 것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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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관찰대상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완전 관찰자’(complete observer)가 되는 비참여 관찰(non-participant)

(정현욱, 2012)은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관찰자로서 참여자’(participant

as observer), ‘참여자로서 관찰자’(observer as participant)의 역할을 수

행할 때 실행연구의 부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10회, 비참여관찰 6회를 실시하였다. 모든 관

찰은 관찰초기에는 비구조화된 형식에서 시작하여 점점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서술(descriptive)-집중(focused)-선별(selective)적인 관찰 단계

(Spradley, 1980)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관찰의 내용을 기술노

트(descriptive note)와 반성적 노트(reflective note)로 구분하여 필드노트

(Creswell, 2007)로 정리하였으며 공식적인 관찰 외 관찰내용 일부는 현

장일지에 기록되었다. 관찰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인성변화와 프로그

램 효과, 학교체육활동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등 이었다.

4) 현지 문서

수집된 현지 문서는 바른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

획서, 틈새체육활동 계획서, 토요스포츠데이 계획서, 교직원 인성교육 연

수자료, 체육예산 집행 기안문 등이었다. 교육과정 및 학교체육 운영계획

서는 주로 연구문제 1번,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

영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천 과정 탐색’에 활용되었으며, 기타자료는 다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및 관찰 내용 구성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

되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연구자가 꾸준히 작성해 온 현장일지는 연구자

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 전체를 복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공

식적인 자료 수집 기간 이전인 프로그램 파일럿 테스트 기간에 발생한

각종 에피소드에 대한 기록들은 프로그램 초기의 교사와 학생들이 프로

그램을 바라보는 관점과 초기 프로그램 추진의 구체적 어려움들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 <그림 19>는 수집된 현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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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이다.

그림 19. 수집된 현지문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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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및 해석

그림 20. 자료의 분석 및 해석과정 (Wolcott, 1994)

본 연구는 Wolcott(1994)이 제안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절차(Wolcott, 1994)를 충실히 따랐다(그림 20 참

고). 자료 분석에 있어 코딩 절차는 Struass(1987)가 제시한 개방형 코딩

(open coding), 축 코딩(axis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를 따르되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사용한 학교문화의 4가지 하위차원(Schoen & Teddlie, 2008)을 선험적

코드로 활용하였다. 기초 코딩 방법으로는 인 비보 코딩(In Vivo

coding), 가치코딩(value coding), 대비코딩(versus coding)이(Saldana,

2009; 이동성, 2012)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현지문서를 꼼꼼히 읽

어가며 연구 참여 학교의 교육과정, 업무추진현황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

하였다. 비록 연구 참여 학교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이지만 휴

직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이 학교현장에 유입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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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에 연구 참여 학교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현지 문서 분석

을 시도하였다. 현지 문서 분석 결과는 면담, 관찰 등 기타 자료에서 드

러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

를 가져왔다.

둘째, 가급적 자료 수집과 동시에 전사와 분석 메모(analytic memo)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룹인터뷰 및 면담의 경우 자료 수집 당일 보

이스레코더 녹음 파일을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그룹인터뷰의

경우 촬영한 동영상이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분석 메모 작성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들의 유의미한 표현들을 에믹(emic)한 방식으로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노력하였다. 에믹한 분석 메모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생생하게 표

현하는 인 비보 코딩(In Vivo coding) 방식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문화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인 Schoen과

Teddlie(2008)가 제시한 학교문화의 4가지 하위차원, ‘전문적 지

향’(Professional Orientation),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학

습환경의 질’(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생 중심 교

육’(Student-Centered Focus)을 선험적 코드(priori codes)로 적용하였다.

넷째, 선험적 코드 아래 분류된 자료로 개방형 코딩-축 코딩-선택적

코딩 단계를 거쳤다. 세그멘팅(segmenting) 작업과정에서 반복되는 아이디

어들(repeating ideas)를 묶어 텍스트가 가진 메시지와 의미가 드러나도

록 범주화하였다. 축 코딩에서는 개방형 코딩에서 발견된 범주들과 하위

범주들을 이어주는 축(axis)을 찾아 코드로 개념화하였다. 마지막 선택적

코딩에서는 학교문화의 각 하위 차원을 설명할 수 있는 중심 범주

(central categories)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딩 과정이 드러

난 표를 검토하면서 최상위 코드를 통해 학교문화의 하위 차원의 주제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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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진실성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연구 결론 도출까지 연구의 진실성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삼각검증(triangulation)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였다. 다양한 형식, 출처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면

담, 관찰, 현지문서 및 연구현장과 관련된 웹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

하였다(Creswell, 2012).

둘째,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를 통해 분석 및 해석 과정

에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1985).

셋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을 통해 연구 전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협의에 참가한 전문가는 스포츠교

육학 전공의 교수 2명, 박사 3명으로 체육교육, 인성교육에 학문지식과

연구경험을 갖춘 자들이었다.

7. 연구 윤리

전에 연구 과정에 있어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규정을 따

랐으며 연구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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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

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효과 및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12)

1)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최근 학교체육은 인성교육의 적임자로 대우 받으며 많은 유무형의 정

책적 지원을 얻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단위 학교의 학교체육 예산이 풍

부해졌으며 비가시적으로는 교과의 위상이 제고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

들 사이에 스포츠를 통한 인성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

다. 그러나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겠다는

의도가 담긴 최근 학교체육정책 의도에 현장의 실천이 얼마나 부합하는

지는 의문이다. 정책 지원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데이 등 학

교체육 프로그램이 증가함으로써 눈에 띄게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이

늘었지만 과연 인성교육이라는 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는 의문이다.

연구자 개인의 경험적 근거에 불과하지만 체계적인 인성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학술지나 현장논문집에서만 볼 수 있

었다. 인성교육이라는 시기적으로 중차대한 책임을 함께 떠맡기며 현장

으로 보급된 학교체육 프로그램들이 특별한 인성교육적인 노력 없이 그

냥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신체활동의 증가만으

로 인성의 함양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미 숱한 연구들에 의해 가

능성이 적은 기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정규체육수업은 물론 단위학교

12)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본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으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목차에서의 표현은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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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직간접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의 대전제이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학교체육 프로그램들이 파편적

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일치된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둘러 밝히지만, 본 프로그램은 ‘학교체

육’이라는 큰 운영 범위의 프로그램 개발이지 하위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정규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데이, 틈새체육

활동 등등 이미 일선 학교에서 모두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이러

한 프로그램에서의 경험한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소규모 아이디어들이

더해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에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학교체육 운영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상정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정규체육수업을 포함한

각각의 하위 학교체육 프로그램들의 유기적인 운영 모습을 프로그램화하

였다.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의 전제와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립

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인성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

적인 학교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만큼 중요

한 것이 도덕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Davidson(2006)과

Lickona(1996)는 도덕성의 지속적 유지가 학생이 처한 도덕적 환경의 일

관성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학교체육의 각 맥락이 서로 다른 가치를 중

심에 두고 운영된다면 일관적이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귀감

이 되는 사례를 접하고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

히 제공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도덕적 실험장이 될 수 있는 신체활

동(Clifford & Feezell, 2010)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하며 교과활동과

비교과 신체활동 모두가 인성 친화적 환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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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모두에서 내용, 방법 및 대상의 포괄적 접

근을 지향한다.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 사회성 함양 등

다양한 효과를 집중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Tannehill et al., 2015).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 프

로그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체육의 특정 맥락, 정규수업이나 학교

스포츠클럽과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의도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본 프

로그램에서는 학교체육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취급한

다. 또 학생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신체활동의 직접 참여 외에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을 활용

하도록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

정은 민주적 태도와 같은 시민적 덕과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며(정

창우, 2015), Berkowitz 등(2008)은 민주적 절차를 진작시키는 학생 중심

의 학교교육을 학생들의 인성 발달의 주효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프로

그램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학생 중심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이 아닌 클럽 운영 전반에 학생들이 개입되어

야 한다. 학생 중심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학생들은 역할을 갖게 되고

이 역할 자체가 학생들에게 도덕적 판단과 실천, 그리고 성찰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1) 목적 및 목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적 성장이 이루어

지는 텃밭을 가꾸어가는 과정과 같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각종 넝쿨로

뒤덮인 땅을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려면 제

법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수고를 들여야 한다. 인성 텃밭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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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학교체육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과 위주의 학교체육정책과 엘리트 체육의 관습과 차별

되는 접근을 취해야만 한다. 또한, 정규 교과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과

같은 비교과 신체활동을 배타적인 관점이 아닌 유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효과적인 텃밭 가꾸기를 해낼 수 있다.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성을 함양하고 일관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문화적 접

근이라는 점에서 기본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본

프로그램은 Schoen과 Teddlie(2008)가 제시한 학교문화를 구성하는 4가

지 하위 차원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였다(표 27 참조).

학교문화의 하위 차원 목표

전문적 지향

(Professional Orientation)
학교체육에서의 전문적 인성교육 구현

조직 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배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체육 분위기 조성

학습환경의 질

(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학교체육에서의 반복적인 인성교육 기회 제공

학생 중심 교육

(Student-Centered Focus)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

표 27 .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의 목표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체육에서의 전문적 인성교육을 구현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구체적인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 장면을 사례로

하는 인성교육 연수가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배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체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avarez(2010)는 학교 구성원의 인성 발달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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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려의 풍토와 함께 사회적 비계(social scaffolding)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지적 풍토(sustaining climate)의 조성을 강조한다. 도덕적 공

동체는 서로 배려하는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상호 간의 배

려와 함께 도덕적, 친사회적 존재로서 학생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도덕적 공동체로서의 학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김하연, 2017; Navarez, 2010).

셋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체육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반

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체육 하위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인성교육 목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학생 중심이란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과 방법 모두 학생 중

심임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학생 중심이어야 하는 동시에

학생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2) 구성 원리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리에 의해 개발되었다.

① 포괄성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NASPE, 2011) 모형과 인성교육의 포괄적 접근(정창우, 2015)

을 참고하여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포괄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로써 포괄성은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방법

측면에서 포괄적이란 점을 의미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의 인성

발달을 중심으로 삼되, 학교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인성 함양을 의도하

고 개발되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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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또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피교육자인 학생의 인성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문화는 하위문화인 학생문화만으로는 조성되기 어렵

다(박삼철, 2003; 조경원, 200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인성 함양을 촉진하는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교사와 학부모의 역

할이 중요하며(Berkowitz, 2002; Schaps et al., 2004), 특히 관계적 실천

(relational practice)을 강조한 Noddings(2003)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인성 함양과 함께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학

부모의 학생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체육 전반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

다. 정규체육수업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토요스포츠데

이, 틈새체육활동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가하고 있는 모든 신체활동이

본 프로그램의 범위에 잇다. 기왕의 학교체육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

을 목표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포괄적 접근이 아닌 정규체육수업 또는

특정 신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

편적인 인성교육은 학교체육의 넓은 범주와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학생들의 모든 신체활동에서 직간접적인 인

성교육과의 연관성이 보장될 때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의 직접적 참여 외 다양한 교육 방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먼저, 정규체육수업에서 활용되는 하나로수업

모형은 토의․토론, 스토리텔링 및 내러티브가 있는 서사적 활동 등 다

양한 간접체험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리

그는 경기 외적으로 학생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문예 및 예술

로 표현하는 스포츠인문전 행사, 주위 도덕적 사례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학교체육 소식지 발간 등 학교체육 프로그램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인성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② 연계성 및 통합성

과거와 달리 최근의 학교교육 활동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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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 동향은 더 이상 교과

를 독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과와 비교과 간 연계, 교과와 교과 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Bernstein(1996)은 교육 속에 권력과 통제의 규칙

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교과 간, 학문 간, 부서와 조직 간의 관계

를 ‘분류’(classif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교과 간의

교육내용과 학교조직의 부서 간 업무가 쉽게 구분 되는 강한 분류 형태

를 ‘집합형’(collection code)으로 부르고 이와 반대로 교과 사이의 횡적

상호보완과 조직 및 부서 간의 횡적 교류가 활발한 약한 분류 형태를

‘통합.형’(integrated code)로 구분하였다(Bernstein, 1977). 우리나라 교육

과정 개정의 흐름을 쫓아보면 여전히 집합형 교육과정이지만 서로 다른

교과의 경계나 구분 없이 지식, 경험, 교육내용을 결합하거나 재구성하는

통합적 인지과정(Drake, 2007; Erickson, 2008)을 강조하는 등 분류의 수

준이 점착 약화되고 있다(윤회정 등, 2016; 이경민, 최일선, 2010). 또한,

김규태(2012)는 학교자율화 정책과 교육정책의 발 빠른 현장 정착을 위

해 어김없이 TF(task force) 운영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학교조직 구조와

업무가 통합형 코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포괄적 접근 모형이라는 점과, 프로그램의 세

부적인 내용이 교과융합적, 통합적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연계성을

갖춘 프로그램의운영이 필수적이다. 먼저, 교육과정 내 연계성을 살펴보

면 정규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

와의 연계, 하나로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교과 간 연계가 이루어졌다. 학

생들은 동일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덕목을 두고 정규체육수업과 연계

된 학교스포츠클럽, 창의적 체험활동(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였

으며, 하나로수업 내에서 소화하기에 큰 규모의 간접체험활동(인성 관련

주제)을 국어, 미술 등 연계된 타 교과 시간에 실시하였다. 또한, 본 프

로그램이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모두에 관여하는 바, 학교체육과 인성교

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업무 소관별로 예

산의 비목을 설정하는 행정매뉴얼을 고려할 때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체육 주관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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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서와의 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일례로, 세부 프로그램 중 하

나인 ‘스포츠라이브러리’의 도서구입은 도서관운영비-도서구입비를 사용

하였으며, 교육정보부의 협조로 유휴 TV를 인수 받아 ‘스포츠갤러리’를

운영하였다.

3) 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SPAP)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1) 교과 활동 2) 비교

과활동 3) 교사 참여 4) 가정 및 지역연계 5) 시설 및 행정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있다. 미국 Let’s Move! Active Schools(LMAS)에 적용

된 CSPAP 모형과의 차이점은 미국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기준으

로 전후, 중간으로 나누어 비교과 신체활동을 구분한 반면, 본 프로그램

에서는 모두 비교과신체활동으로 묶었다. 왜냐하면 현재 ‘방과후학교’라

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

다 방과후학교 스포츠 강좌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유료 프로그램

으로 강좌를 희망하는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

표성을 띄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규체육수업과 그 연계 수업을 교과활동으로, 그 외 나머지 학교

에서 참여 가능한 신체활동을 비교과 신체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

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구성요소의 차이가 있을 뿐,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미국 LMAS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8>은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 각 국가의 CSPAP 분석

결과 도출된 공통적인 세 범주(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Partnerships), 미국 LMAS와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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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Partnerships

개발

프로

그램

교과

활동

시설 및 

행정

교사

참여
비교과 신체활동

가정 및 지역 

연계

미국 

LMA

S

Physical

Education

Staff

Involvement

Physical 

Activity

Before and

After School

Physical 

Activity

During

School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표 28. 주요 국가 CSPAP의 공통 범주와 개발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다음은 구성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자세한 하위활동의 내용과

방법, 인성교육적 요소는 2절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다루도록 한다.

먼저, 교과활동은 정규체육수업, 그리고 교과연계수업 및 과제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정규체육수업은 모형기반체육수업(MBI)으로 운영되며

인성 관련 주제의 타 교과 연계수업, 체육일기와 같은 체육수업 연계과

제 등의 하위활동이 있다.

비교과 신체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과 운동회와 같은 이벤트성 신체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전

체 학생이 모두 참가하는 정기적 신체활동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틈새체

육활동, 방과후학교 체육활동이 있다. 이벤트성 신체활동에는 현장체험학

습과 운동회 등의 학교체육행사가 있다.

교사 참여는 교사들의 신체활동과 인성 함양,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운영된 활동들로 구성된다. 교사들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신체활동 참여(school-based physical activity for

school staff),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 인성교육 연수 등의 하위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 및 지역연계는 학부모, 인근학교, 지역교육청 및 체육회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된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학부모와 관련된 하위활동으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체육소식지, 학부

모의 스포츠참여 유도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이 있으며, 지역사회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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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 항목 내용

운영 학기

2016-

1

2016-

2

2017-

1

2017-

2

교과

활동

정규체육수업
§ 하나로수업모형 기반 체육수

업

교과 연계수업 

및 과제

§ 인성 주제의 교과 연계수업(국

어, 미술, 범교과 주제학습)

§ 체육일기

비교과

신체

활동

학교스포츠클

럽리그

§ 스포츠로 인성을 기르는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G-리그)

틈새체육활동 § 사제동행 가로수길 걷기

방과후

체육활동

§ 방과후학교 축구교실

§ 토요스포츠데이 탁구교실

체험학습 § 학급별 스포츠체험 현장학습

학교체육행사
§ 학부모와 함께하는 G리그

§ 스포츠인문전

표 29.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 내용

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프로그램, 지역 통합체육회에서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 활동 등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다.

마지막, 시설은 학교체육 시설 및 환경, 행정은 학교체육 예산과 학교

체육 운영 관련 의결기구를 의미한다. 학교체육 시설은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 참여를 유도하거나 효율적인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공간과 무형의 환경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체육 예산은 정규체육수업

은 물론 학교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

요한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 시설 확충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학교체육 운영 관련 의결기구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가

대표적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체육교과협의회와 같은 각종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다음 <표 29>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

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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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 항목 내용

운영 학기

2016-

1

2016-

2

2017-

1

2017-

2

교사

참여

교사 공동체 § 교사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

교사 참여 

신체활동
§ G-리그 종목 체험 및 연수

인성교육 연수
§ 신체활동 사례 중심의 인성교

육 연수

가정 

및 

지역

연계

재능기부

프로그램

§ 인근학교 학생선수 활용 재능

기부 프로그램 (펜싱)

스포필통 § 학교체육 방송 및 소식지

지역 

스포츠클럽

연계

§ 교육청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 지역 통합체육회 운영 스포츠

클럽

학부모동호회

시설 개방

§ 학부모 배드민턴 및 배구동호

회 학교 체육관 개방

시설 

및

행정

학교체육 시설
§ 스포츠라이브러리 및 갤러리

§ 스포츠 인성 벽화

학교체육 행정
§ 스포츠 인성교육 예산

§ 체육교과협의회

본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학교체육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인 동

시에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인성교육 모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통된 핵심덕목을 두고 각 프로그램에서 직간접적으로 덕

목을 함양하기 위한 조처가 있을 때, 효과적인 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종전의 ‘신체활동이 곧 인성교육’ 식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만 증가시킬 뿐 인성 함양은 우연성에 의존될 수밖에 없

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유교사상의 중심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핵심덕목으로 선정하였다. 인의예지는 본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인 교과활동, 정규체육수업에 적용된 하나로수

업모형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로수업모형은 맹자의 사덕(四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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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덕목

하위

덕목
정의

인

성실 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배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존중
정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의
정직 거짓이나 꾸밈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언행을 하는 것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할 있는 능력과 의지

표 30.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의 핵심덕목과 하위덕목

과 사단(四端)의 아이디어를 빌려 ‘수업참여의 인지예지론’을 교사와 학

생이 함께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최의창, 2010).

인(仁)은 유교사상의 중심으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아우

르는 포괄적 덕목이다. 따라서 인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의, 예, 지를 포

괄할 수 있는 덕목이며, 협의의 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

다. 인에 해당될 수 있는 하위 덕목으로는 성실, 배려, 존중이 있다. 인이

개인적 차원의 자기 수양에 가까운 덕이라면, 의(義)는 공동체적 차원에

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道理)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는 우리가 생활에

서 옳은 것을 실천하는 기준이 되며, 불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단서가 된다. 의에 해당되는 세부덕목에는 정직, 용기 등이 있을 수 있

다. 또한 의가 내면적인 덕이라면 예(禮)는 외면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

의 덕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치와 덕목들은 예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마지막 지(智)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슬기와 지혜를 의미한다. 유가에서 지는 단순한 통찰력이 아닌 실천

을 동반한 덕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는 실천을 통해 밖으로 드러

날 때 비로소 참된 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맹주만, 김나윤, 2017; 최연

자, 최영찬, 2015). 다음 <표 30>은 본 프로그램의 핵심덕목과 하위덕목

의 관계 및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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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덕목

하위

덕목
정의

예

책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는 것

협동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

예절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게 표

현하는 것

지
지혜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

별하는 것

절제 스스로의 욕구 , 감정 등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이상 개발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프로그

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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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이번 절에서는 개발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의 실천 모습을 드러내

고자 한다. 먼저 개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밑그림 격인 프로

그램 사전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서는 본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교과활동, 비교과 신체활동, 교사 참여, 가정 및 지역 연계 그리고 시설

및 행정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 과정을 밝힌다.

1) 프로그램 준비 활동

매년 매학기 단위 학교는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크게는 개

정 교육과정과 국가 정책 사업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작게는 학교장의

운영 중점에 따른 특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정 교육과정이나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기척 없이 현장에 발을 딛

지 않는다. 사전 예고 공문을 통해 안내된 교육적, 행정적 조처가 마련되

고 지역교육청 단위의 집합연수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새로운 변화를 맞

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깜박이 없는 차선변경처럼 준비 없이 무작정

추진된 프로그램은 매우 위험하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고사하고 기

존의 질서정연한 체계를 흩트리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고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과

정이 요구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활동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구성원들

의 인식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심리적, 정서적

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목적 아래 실시되었다. 명칭은 준비 활동이지만

파일럿 테스트 시기인 2016년 1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

램 운영 기간 내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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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준비 활동에는 교육과정 워크샵, 프로그램

사전 연수, 교사 조각 모임이 있었으며 각각의 사전활동들은 줄 잇기처

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워크샵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상을 “생소함에서 신선함으로”, 프로그램

공동 학습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론에서 실제”로, 마지막 교사 조각

모임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닫힌 교실에서 교실 밖

연대로” 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1) 교육과정 워크샵을 통한 프로그램 비전의 공유: 생소함에서 신

선함으로

성공적인 변혁으로 전국 혁신학교 추진사업의 롤모델로 소개된 학교

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 특히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본 프로그램 준비 과정의 첫 단추 역시 프로그램의 목적과 비전을

교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연구자는 학교장 면담을 요청하여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

램의 필요성, 운영 개요,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교육과정 워크샵에서의

발의를 결재 받았다. 바른초등학교의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

육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 결과와 2015년 인성교육 전담 부서의 반성자료

를 활용하여 포괄적 학교체육이 대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

다.

바른초등학교는 전통적으로 매년 2월 3주차를 교육과정 수립 주간으

로 정해놓고, 학교교육과정을 확정 짓고,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업무

부서별 계획을 작성한다. 이 교육과정 수립 주간은 교육활동에 관여된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워크샵으로 시작된다. 연구자는 교육

과정 워크샵 3일 전 모든 교직원들에게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발의 내용을 메일로 미리 보내어 읽고 올 것을 당부하였다.

포괄적 체육?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솔직히 박선생님 메일 받고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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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단어, 생소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집중해서 읽었어요. (중

략) 만약 한다면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굳이 다른 교사들에

게 생소한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최주경, 여교사, 면담)

위 연구 참여 교사 최주경의 면담 내용처럼 문서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접한 단계에서 대부분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의 주목적은 ‘왜 포

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장 직접적

인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교사들에게 내놓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워

크샵 당일, 연구자는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로 약 20분 동안 포괄적 학교

체육을 개관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을 잘 설명했어. 파워포인트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시도하

고 있는 나라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근거를 가지

고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 

(민존양, 남교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리드해나갈 박선생님이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관리자인 교장선생님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시니까.... 

(중략)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두 사람이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프로그

램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니까 적어도 프로그램이 흐지부지되지는 않겠

다고 생각했어요. 

(김현명, 여교사, 면담)

연구 참여 교사들은 교육과정 워크샵에서 보인 연구자와 학교장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하였다.

프로그램을 주도해야 할 담당자와 학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

을 드러내는 모습에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향후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갖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

이라는 믿음이 연구 초기 프로그램을 지지해준 교사들의 공통적인 지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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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정 워크샵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정말 생산적인 자

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기도 한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대한 격려를 집중

하는 모습과 질문을 통해 드러내었다. 형식적 자료가 아닌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의 비전을 전달하고자 한 의도에서 작성된 자료 덕분에 연구자

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을 효율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 연수 듣는 기분이었어요. 개정 교육과정 문서로 보면 

정말 낯설고 와 닿지 않는데 연수 가서 들으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림

이 그려지잖아요? 문서로 받았을 때는 생소하기만 했는데 프리젠테이

션 들으면서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건강이나 체력이 아니라 인

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학교체육의 제 일 목표가 된다는 점도 그렇

고 세부 프로그램들도...  

(임미덕, 여교사, 면담)

비록 워크샵 단계에서 전체 교사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모두 끌어내지

는 못했지만 학교장과 담당자가 앞으로 실천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결과, 많은 교사들이 본 프로그램과 기존 학교체육 운영과의 차

별화된 측면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2) 프로그램 공동 학습: 이론에서 실제로

전담 2시간, 담임 1시간으로 체육수업 시수가 나뉘어졌다. 3시간을 오

롯이 내가 맡을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규체

육수업인데 5-6학년 담임교사들 중 하나로수업모형을 경험해 본 선생

님이 한 명 밖에 없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지 못한 문제

가 발생하니 당황스럽다. 

(현장일지, 2016년 2월 26일)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SPAP)은 단순히 학생들의 신체활동기회

를 늘리는 목표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CSPAP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인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경우 정규체육수업을 프로그램의 중심

에 두고 교사의 체육수업전문성을 제고하고 체육수업 자원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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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들을 강조하고 있다. 즉, CSPAP는 정규 체육수업의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동

시에 정규 체육수업에서 제한되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

도록 학교체육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정규 체육수업의 질적 제고가 없는 CSPAP는 단순히 학생

들에게 땀흘릴 시간과 공간만 제공하는 일차원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SPAP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

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보다 직접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하

나로수업모형에 기반한 정규체육수업을 기획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로수

업모형을 제대로 적용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인 인성친화적 학

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가정 하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기에 하나로수업모형을 알지 못하거나

적용해보지 않은 교사들이 다수인 상황은 연구자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었다.

상황 타개를 위해 연구자는 5-6학년 교사들에게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오던 체육교과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2016년 1학기 동안

하나로수업모형의 공동 학습을 제안하였다. 하나로수업모형 공동 학습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수업」(최의창, 2010)의 내용을 발췌하여 하

나로수업의 목적, 구조, 운영 및 학습방식을 알아보는 이론적 탐색과 연

구자의 하나로수업 실천 사례와 하나로수업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교수-

학습 과정안 및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실제적 탐색이 함께 진행되었다.

김현명: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나로수업을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한 학기를 하나로수업 학습기간으로 정했던 것은 좋

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김근언: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교사들의 반발

이 심했을 거에요. 물론 제대로 된 하나로수업도 못했겠지요. 

박선행: 프로그램을 떠나 개인적으로 하나로수업 공부는 저 스스로 체

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체육수업을 잘 하고자 마음먹은 적도, 노력한 적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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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든요. 자의 반, 타의 반이었지만 하나로수업 연수 때문에 

처음으로 준비된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사 그룹 인터뷰)

하나로수업 공동학습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이론 공부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끔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점이

에요. 사실, 전 수업모형이나 교수법은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실

천하는 것들과 연결을 짓기 어려웠어요. 하나로수업은 제가 처음으로 

이론과 실제 수업을 연결해서 실천한 수업이에요.  

(이정성, 여교사, 인터뷰)

5-6학년 교사들을 상대로 하나로수업 공동 학습이 진행되었다면, 바

른초등학교 전체 교사들을 상대로는 CSPAP에 대한 꾸준한 연수가 프로

그램 파일럿 테스트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CSPAP 연수는 교직원 자체

연수 시간을 활용하여 월 1회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CSPAP 운영 도움 자료(문서)를 관련 교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비공식적 연수는 직접 대화, 교내 메신저 등을 활용한

연구자와의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교사 또는 프로그램 유관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 해에 부서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

들이 내부결재 공문만 올리고 알아서 협조해달라는 식이 대부분... (중

략) 체육부서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공해주어서 

우리 행정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야 하는지 미리 소통을 하니까 빠르게 업무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김분별, 행정실장, 인터뷰)

Rosenholtz(1989, p.73)는 교사의 교수 역량의 향상을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집단적인 일로 간주하고, 동료교사들과의 협력적인

방식으로 전문성을 신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본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

을 비롯한 운영 전체에 있어 교사들의 프로그램 전문성에 대한 학습은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CSPAP 운영 과정에서 조성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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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적 문화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의 하나의 지표로 자리를 잡아가

고 있었다.

(3) 교사 조각 모임: 닫힌 교실에서 교실 밖 연대로

협력적 문화들은 비공식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비공식적이어

야 한다. 왜냐하면 협력의 기반이 되는 ‘관계’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협력은 과장되고 해(害)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협력적 문화들은 

죄의식과 완벽주의의 압력밥솥이 아니라, 약점들에 관해 들어주고 의문점

을 명료하게 하도록 해주는 ‘천천히 끓는 냄비’이다.

(Hargreaves & Fullan / 진동섭 역, 교직과 교사의 전문적 자본, p.202)

학교 공동체는 교사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

안을 도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공동체’의 잠재적 성격을 갖는다(곽

영순, 2015). 그리고 그 생활공동체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은 공동

체 내 활발한 의사소통에 있다. 본 CSPAP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구성들 간의 의사소통 확대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프로그램의

기획 아이디어가 교사 개인에게서 나왔다는 점, 기존 학교체육 및 인성

교육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왔다는 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추진이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교사들을 설득하고 운영 기간 내내 교사들을 독려

하는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물리적 공간이다. 이웃학급 교사와 학

생들도 쉽사리 다른 학급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업무용 메신저라는 과

학문명의 이기(利器)가 교사들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진척시키는 데 결

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얼굴을 맞대고서 비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으며 생

각과 감정을 읽어가는 대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함께 낳았다.

Hargreaves와 Fullan(2012)는 교사의 협력적 문화에 있어 비공식적 관계

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차갑고 딱딱한 온라인이 아닌, 따뜻하

고 유연한 오프라인에서 힘을 갖는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자와 참여 교사, 또한 참여 교사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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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교 내 다양한 조각모임을 활용하였다. 체육교과협의회, 학년 및 부

서별 주간업무회의, 교내 교사공동체와 같은 공식적 경로와 사적 대화,

친화 모임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의 조각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긍정적 기대와 전망으로 바꾸려고 노력

하였다.

바로미팔로미, 학년 회의나 회식에서 우리학교 체육 프로그램 이야기

를 나누면서 전반적인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적은 수의 교사들이 모이니까 질문도 할 수 있고, 

단점도 지적할 수 있고 또 박선생님은 그에 대해 반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프로그램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구요.

(임미덕, 여교사, 인터뷰)

김현명: 인성 때문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참여하는 우리도 인간적으로 

좀 더 가까워야겠죠? 사람이 가까워지면 진심을 알게 되잖아

요. 작년 프로그램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프로그램에 대한 선

생님들 인식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최주경: 비싼 고급 화장품은 방문판매로 많이 팔린대요. 전담선생님[연

구자]이 발품을 판 효과가 있었네요.

(교사 그룹 인터뷰)

“비싼 고급 화장품은 방문판매로 많이 팔린다”는 동료교사의 격려는

실제로 연구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운영 기간 동안 교사들

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준비과정에서 더 활발했지

만 프로그램 운영 중간에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실천동기와 의지를 부여

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각모임은 이루어졌다.

2) 교과활동

(1) 하나로수업모형 기반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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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형 선정의 근거

교과교육은 학교교육의 중심이다. 정규 체육수업 역시 학교체육의 가

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명

목 아래 처한 조처들은 모두 정규 체육수업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시

행된 것이었다. 그 중 모형 기반 체육수업을 위한 학계와 현장의 노력은

체계적인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과거 ‘아나공’ 수업에서 탈피하는데 가

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인성함양이라는 강화된 목적 아래 체

육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모형의 일관된 실천으로 그 효과를 기

대해야 함이 마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규 체육수업 모형으로 하나로수업모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하나로수업모형은 검증된 대안적 모형이다. 주지하듯, 하나로수

업모형은 체력 증진과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기존 체육수업을 비판하며

등장한 인문적 체육교육론의 실천 모형이다. 하나로수업모형은 기존 체

육수업의 문제점을 행동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의 체육수업 접근에서

원인을 찾고 인문적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서사적 활동을 강조한다(최

의창, 2010). 하나로수업모형 관련 연구 중 다수의 선행연구가 하나로수

업모형이 가진 대안적 성격을 주목하고 수행되었거나, 연구결과로 대안

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양재영(2006)은 전통적인 체육수업의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나로수업모형 실행연구로 그 효과를 보고하였고,

박광렬(2007)은 하나로수업이 전통적 체육수업 보다 체육학습능력에 보

다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초중등학교 및 대안학

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된 교사연구자들의 실행연구들(김낭규, 2011;

김민정, 2007; 김우현, 2011; 조연우 2013; 정영택 2014; 정영택, 김낭규,

2014)이 기능과 체력 중심의 체육수업을 기피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의 체

육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적임 모형으로 하나로수업모형을 지

목하고 있다.

둘째, 하나로수업모형은 초등체육에 적합한 통합적 접근 모형이다. 초

등체육은 실제 삶과 연결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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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Jess, 2013; 조기희, 2015). 하나로수업모형의

글읽기, 글쓰기, 그리기, 만들기, 영화보기와 같은 간접체험활동은 통합적

인 방식으로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여

러 초등교사에 의해 수행된 하나로수업모형 연구가 모형이 가진 통합적

특성을 도구 삼아 수행되었고(서장원, 2007; 전세명, 2010; 천지애, 2013

등), 그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통해 통합적 효과가 초등체육에 매우 유

효하게 작용함을 드러내는 연구들(강나리, 2012; 김우현, 2011; 김지연,

김두련, 2012; 남기량, 2012; 박주영, 2010 등)이 잇따라 수행되었다. 최근

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실천서인 교과서가 하나로수업모형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모티브 삼은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 역시 통합적 접

근의 하나로수업모형이 초등체육에 적합함을 방증하고 있다.

셋째, 하나로수업모형은 보다 직접적인 인성 중심의 체육수업모형이

다. 스포츠교육모형, 책임감 모형, 협동수업모형 등과 같은 체육수업모형

들이 보다 큰 의미에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삼아 실천되고 있다. 그러

나 하나로수업모형은 보다 직접적으로 인성 함양을 모형 실천 목표에 중

심에 두고 있다. 하나로수업모형은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여기서 참 좋은 사람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전인의 모습이고,

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로수업모형 개발자는 ‘심법적

차원’의 신체활동을 경험하여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최의창,

2010). 현재, 하나로수업모형“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

는 수업모형이며(이한주 등, 2015) 학생들의 스포츠맨십 및 인성 함양 차

원에서 하나로수업모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김낭규, 2011; 김성민,

2015; 백승수, 2012; 윤기준, 2010 등)가 유의미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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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하나로 수업모형

② 하나로수업 주요 실천 내용

바른초등학교 5-6학년 정규 체육수업 시수는 주당 3시간이다. 담임교

사와 전담교사의 수업시수 형평성을 근거로 전담교사 2시간, 담임교사 1

시간으로 정규체육수업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파일럿 테스트 시기인

2016년 1학기에는 하나로수업모형을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 사전활동이

필요하여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2시간은 하나로수업으로 나머지 한 시간

은 담임교사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 2016년 2학기에

는 모든 체육수업에 하나로수업모형이 적용되었으며 2017학년도는 전담

교사가 체육수업 3시간을 모두 책임지게 되어 세 시간 모두 하나로수업

이 진행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모형기반체육수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성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나로수업모형은 다른 어떤 체육수업모형보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 효과가 입증된 모형이다. 따라서 모형에

적합하게 수업을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체육수업에서의 인성교육을 실

천하는 것이다. 바른초등학교 하나로수업에서 실천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하나로수업을 위한 환경구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터와 수업참여

의 인의예지론이 적힌 주차금지 표지판을 구입하여 수업 운영을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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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감상하는 간접체험활

동이 많은 하나로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갤러리 TV를 체육수업에

서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스포츠 스토리텔링, 스포츠

칠행도13) 등을 체육관 입구에 전시하였다. 이러한 환경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23. 하나로수업 환경 구성 

둘째, 다양한 간접체험활동으로 통합적 체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고 노력하였다. 간접체험활동은 직접체험활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인성

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므로 신체활동 맥락에서의 인성교육 방법으

로 매우 유용하다. 바른초등학교의 하나로수업에서는 다음 <표 31>과

같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간접체험활동들이 계획하고 실

천하였다.

13) 스포츠 칠행도(七行道) 운동과 함께 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간접체험활동으로

음악 1곡, 미술 1점, 시 1수, 영화 1편, 책 1권, 경전 1구, 문장 1문의 7가지 인문

적 활동을 뜻한다(최의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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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간접체험활동 지도 계획 (6학년-경쟁-배구)

읽기

▶ 배구 전문 매거진 읽기

- ‘더 스파이크’ 매거진을 읽고 재미있었던, 도움이 되었던 코너 소개하기(도

서관 스포츠라이브러리 섹션 비치)

▶ 배구 만화 감상하기 

- 「다이어택」, 「어택」, 「하이큐」, 「리베로 혁명」

- 1개 만화 시리즈를 골라 최소 2권을 읽은 후 만화 캐릭터와 유사한(기능, 

플레이스타일, 성격, 외모 등) 우리 반 친구 찾아 어떤 점이 닮았는지 소개하

기 (긍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쓰기
▶ 배구 기사 쓰기

- 12차시 배구 수업 중 기사거리가 될 만한 기억을 되살려 기사 작성하기

보기

▶ 감동 배구 인터뷰 감상하기

1) 우승의 눈물: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 인터뷰 (SPOTV 2016년 3월 21일)

2) 심판의 눈물: 김건태 심판 은퇴 경기 인터뷰 (KBS 2013년 12월 29일)

3) 감독의 눈물: 10연패 탈출 후 우리카드 강만수 감독 인터뷰 (YTN 2014년 

12월 23일) 

4) 선수의 눈물: LIG 손해보험 하현용 선수 가족 영상 메시지 (SPOTV 2014

년 1월 28일 / 인터뷰 2분 8초~ )

듣기

▶ 배구 음악 듣기

- 음악을 들으며 체육시간 배구 기능 연습하기

1) SBS스포츠 프로배구 중계 음악 「Jump」 (sing by 이홍기) 

2) KBS 프로배구 중계 음악 「Jumping Star」 (sing by 락 캣츠) 

3) KBSN 프로배구 중계 음악 「Jumping Jumping」 (sing by 타카피) 

말하기

▶ 배구 토의/토론하기

- 주제 1: 서비스 전에 인사(목례)를 꼭 해야 할까요?

- 주제 2: 초중학교 경기에도 비디오 판독이 생긴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 주제 3: 많은 점수 차로 이기고 있는 경우 우리 팀은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까요?

그리기

▶ 패 마크 무릎보호대에 그리기

- 흰색 무릎보호대에 우리 패 마크를 디자인하기

- 단, 마크는 반드시 배구와 관련 지을 것

- 완성되면 보호대에 응원의 메시지 적기

표 31 . 하나로수업 간접체험활동 지도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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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간접체험활동 지도 계획 (6학년-경쟁-배구)

노래

하기

▶ 서비스 응원가 만들어 부르기

- 야구에서 선수가 등장할 때 부르는 짧은 응원가처럼 친구에게 어울리는 짧

은 응원가 만들어 부르기

- 실제로 경기에서 친구가 서비스를 준비할 때 불러보기

만들기

▶ 우리 패가 만드는 배구공 

- 흰색 스타배구공을 다양한 재료(물감, 사인펜, 스티커 등)를 활용하여 꾸미기

- 단 배구공 무게에 영향을 주는 재료 사용 금지

생각

하기

▶ 배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 찾아보기

- 나의 포지션 또는 내가 좋아하는 배구 기술 등을 고려하여 배구를 통해 내

가 배울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기 (희생, 배려 등)

셋째, 덕목을 실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바른초등

학교 하나로수업에는 조금 특별한 조끼를 사용하였다(그림 24 좌). 조끼

앞면에 덕목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학생들이 당일 수업과 관련된

덕목,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덕목카드를 골라 조끼에 집어넣고 수업에서

의식적으로 덕목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수업 정리 단계에서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반성의 글귀를 적도록 하였다(그림 24 우). 학생들

은 중단원 12차시 수업 중 초반에는 교사가 안내해준 수업 관련 덕목들

을 주로 고르다가, 중반 이후에는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덕목을 고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림 24. 덕목 조끼와 반성 포스트잇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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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교과 연계 수업

타 교과와 연계한 수업은 체육전담교사가 간접체험활동 중 체육수업

에서 체험하기 힘든 활동들을 미리 선정하여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

시하거나, 반대로 담임교사가 타 교과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하나로수업 쓰기터, 그리기터, 만들기터에서 개인 및 팀 단위 작품

을 완성하기에 힘든 활동으로 국어 및 미술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이 이

루어졌다(그림 25 좌). 후자의 경우는 범교과 학습주제를 가르쳐야 하는

수업이나 음악수업을 체육수업과 연계하여 블록수업으로 팀티칭을 하기

도 하였다. 패럴림픽 종목인 보치아(Boccia) 활동으로 장애이해교육과 연

계한 체육수업(그림 25 우), 5학년 음악 교과의 변박자가 학습내용인 수

업을 점프밴드 활동으로 블록수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그림 25. 타 교과 연계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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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 신체활동

(1)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최근 학교체육 정책은 학생의 체력과 건강 증진과 함께 학생들의 인

성 함양을 의도하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자

율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조기희, 이용식, 2017).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률 제고와 대외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성적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한다. 이런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은 대부분 ‘교육’이 일어나는 공

간이 아니라 ‘신체활동’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오히

려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비인성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뿐

이다.

스포츠의 특성 상 학생들은 스포츠를 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거

나 도덕적인 행동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장면에 자주 노출된다. 그렇

다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중 인성교육을 접목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이 단순히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

는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의 장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조직-운영-평가의 모든 단계

에서 의도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

고 <그림 26>의 단계에 따라 실행되었다. 첫째, 학생 중심의 학교스포츠

클럽을 조직 및 운영한다. 둘째, 학급 단위 팀을 구성하고 리그 형태로

운영한다. 셋째, 경쟁이 아닌 배움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조직

및 운영한다. 넷째, 학기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을 도출하고 다음 학기에 반드시 반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스포츠클

럽 활동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해 스포츠교육모형의 학교스포츠클럽 리

그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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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운영 절차 담당자

조직

리그 운영위원회 구성
리그 운영위원회

-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 학생 대표

-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 학부모

- 기타 관계자

ê

리그 운영계획 수립

ê

리그 홍보

ê

참가팀 등록

ê

경기일정 편성 및 제반사항 협의

ê

운영

경기 진행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ê

연습 및 기타 활동 지원

ê

리그 우승팀 선발

ê

평가

시상
참가선수

대회운영위원회
ê

평가 및 개선

그림 26.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절차

① 조직 단계

◈ 리그 운영위원회 구성

먼저 리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리그 운영위원회는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바른초등학교의 경우 체육전담교사), 클럽 지도교사(담임교사), 학생 대

표(학급당 1명)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였다. 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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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클럷 리그 운영 방향, 운영 형태, 운영 종목, 평가 방향 등을 결정하

여 리그 운영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교

사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큰 방

향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수

집할 수 있었다. 이 의견들은 학생 대표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다모

임14)에서 여러 학생의 공개 토론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직

전 학부모회의 기타 토의 안건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향을 상정한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담긴 의견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 대회 운영계획 수립

리그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는

대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였다. 리그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갑론을박이 치

열했던 것은 리그 종목 결정이었다. 전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이

라는 전체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의 선호를 반

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추상적인 도덕성이나 인성의 포괄적 목표보다

는 종목에 어울리는 덕목을 함께 선정하여 의도적인 인성 함양을 유도하

는 것이 옳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계획 작성에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리

그 종목의 이름도 덕목과 관련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학

교스포츠클럽 리그에 인성 함양을 염두에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다음 <표 32>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바른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종목과 핵심덕목과의 연결을 나타낸 표이다.

14) 다모임은 바른초등학교의 학교 공동체 협의회의 명칭이다. 월 1회 실시되는 다

모임은 관리자, 교사 대표, 참여 희망 학생이 함께 모여 공개 토론식으로 진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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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덕목 하위덕목 스포츠 종목 리그 종목 명칭

인(仁) 배려 배드민턴 배려민턴

의(義) 정직 배구 클린배구

예(禮) 예절-매너 피구 PE구

지(知) 지혜-판단력 스피드스태킹 자신감스태킹

예(禮) 협동 플로어볼 플로어하나볼

표 32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종목과 덕목과의 관계

배드민턴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학생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바

른초등학교 체육관 코트 3면, 야외 배드민턴장 1면이 활용이 가능한 종

목이었다. 경기를 하며 같은 팀 선수를 위해 내가 한 발 더 뛰는 희생과

네트 건너편 선수를 등지고 세러모니를 해야 하는 등 배려의 덕목과 관

련이 깊어 “배려민턴”으로 리그 종목 명칭을 결정하였다. 15점 단세트로

남녀 단식, 남녀 복식, 혼합복식 5게임을 진행하여 3게임을 먼저 획득하

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복출전이 가능하여 최소 6명 ~

최대 8명이 학급대표로 참가하였다.

배구는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장 빈번한 종목이다. 전문 심판

교육을 받지 않은 교내 스포츠클럽리그에서는 양 팀 선수의 정직한 플레

이와 합당한 심판 판정에 승복하는 태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정직과 관련

이 깊어 “클린배구”로 이름이 지어졌다. 남학생만 출전 가능한 종목으로

한 번의 바운드를 허용하는 변칙 룰로 진행하여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

은 학생들도 쉽게 공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9인제 15점 2세트 선취 팀

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되, 1, 2세트를 나누어 학반의 남학생이 모두 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피구(Dodgeball)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기종목

이지만 아나공식 체육수업의 유물이기도 하다. 피구 기술 향상을 위한 기

능 연습, 전략 및 전술은 물론 어떤 배움도 초등체육의 피구수업에는 없

다. 오로지 게임을 반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고 전략을 찾



- 146 -

리그 종목 선수 자격 경기방식 배점

배려민턴 5, 6학년 1게임: 여자 단식 3:0 승 30점

표 33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종목별 운영 개요

는 수업이다. 이런 수업에 인성 함양이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직접적으

로 사람을 목표 삼아 강하게 공을 던져 맞추는 피구는 역동적인 스포츠

를 권장하는 미국에서 조차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Labash,

2001). 이러한 문제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리그 종목으로 선택한 배경

은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에 있었다. 비록 ‘인성 함양’이라는 명분을 지니

고 있지만 학생들의 선호를 무시해가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인성친화

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학교체육 운영의 더 큰 명분을 잃게 하는 것이

라 판단하였다. 결국, 피구는 여학생 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다른 종목

보다 교사의 지도가 중요한 종목이 되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팀 전

략과 전술, 팀워크와 같은 배움과 인성 함양이 강화하는 ‘체육 활동’의 측

면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PE구”로 정했다. 경기는 학급의 여학생 전

원이 참가하여 2세트를 먼저 획득하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시켰다.

스포츠스태킹 또는 스피드스태킹이라 불리는 신체활동은 12개의 컵

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순발력과 판단력을 겨루는 게임이다.

특히 4인 1조의 단체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므로 규칙을 준수

하면서 전술적인 상황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므로 지혜의 덕목이 요구

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판단을 믿고 게임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신감스택스”라 부르기로 했다. 4인 1조, 총 3개조가 참가하여 기록 차

이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

플로어볼은 경량화된 장비와 단순화된 규칙으로 초등체육 현장에 빠

르게 보급된 뉴스포츠이다. 5, 6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3-4학년군 교육과

정에서 필드형게임을 경험하고 올라와 플로어볼에 익숙한 상태였다. 플

로어볼은 긴 스틱으로 작은 공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볼보다는

정확한 패스와 팀 전술이 필요한 게임으로 무엇보다 팀원 간의 협동이

요구되는 경기이다. 리그에 적용한 종목의 이름은 “플로어하나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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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

2게임: 남자 단식

3게임: 혼합 복식

4게임: 남자 복식

5게임: 여자 복식

15점 단 세트 3게임 선취팀 승리

3:1 승 25점

3:2 승 20점

2:3 패 10점

클린배구
6학년

남학생
15점 2세트 선취팀 승리

2:0 승 30점

2:1 승 20점

1:2 패 10점

PE구
5, 6학년

여학생

한 세트 당 10분 경기 2세트 선취

팀 승리

2:0 승 30점

2:1 승 20점

1:2 패 10점

자신감

스택스

5, 6학년

혼성

4인 1조, 3 게임 실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 

승리

기록차 3초 초과 승 30

점

  〃   3초 이하 승 20

점

  〃   3초 이하 패 10

점

플로어

하나볼

5학년

남학생

전후반 각각 15분 게임 실시, 다득

점 팀 승리

2점차 이상 승리 30점

1점차 승리 20점

1점차 패배 10점

◈ 대회 홍보 및 참가팀 등록

리그 홍보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안내, 학부모 안내장을 통해 이

루어졌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의 목적이 신체활

동시간 확보를 넘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림 27>과 같이 현수막을 제작하여 교문과 체육관에 설

치하였다.

또한, 바른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에 참가하였다. 다른 학급 소속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팀을

구성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급 단위의 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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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배움을 유발하기에 좋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참

가팀 등록서는 학급의 대표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그림 27.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홍보 현수막

◈ 경기일정 편성

경기일정은 리그 식으로 편성되었다. 토너먼트의 경우 한 번 경기에

패할 경우에 다시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상대팀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 일정 편성은 학교

및 지역 교육지원청 행사 등을 고려하여 학생 참여와 체육관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학급 학생대표를 불러 모아 협의 하

에 일정을 조율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학급 교과 시간표, 학급 행사, 아

침활동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반에 적절한 일정이 짜여질 수 있도록 의

견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았다. 완성된 경기 일정은 첫 경기가 시작하기

사흘 전에 확대 출력하여 체육관 앞에 게시해두어 학생들의 리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② 운영 단계

바른초등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는 Sidentop(1998)의 스포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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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적용하였다. 스포츠교육모형의 기본 구조는 잘 알려져 있듯 프로

스포츠 리그가 모태이다.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서

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문서에 권장하고 있는 학교스포츠

클럽의 모습 역시 스포츠교육모형에 착안한 것이다. 선수뿐 아니라 코치,

심판, 기록원 심지어 행정까지 다양한 역할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다

는 모형의 강점을 최대한 반영한 <그림 28>의 학교스포츠클럽 조직도를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바른초등학교는 교육부의 권장안대로 학교스

포츠클럽 운영 조직을 편성하고 학생 중심의 클럽 운영을 시도하였다.

위원장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부위원장

(학생 대표)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 경기 일정 조정

- 경기 준비

- 경기 기록

- 대회 홍보

- 심판연수

- 교내리그 심판배정

- 심판임무 수행

- 규칙마련 

- 상벌 건 심의·의결

- 결과 통보 

그림 2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조직도

위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학생 대

표가 맡았다. 하위 조직은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로 나누어

졌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위원회는 체육수업 도움 학생(각 반별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맡았으며 학반 사정에 따른 경기 일정을 조정해야 될 일이 있으

면 다른 반과 협의하여 변경된 일정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경기 시

작 15분 전에 도착해서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주된 역

할이었다. 경기 후에는 <그림 29>와 같이 경기 결과를 일정표에 곧 바

로 기록하였다. 전담교사는 경기위원회 학생들을 상대로 리그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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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창고 출입수칙, 용기구 위치, 용기구 운반 및 보관법 등을 교육하였

다.

그림 29.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점수 집계판

심판위원회는 공개 모집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채워졌다. 전담교사는

심판의 역할이 ‘봉사’이며 ‘재능나눔’임을 명확히 하고 심판이 갖춰야 할

자질과 태도에 대해 체육수업에서 안내하였다. 모집 결과 18명(남 11, 여

7)의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리그 종목과 관련하여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학생,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전담교사는 매 학기

리그 시작 전에 2회에 걸쳐 종목별 경기 규칙, 심판 시그널 등과 심판

윤리 등을 내용 삼아 심판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으로 교사 1명

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상벌위원회의 역할은 경기 중 선수행위에

대한 상벌 처리, 페어플레이상 대상자 추천이었다.

◈ 리그 진행

리그는 1학기는 3월 중순~7월말, 2학기는 9월 중순~12월말까지 실시하

였으며 경기 종목을 아침활동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시간에 나누어 진행

하였다. 리그 진행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선수, 심판, 지도교사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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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가지가 강조되었다. 첫째, 경기 전후 관중 및 선수 상호 인사,

사진촬영 등 스포츠경기 의식을 똑같이 진행시켰다. 둘째, 선수 외 학생

들도 체육관에 나와 경기를 관람하고 학급 학생들을 응원하도록 유도하

였다. 셋째, 당일 경기가 끝나면 교실로 돌아가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짧

게라도 가지고 담임교사는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이었다.

그림 30.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장면

◈ 연습 및 기타활동 지원

스포츠교육모형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진행시킨 가장 큰 이유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자연스러움 상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제

공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규 체육수업이 아닌 아침활동 시간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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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에서 학생들의 공식적인 연습시간과 물리적 공간

을 학교 일과 중에 마련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담교사

는 근무시간까지의 체육관 유휴시간을 파악하여 체육관 현관에 고지하고

리그 종목과 관련된 용기구들을 학생들이 손쉽게 대여, 반납할 수 있도

록 조처하였다. 그 결과,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창의적재량활동, 학급행

사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체육관에서 리그 종목을 연습하는 일이 잦아

졌다. 또한, 방과 후 학생들이 삼삼오오 체육관으로 모여 들었고 점심시

간에도 운동장 및 학교 여러 공간에서 운동기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부족

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학생들이 학교스포츠

클럽 평가에서 적어낸 ‘나의 1인 1 운동친구’ 역시 대부분 리그 종목을

함께 연습해준 친구의 이름을 적어내었다

또한, 학생들의 연습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학급활동을 장

려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연습 및 기타활동 지원비’라는 세목으로 예

산을 학급당 10만원을 책정하여 교부하였다. 이 예산의 활용범위는 물품

구입비에서 간식비까지로 담임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예산을 소모할

수 있었다. 담임교사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학급 팀 조끼, 학급

비치용 운동물품, 학급체육행사 간식비 등으로 예산을 소모한 것으로 나

타났다.

◈ 우승팀 선발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의 7월과 12월은 흔히 말하는 교과서 진도, 즉

학기에 배정된 교과 교육과정이 방학식보다 일찍 종료되어 교과수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교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바른초등학교는 1

학기는 7월, 2학기는 12월 리그 종료 시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학급을 종합우승팀으로 결정하고 종목별 플레이오프전을 가졌다. 플레이

오프전은 학년별로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정하여 하루를 ‘학교스포츠클럽

플레이오프 데이’ 로 이름 붙여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경기

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리그 경기에서 찍은 사진들을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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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제작하여 체육관 TV로 계속해서 재생하였다. 경기가 모두 마친

뒤에는 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플레이오프 결과 발표를 하고

자유롭게 손을 들어 한 학기 동안 리그를 경험한 소감과 리그를 위해 노

력해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 학생들의 수고에 박수로 답례하는 자

리를 가졌다.

③ 평가 단계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가진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평가 없

는 운영’이다. 교과 구분이 확실하여 체육업무가 체육교사에게 배정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중등과 달리 초등의 경우 다음 해 누가 체육부에 소속

될지, 그리고 그 중에 누가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가 될지 새학년 새

학기 직전까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학교스포츠클럽 평가를 실시하

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만다. 여

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른초등학교는 매 학기 리그 종료 때마다 학

생, 지도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평가 주간’을 운영

하였다. 이 평가 주간에 시상을 위한 투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 시상

바른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따른 시상은 크게 단체상

과 개인상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단체상은 종합 우승 학급, 종목

별 우승 학급, 우수 응원 학급에게 개인상은 종목별 베스트 플레이어, 페

어 플레이어, 우수심판, 경기 공로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각 상에 따른 선

정방식과 시상 대상은 다음 <표 34>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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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명 선정 방식 시상 대상

단체상

종합 우승 리그 종합 점수 최상위 팀 학년별 1팀

종목별 우승 종목별 점수 최상위 팀

종목별 1팀

(단, PE구는 학년별 

1팀)

우수 응원 참가자 전원 투표 학년별 1팀

개인상

베스트 플레이어 종목 참가자 투표(100%) 종목별 1명

페어 플레이어 종목 참가자 투표(100%) 종목별 1명

우수 심판
종목 참가자 투표(60%) + 심판 

위원회 투표(40%)
종목별 1명

공로상
종목 참가자 투표(60%) + 경기 

위원회 투표(40%)
종목별 1명

표 34. 학교스포츠클럽 시상 계획

참가자 투표는 학교홈페이지에 링크된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실시하였

다. 바른초등학교는 3년째 전자투표로 전교회장과 임원 선거를 치루고

있기에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빨라 이틀 만에 투표가

완료되었다. 시상은 여름 및 겨울방학식에서 이루어졌다. 종합 우승팀에

게는 트로피와 학급상품, 종목별 우승팀과 우수응원팀 상장과 학급상품

이 수여되었고 개인상 대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스포츠 인

성 도서’가 함께 전달되었다. 또한, 모든 개인상 수여자들은 학교수상대

장에 이름을 올려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여 받은 상의 이름과 내용이 남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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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상장 및 트로피

◈ 평가 및 개선

리그 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학생의 리그 소감문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통해 정성적 평가 정보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다음 학기 G-리그 계획 작성에 반영되었

다. 리그 소감문 작성은 리그 운영 평가와 동시에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소감문을 통해 리그 운영 간 목격

한 도덕적 모범사례를 제보하거나 자신의 스포츠맨십이나 도덕적 행동에

대한 반성의 텍스트를 적어 제출하였다.

(2) 틈새체육활동 및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

바른초등학교의 틈새체육활동은 ‘사제동행 가로수길 걷기 운동’ 프로

그램이다. 학교 외곽으로 조성된 가로수길 2개 코스를 담임교사와 학생

들이 함께 걷는 것이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가로수 길을 걸을 수 없어서

틈새체육활동은 4개의 코스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인’ 코스는

긴 가로수 길로 왕복 13분이 소요된다. 두 번째, ‘의’ 코스는 인 코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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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가로수 길로 왕복 10분이 소요된다. 세 번째, ‘예’는 150m 운동장

트랙 5바퀴를 가볍게 걷는 코스이다. 마지막, ‘지’는 체육관에서 학급 단

체 줄넘기를 실시하는 코스이다. 전교생들은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

일에 4개의 코스를 번갈아 가며 참여한다. 사제동행 가로수 길 걷기 운

동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교사들은 틈새체육활동을 통해 당일 학생들의 건강상태나

신체적, 심리적 컨디션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림 32. 틈새체육활동 모습

틈새체육활동과 달리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은 크게 방과후학교 스

포츠종목 강좌와 토요스포츠데이로 구분될 수 있다. 바른초등학교의 경

우 방과후학교 축구교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토요스포츠데이는 배드민턴,

탁구 두 종목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교사가 아닌 외

부 인력이 지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 학교체육행사

바른초등학교 학교체육행사 중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행사로는 ‘학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와 ‘스포츠인문전’이 있다. ‘학부모

와 함께 하는 학교스포츠클럽리그’는 말 그대로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생

들이 참가하고 있는 G-리그 종목들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는 운동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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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1회 실시되는 이벤트성 행사이지만 학부모들의 바른초등학교 학

교체육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그림 33. 스포츠인문전 작품 및 전시

스포츠 인문전은 정규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스포츠라이브러

리, 스포츠갤러리 등 다양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에서 경험하거나 느낀 인

성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제출하는 공모전이다. 스포츠인문전은 읽는스포

츠와 보는스포츠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독서감상문, 동시,

회화, 조소,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을 제출한 학생들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고 작품은 체육관 입구와 복도

에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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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참여 활동

(1) 교사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

‘바로미-팔로미’(바로 me-Follow me)는 인성교육 전문성 증진을 목적

으로 한 바른초등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이다. 2016년 5월부터 매주 1회

씩 모여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읽고 난 소감을 공유하고 인성교육에 대

한 이해를 넓혀가는 모임이다. 사실, 이 모임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

상단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교사학습공동체라고 부를

만큼 체계적이지도 않은 순수한 동아리 형태의 모임이었다. 인성교육 전

문성을 강조하는 현직교사교육 지원 정책에 따라 2016년 3월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탐독하는 독서동아리로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게 되어 1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같은 해 5월부터 시작하게 된 소박한 모임이었다.

독서동아리로 시작 된 모임은 점차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둔 교사학습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교사들의 전문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독서토론 수준을 벗어나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고픈 열의가 교사

학습공동체로의 발전을 견인하는 힘이 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로서 내용

과 형식을 갖추기 새 출발을 한 시점은 2016년 10월이었다. 학생들의 도

덕적 귀감이 되고자 교사인 나부터 먼저 좋은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바

로 me),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좋은 면만을 사람됨의 본보기로 삼아

따르기를(Follow me) 원하는 참여 교사들의 바람을 담은 ‘바로미 팔로

미’라는 교사학습공동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016년 5월 8명으로 시작

된 모임은, 해가 바뀌어 학교에 새로 전입한 교사 2명과 학교를 떠난 교

사 2명이 교사학습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

면서 2017년 1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 연구참여자들 중

바로미 팔로미 회원은 6명이었으며 2016년 2학기 8회, 2017년 1학기 12

회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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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요소 교재 내용 기타 활동 내용

내면적

자질

교육 철학 

및 신념

Ch 1. 교사의 인성교육 이해

Ch 2-3. 교사의 인성 중심 교육철학

Ch 4. 교사의 신념

인성교육 정책에 대한 개

인적 평가 공유하기

도덕적 

품성

Ch 13. 교사의 성품 및 인성 역량

Ch 14. 교사의 책임감

Ch 15.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큰 걸음  

자기고백: 교사로서 도덕

적 양심

표 35 .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체계에 따른 바로미팔로미 활동 내용

그림 34. 바로피팔로미 모임

2017년 바로미팔로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40분~4시 30분(50분)에

모임을 가졌으며 인성교육 전문성 발달을 위한 워크북 형태의 도서 「교

사, 인성교육을 생각하다」(정창우 등, 2016)을 주 교재로 삼고 자신의

워크북 작성 결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어설프게라도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야겠다는 교사들의 의

지에서 였다. 또한, 필독 도서목록을 자체 제작하여 한 학기에 4권의 책

을 함께 읽어 나가고 독후 소감을 공유하였다. 다음<표 35>는 김하연

(2017)이 제시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체계에 따라 바로미팔로미 교

재와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바로미팔로미의 활동 내용은 매달 한

번 실시되는 바른초등학교 자체 교사 인성교육 연수의 주제가 되었으며,

바로미팔로미 소속 교사들은 연수 강사로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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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요소 교재 내용 기타 활동 내용

인성

교육

실천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Ch 5.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Ch 6.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

육  

공개수업 지도안 공유하

기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Ch 9. 상호작용을 위한 교사의 태도

Ch 10.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Ch 11. 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

Ch 12. 학생의 의사결정능력 향상  

인성

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디스쿨 인성교육 자료 

공유하기

인성교육지원센터 관련 

연수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Ch 7. 인성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KEDI 인성검사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Ch 8.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가정, 사

회의 연계 강화 
혁신학교 사례 분석하기

(2) 교사 참여 신체활동 및 인성교육 연수

교사 참여 신체활동(school-based physical activity for staff)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배

우고 있는 스포츠 종목과 G-리그 종목을 선정하여 격주로 실시하였다.

바른초등학교의 교직원 체육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0분~4시 30분

으로 앞 40분을 교사 참여 신체활동 시간으로 정하였다. 교사들은 다양

한 변형게임과 뉴스포츠 종목을 체험하였다.

교사 참여 신체활동은 크게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첫째, 직접 학생들이 배워야 하거나 참가하는 신체활동을 경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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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체육수업전문

성 증진에도 기여할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어떤 장면과 요소들이 인성

지도와 연결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둘째,

운동 참여 경험이 적은 교사들에게 직접 스포츠맨십을 경험하거나 발휘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었다. 셋째, 운동 참여를 통해 교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는 것이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배려하는 조직 풍토

형성이 절대적이다(Narvaez, 2010). 모델링 효과를 고려한다면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공동체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학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교사들이 먼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써 학생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바른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체육시

간이 배구 종목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배구 기능이 부족한 교직원들이 불

참하여 전체 교원의 반 정도만 직원체육시간에 참여하는 실정이었다. 그

러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변형게임과 G-리그 종목은 운동 참여의 장

벽을 제거하여 대다수의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바른초등학교는 2016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행복맞이학

교’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의 일부를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해 사용하였다. 교내 자체 인성교육 연수를 월 1회 실시하고 교사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도서 구입과 전체 교사들의 인성교육 직무연수

비를 지원하였다.

교내 자체 인성교육 연수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

째 세션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바로미팔로미 소속 교사들이 연수

강사가 되어 탐구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했던 주제들을 내용으로 삼아 전

체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세션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자신이 최근 경험한 인성 지도 사례를 공유하고 좋은 인성 지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긍정, 부정적 사례들이 공유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육수업, G-리그 등의 사례로 신체활동 맥락에서 어떻게 교

사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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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 및 지역연계

(1) 재능기부 프로그램

바른초등학교는 2016년 1학기부터 J시 펜싱협회와 재능기부협약을 맺

고 매주 2회 재능기부 펜싱수업을 실시하였다. 방학 중에도 운영된 펜싱

재능기부 프로그램에는 약 2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정규체육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스포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학생

들은 펜싱 칼, 마스크, 전자 프로텍터와 같은 펜싱 장비에 흥미를 느꼈으

며 불어로 된 펜싱 용어들을 재미있게 익혀 나갔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목에 대한 체험은 학생들의 스포츠 교양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

다. 동시에, 학생들은 펜싱의 경기예절과 경기매너를 배울 수 있었다. 유

럽의 대표적인 신사스포츠인 펜싱은 경기 예절과 매너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스포츠이다. 재능기부자들은 경기예절과 경기매너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연습경기에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강조하였다.

2016년도 2학기가 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펜싱 기술을 익히게 되었

고 대회까지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J시 펜싱협회는 재능기부 프로그

램이 활성화되자 2016년 10월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무료 펜싱 체험 교실’

을 열어 참여 학생들과 그 가족들 초청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림 35. 팬싱 재능기부 프로그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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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초등학교 펜싱 재능 기부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징은 재능기부자가

아닌 인근 중등학교의 학생선수라는 점이었다. 바른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중등학교에 펜싱 운동부가 있어 재능기부자의 대부분이 바른초등

학교 졸업생이었다. 이웃집 형, 오빠가 자신의 펜싱 선생님이 되어 지도

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은 재능 나눔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

었다. 바른초등학교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점차 활성화되어 2017년 한

국교육과정 평가원 ‘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리포트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2) 학교체육 방송 및 소식지

바른초등학교는 각종 교육영상공모전 수상 실적이 있는 방송부를 보

유하고 있다. 바른초등학교 방송부 학생들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상상하

기 힘든 방송 기획, 촬영, 편집능력을 갖추고 있어 교육과정설명회 때 마

다 보고되는 학교자랑의 단골로 등장한다. 이러한 방송부의 능력을 빌려

2016년 2학기부터 바른초등학교는‘스포-필통(Spo-Feel通)’이라는 이름으

로 격주 수요일 아침 8시 50분부터 10분간 학교체육방송을 전 교실로 송

출하였다. 스포필통 방송의 주요 내용은 G-리그, 탁구부, 재능기부프로

그램 등을 취재하거나 G-리그 베스트플레이어, 페어플레이어와 같은 화

제의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진 친구의 운동 참여 사례,

외국인 학생의 체육수업 적응기 등 제법 심심치 않게 인성교육의 소재가

될 만한 사례들이 많이 방송되었다.

또한, 스포-필통은 분기별로 발간되는 학교체육 소식지의 이름이기도

하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스포-필통은 학생들이 기사를 쓰고 체육전담교

사를 편집하여 4-6학년 학생들 가정으로 발송된다. 스포-필통은 크게 다

섯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은 해당 분기의 정규체육수업을 안

내하는 섹션, ‘의’는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대회 출전 및 수상, 스포츠인

문전 수상작 소개 등 다양한 학교체육 소식을 전하는 코너이다. 섹션

‘예’는 G-리그 관련 소식, ‘지’는 인문적 체육교육 관련 정보를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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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스포레터 섹션은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체육 및 스포츠 정보들을

제공한다.

학교체육 방송 및 소식지 스포-필통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체육 프

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 의지를 북돋우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신

체활동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방송 및 소식지 기획 단계에서 인성교육의 의도를 가지고 콘텐츠

를 생산하면 그 자체로 좋은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6. 학교체육소식지 스포-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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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스포츠클럽 연계

지역 스포츠클럽의 참여는 학교체육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스포

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시군마다 존재하는 종목별 통합

체육회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무료 강습교실이나 스

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통합체육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지역교육청에

서는 학교에서 운영하기 힘든 스포츠 종목을 지역 통합체육회와 협조하

여 스포츠클럽 형태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바른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볼, 수영, 인라

인스케이트 종목의 스포츠클럽과 배드민턴, 펜싱, 댄스스포츠 지역 통합

체육회 무료 강습교실에 52명의 학생들을 연결시켰다. 2017년에는 탁구

종목이 추가 되어 55명의 학생들이 지역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고 있다.

(4) 학부모동호회 시설 개방

바른초등학교는 2017년 3월부터 교원배구동호회에 개방했던 체육관을

학교 앞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 배구동호회를 상대로 개방하기로 결

정하였다. 해당 아파트는 바른초등학교 학생들의 6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체육관을 사용하게 된 배드민턴 및 배구동호회 회원들 역시 재

학생 및 졸업생의 학부모가 대부분이다.

학부모동호회 상대로 시설을 개방하게 된 이유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공간인 체육관을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체육 환경, 나아가 신체

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본 프로

그램 운영을 마련된 인성 벽화, 스포츠갤러리가 체육관에 위치해 있고

스포츠인문전 수상작이 체육관 벽과 입구에 전시되어 있어 자녀들이 학

교체육에서 어떠한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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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및 행정

(1) 학교체육 시설 및 환경

본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및 환경으로

는 스포츠 LG(Sports Library & Gallery)와 인성 벽화가 있다.

그림 37. 스포츠라이브러리와 스포츠갤러리

먼저 스포츠LG는 학생들이 스포츠와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된 자료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른초등학교는

도서관에 스포츠라이브러리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다.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된 도서를 비치하는 곳으로 인성교육적 내용이 담긴 스포츠 인성 도

서를 매학기 꾸준히 구입하고 있다. 스포츠 소설, 수필과 같은 스포츠문

학은 학생들이 직접체험활동에서 경험하지 못한 도덕적 감동과 교훈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스포츠갤러리는 체육관 내외부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스포츠

그림, 사진, 음악, 영화나 학생들의 체육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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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체육수업에서는 시각자료 또는 ICT 자료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

일 수 있으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스포츠 음악과 함께 스포츠맨십

과 관련된 사진, 그림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다. 다음 <그림 38>은 바른초등학교 스포츠 LG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의 일부이다.

그림 38. 스포츠갤러리 운영계획서 일부

인성 벽화는 인성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되었

다. 학교 전체 4개소에 벽화가 그려졌으며 체육관에 설치된 벽화는 <그

림 39>와 같이 어린이가 인의예지가 쓰여 있는 운동복을 입고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이다. 인성 벽화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인성교육 방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잘 가꾼 학교 화단처럼 인성을 강조하는 예쁜 벽화

는 간접적이고 묵시적인 형태로 학생들의 인성 ㅎ마양과 긍정적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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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39. 체육관 인성 벽화

(2) 학교체육 행정

2016년 바른초등학교는 ‘7560+운동 선도학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로 선정되어 약 5,600만원의 학교체육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2017년 역시 전년보다 800만원 삭감되었지만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예산이 비교적 풍족하다는 것 외에도 바른초등학교 학교체육예산에는 특

별한 점이 있다. ‘스포츠 인성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세부사업 명으로 약

6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인성 벽화 물감 구입비, 스포츠 인성 도

서구입비, 학교체육소식지 발간비, 학교체육 환경 구성비로 사용한 점이

다.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을

주관하는 부서 내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따로 확보한 까닭은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업무 담당자의 복안에 따라 손쉽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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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바른초등학교 체육인성부 예산 현황

또한, CSPA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전담교사, 체육인성부장교

사, 5-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된 체육교과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월 1회

개최된 체육교과협의회에서는 정규체육수업에 관련된 안건 외에도 비교

과 신체활동에 관한 논의사항도 함께 다루어졌다. 특히, 체육수업시간에

만 학생을 만나는 전담교사의 한계로 인한 학생 이해에 대한 부족은 체

육교과협의회에서 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주고받은 정보에 의해 상당 부

분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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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효과

학교문화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 목표, 행동 양식,

가치, 신념, 상징, 행사, 규범 등의 총체이다(김유미, 2009).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학교문화라는 복잡한 총체를 범주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Schoen과 Teddle(2008)이 제시한 학교문화의 4가지 하위 차원, ‘전문

적 지향’(Professional Orientation),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학습환경의 질’(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생

중심 교육’(Student-Centered Focus)을 분석의 틀로 삼아 인성친화적 학

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운영효과를 분석하였다.

1)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학교문화의 첫 번째 하위 차원, 전문적 지향은 교사들의 공동체 삶과

관련 깊다. 교사 전문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력적 교사 문화 등 교사

들의 개인적, 집단적인 전문적 성장이 학생 배움으로 연결되어 학교문화

를 조성하는 한 가지 축이 되는 것이다(Shoen & Tedllie, 2008).‘인성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프로그램의 목표 아래,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서 참여 교사들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사 자신의 변화였다. 참

여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프로그램은 도덕적 귀

감이 되어야 하는 교사의 인성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

가 전체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바로 me – Follw me

처음에는 친한 박선생이 하자고 졸라대서 시작한 모임이었다. 학교 안

팎에서 지겨울 정도로 인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못마땅한 나

로서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은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나를 시계 바늘 반대 방향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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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놓았다. 예비 초등교사 시절 내가 유일하게 결석 한번 안한 ‘교사론’ 

수업. 바로미 팔로미 회차가 거듭될수록 나는 어느새 그 수업에 섬세

하게 녹아들어갔다. 공부는 죽어라 안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는 꿈만은 가져야된다고 믿었던 그때 그 시절 그 공간으로 나는 회춘

했다. 

(민존양, 남교사, 성찰에세이)

참여 교사들은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교체육을 운영하는 주체로

서 교사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인 ‘바로미 팔

로미’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위 민존양 참여 교사가 바로미 팔로미 활동

에서 작성한 성찰에세이의 내용처럼 참여 교사들은 바로미 팔로미 활동

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내면적 자질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

었다. 이러한 참여 교사들의 노력은 교사라는 직책을 떠나 도덕적 존재

인 한 인간으로서 보람된 일이기도 하였다.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아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요즘 새삼 깨달아요. 매일 학생들과 자식에게 

강요만 했지 나 스스로 인성을 더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

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인성이 더 자라겠어?’ 그렇게 합리화했죠. 

(임수정, 여교사, 심층면담)

화가 나도 존댓말 쓰기, 웃으며 인사하기, 억지로라도 일단 공감해주

기... 제가 올해 들어 학생들에게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처음엔 학생들

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최주경, 여교사, 심층면담)

바른초등학교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도덕적 귀감으로 학생

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 장면들을 더 많이 연출하게 만들었다. 체육수

업, 스포츠클럽리그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에 관한 피드백을 하게 되는 횟

수가 잦아지면서 참여 교사들은 도덕적 언행일치에 대해 민감해진 모습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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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면 더 긴장하게 돼요. 경기 끝나고 학생들에

게 피드백할 때,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도

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한 날에는 나 스스로 언행에 

신경을 쓰게 돼요.

(박선행, 여교사, 심층면담)

모델링(modeling)은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이다(전도근 등, 2016). 참여 교사들 스스로의 인성 함양을 위한 노

력은 서서히 모델링 효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모델링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보고는 없었지만 수집된 자료 다수에서 모델링 효과의 정황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미세한 학생들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김현명: 요즘 아이들이 나보고 순해졌대요. 아니, 내가 평소에 그렇게 

까칠했었나? 생각해보니 우리반 아이들도 요즘 순해진 것 같

아.

김근언: 나도 그런 소리 들어요. 내가 화를 안내니까 어색하다네요.

연구자: 김근언 선생님 학급 아이들은 변한 게 없나요?

김근언: 그러고보니 우리 반 애들 싸우는 일이 최근에 없었네. 지난 학

기는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더니.

(교사 그룹 인터뷰)

(2) 아나공식 인성교육에서 준비하는 인성교육으로

“박선생, 체육수업에만 아나공이 있는 줄 알지? 정말 아나공이 심각한 

게 뭔 줄 알아? 바로 인성교육이야.”

(현장일지, 2016년 6월 8일 동료 교사와의 대화)

‘아나공’이란 용어는 비체계적이고 학생을 방치하는 우리 체육수업의

어두운 면을 비꼬는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교육에서

의 인성교육 역시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실천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유재봉, 2016). 다양한 루트로 인성교육

자료들이 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실천하고 있는 인성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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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훈계, 영상 및 텍스트 자료 제공 등 즉흥적이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성 함양을 기대하는 아나공식 인성교육에 그치고 있다(허승희, 2016).

체육 교과 및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신체활동에서의 인성교육 역

시 마찬가지이다.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하면 인성을 길러질 것이라는 믿

음 아래, 어떠한 전문성을 갖춰야 신체활동 맥락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최의

창, 2014).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교사의 변화를 묻는 질문

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인성교육 시도”(이정

성, 곽자성, 김현명, 임수정), “알고 준비하는 인성교육 실천”(민존양, 임미덕,

최주경), “전문적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공유”(김근언, 박수양, 박판단, 조

친절)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 교사들은 덕목을 통일하여 운영한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일원화되지 않은 학교 내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주경: 교과시간의 인성교육, 비교과 인성교육, 학교 인성교육 행사. 

모두 따로따로 노니까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학교체육 관련해서 만큼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고 교

과와 비교과가 잘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임미덕: 아마 가르쳐야 할 덕목의 범위를 좁혀서 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아.

김근언: 맞아. 특히 G-리그 종목을 특정 덕목과 연결시켜놓으니깐 피드

백이 참 편했어. 애들도 경기 반성 소감 발표하라니까 그 덕목

에 맞는 멘트를 하더라고.  

(교사 그룹인터뷰)

인의예지가 광범위한 덕목이긴 하지만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에서 같

은 목표로 두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로수 걷기 코스 이름도 

인 코스 예 코스 이런 식으로 지었던 것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인의예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니까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 

인성교육은 인의예지를 배우는 것’ 이라고 알고 있더라구요. 

(이정성, 여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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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사들은 모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집단 인성교육 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으며 온라인 연수 등 모두 2회 이상의 인성 관련 연

수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 교사들은 이론 중심의 연수 내용과 단기

속성의 연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교사들은 인성교

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나공식

인성 지도를 해왔음을 고백하였다.

마치 교재연구를 안하고 수업을 했다고 할까?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즉흥적으로 교과수업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학생들에게 인

성지도를 하고, 스포츠클럽 반성의 시간에도 그냥 단순히 인성적으로 

옳고 그름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 인성교육 행사도 그냥 주는 

자료 그대로 사용했지요. 왜 교재연구 안하면 교사로서 양심이 찔리잖

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박선행, 여교사, 심층면담)

연구자: 인성교육 전문성 연수 신청하셨나요?

박선행: 선생님 저 그거 2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은 필수, 두 번째는 심

화과정으로요. 전혀 도움 안돼요.

민존양: 맞아. 솔직히 인성교육 개론서 한권 사서 읽는 거랑 다를 바 

없어.

박수양: 나도 연수 강사지만 연수 커리큘럼이 개론서 목차랑 똑같긴 

해. 

(교사 그룹 인터뷰)

프로그램 운용 기간이 흐르면서 참여 교사들은 과거 임기응변과 즉흥

적인 멘트로 일관했던 인성교육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 교육

내용과 전략이 있는 인성지도를 하게 된 것이다. 참여 교사들은 그 배경

으로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성교육 교사 공동체 참여, 주기

적인 인성교육 연수 등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바른초등학교는

매달 1시간의 자체 인성교육 교사 연수 시간을 확보하고 실천해왔으며

특히,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인 ‘바로미 팔로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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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주제로, 참여 교사가 연수 강사를 맡아 보다 바른초등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사례 중심으로

인성교육 관련 지식, 학생과의 의사소통 방법, 자원 활용법 등을 연수에

서 익혔다고 증언하였다.

우리 학교 인성교육 연수의 장점은 교사가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을 준

비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태도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는 데 도움이 돼요. (중략) 오늘 

가르칠 덕목이 ‘배려’라면 배려의 정의, 사례로 제시할만한 최근 학급

의 사건 등을 생각해보고, 어떤 자원을 어느 시점에서 제공해야 더 효

과적인지 미리 정해 두죠.

                                           (김근언, 여교사, 심층면

담)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G리그 종목을 체험하게 했던 것이 정말 좋았어

요. 교사가 해보아야 피드백도 할 수 있으니까요. (중략) G-리그 경기 

사례들을 가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공유했던 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은 저에게 페어플

레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수준이어서 그때 배운 피드백을 자주 활

용해요.  

                                           (이정성, 여교사, 심층면

담)

또한,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 공동체에 인성교육 전문성의 필요성과 중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명시적, 묵

시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대한 부담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리직 연구 참여자들은 학기 중 또는 방학 때 실

시되는 교원연수에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어느 정도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고 실

제로 얼마나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왔다고 말한다. 학교체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인성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자연스럽

게 전체 교사들 사이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고 분

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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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으로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를 지원할 때만 해

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교사들의 전문성이 정말 증진됐는지 알 길이 없고, 수업을 보지 않는 

한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런데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

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박판단, 교장, 심층면담)

학교체육 프로그램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

났어. 난 이것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교사가 스포츠클럽 경

기를 학생들과 함께 보게 되면 반성적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

러다보니 인성지도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횟수가 잦아지니까 인

성교육에 대해 공부할 수밖에. 결국 전문성이란 것은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갖추게 되는 것이야.

                                             (조친절, 교감, 심층면

담)

전문적 지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의

인성과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사 공동체 프로그램이 함

께 운영되고 작게는 인성지도, 크게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기존보다 교사

들에게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 조성

학교문화의 두 번째 하위차원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는 관

리자의 리더십, 공동체의 의사소통 구조, 업무수행방식 등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 바른초등학교 구성원들 사이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학교 전

반의 교육활동에서 과정과 결과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는 바른 인성에 대한 보상과 존경을 당연시

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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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러운 베스트플레이어, 존경스러운 페어플레이어

우리학교 G-리그에는 베스트플레이어 후보들이 정말 많다. 종목마다 

학급마다 절로 박수가 나오게 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 G-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친구들은 주인공이 된다. 나는 그 친구들이 부럽다. 나

도 그렇게 운동을 잘 하고 싶고 나도 그런 부러움을 받고 싶다. (중략)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 우리반 지혜는 자신감스택스, 선정이는 PE구 종

목 페어플레이어로 뽑혔다. 지혜는 나보다 스피드스택스 기록이 느리

고 선정이도 딱히 피구를 잘 하는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

혜와 선정이를 좋아한다. 나도 체육수업에서 패를 정할 때 은근히 지

혜와 같은 패가 됐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지혜는 경기 매너가 

좋다. 우리 반 자신감스택스 첫 경기에서 상대방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지혜는 방해하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응원으로 다른 반 선수들을 방해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애

들은 없다. 또, 지혜는 경기 중에도 손과 입을 가만히 두질 않는 아이

다. 계속해서 박수를 치며 같은 편을 응원한다. 가끔은 상대편 선수들

에게도 박수를 쳐서 민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반 친구들은 그런 지혜

를 참 좋아한다. (중략) 베스트플레이어인 경훈이와 페어플레이어 지혜

는 모두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선생님의 칭찬도 친구들의 축하 인사도 경훈이에게 할 때랑 

지혜에게 할 때랑 무언가 조금 달랐다. 친구들은 경훈이를 부러워하고 

지혜를 존경하는 것 같다. 경훈이는 G-리그나 체육수업에서 인기 있지

만 지혜는 평소에도 인기가 있다. 부러움과 존경이 무슨 차이인지 정

확하게 글로 적을 수 없지만 경훈이와 지혜를 생각하면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된다.

(나정중, 6여학생, 스포츠인문전 수상작 ‘부러움과 존경의 차이’ 中)

위 글은 교내 스포츠인문전 읽는 스포츠 부분의 수상작 내용의 일부

이다. ‘부러움과 존경의 차이’라는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글쓰기 주제를

담은 제목으로 글을 담백하게 풀어내 심사하는 교사들의 호평을 받은 글

이다. 실지로 페어플레이어상은 바른초등학교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아

래 김협동 학생의 인터뷰 내용처럼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경기규

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뛰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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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지키며 스포츠클럽 리그에 참여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 수집된 다

양한 자료에서 개인상 시상이 G-리그 활성화와 학생들 사이에 도덕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일조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운동을 못해서 운동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질투 같은 것이 좀 있

었어요. 운동 잘하는 애들이 항상 스포츠클럽에서 빛나고 학교 대표로 

출전해서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G-리그 공로상, 심판상, 페어플

레이어상은 운동 못하는 저 같은 아이들에게 적어도 기회는 주는 거잖

아요. 반칙 안하고 열심히 하기만 해도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김협동, 여학생, 심층면담)

참여 교사들 역시 페어플레이어상, 우수 심판상이 리그 결과가 아니라

리그 진행 과정에 인성적으로 참여한 아이들과 수고한 아이들에 대한 보

상이라는 점에서 큰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페어플레이어상이 처음부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유명무실했다가 학교체육 프로그

램 운영 기간이 점점 지날수록 페어플레이어상은 본래의 수상 의도에 맞

는 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교사들은 체육수업, 리그 경기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학생의 도덕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것이 페어플레이어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이 페어플레이어 상이지 지난 학기처럼 아이들이 운동 잘하

는 애들을 페어플레이어 후보로 내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학

기 후보 추천 결과를 보니까 너무 의외였어요. 흔히 말하는 정말 착한 

애들이 후보에 있는 거에요. G리그에서의 페어플레이어상이지만 아이

들은 교실수업, 쉬는 시간 등 학교 일상에서도 페어플레이하는 친구들

을 후보로 뽑았던 거에요. 

(민존양, 남교사, 심층면담)

‘인성 바른 행동은 반드시 칭찬을 받는다’ 이런 보이지 않는 약속이 우

리 학교에 생긴 것 같아. 나는 교사 연수에서 칭찬 피드백을 강화하자

고 교사들끼리 다짐했던 것이 실제로 실천됐다고 봐. 담임선생님의 공

개적인 칭찬, 학교 방송을 탄 G리그 칭찬 사례... 이런 것들이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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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니까 학생들 전체적으로 바른 인성이 학교 안에서 존중받고 보

상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

(김근언, 남교사, 심층면담)

비록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은 리그 경기와 체육수업에서 시작되었

지만 교사 및 학부모 연구참여자들에 의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확

인되었다. 위 교사 김근언의 면담 내용처럼 참여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

에 공유된 도덕적 행동의 지향을 수업 안팎에서 확인하였고 참여 학부모

들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다.

제가 나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가족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모범이

랑 제가 복식경기에 나가게 됐는데 요녀석이 팀이름을 ‘정정당당’이라

고 등록 해 놓았더라구요. ‘뭐 그깟 팀이름’이라고 생각 들기도 했지만 

우리 애가 무작정 셔틀콕을 쳐대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니 의젓해보였

어요.

(곽준법, 학부모, 그룹인터뷰)

저는 딸이랑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요즘 들어 느낀 

점은 우리 딸이 언젠가부터 의로운 행동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나이 여자애들은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한 대요. 공감은 

해주고 잘 못된 건 말해야 된대요. 이런 일로 속상해서 ‘너랑 안 놀아’

라고 말하는 애들이 없대요. 아이들이 아파트 아줌마들보다 더 어른 

같아요.

(김소양, 학부모, 그룹인터뷰)

(2) 과정과 결과 사이의 균형

학교는 대표적인 관료조직이다. 관료조직에서는 업무의 범주를 나눠

하위조직에 할당하고 주로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

과 효율성을 검증 받는다(김대현, 김석우, 2011).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과 관련된 업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인성교육을 몇 시간 했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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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인성교육 행사를 몇 회나 개최했는지, 학교폭력이나 교사 부조리 등

비도덕적 사건이 학교에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엑셀시트에 기입해서 교

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러한 행정업무는 학교 내에

서 펼쳐지는 인성교육의 의미를 숫자에서만 찾게 만들었다.

바른초등학교에서 감지된 의미 있는 조직문화의 변화는 결과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과

정과 결과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발견되었다. 관

료조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결과를 무시하는 학교운영은 불가

능하다. 모든 업무와 추진사업에 있어 과정과 결과를 함께 강조하는 것

또한 매우 이상적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바른초등학교 교원

들은 과정을 함께 중시해야 할 학교교육 영역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성교육이었다.

공모 교장으로서 학교 운영 성과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중략)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되고 했으니 교사들도 성과금 등에서 

혜택을 받았지. 근데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그

렇게 혜택을 받고 나면 성과에 더 집착하기 마련인데 우리 학교 선생

님들은 꼭 그렇지가 않아. 지난 주 부장회의에서도 안전교육행사를 줄

이고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성과금 심의 위원회에서도 예전에 

개인자료로 제출했던 학생 상담 및 지도 시간이랑 횟수를 평가 항목에

서 없애자는 말이 나왔어. 얼마나 많이 교육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박판단, 교장, 심층면담)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잖아?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그런 것 같

아. 모든 일이 과정과 결과 모두가 중요하지만, 결과를 잃으면 아무 의

미 없는 업무도 있고 결과만 있으면 한 해만 반짝 해버리는 추진사업

도 있어. (중략) 인성교육에 대한 교장선생님과 내 생각은 이거야. 인성

교육 시수나 예산에 얽매여서 하는 둥 마는 둥 인성교육을 하지 말자

는 거야. 인성교육은 결과나 제한사항에 얽매여서 과정을 놓쳐서는 절

대 안 되는 교육활동이야. 

(조친절, 교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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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박판단 교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는 안전교육행사와 학생상담

지도 시간 및 횟수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양적 평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

는 지표 중 하나이다. 안전교육 시간은 학교평가 지표 학생상담지도 시

간은 교원평가 및 교원 성과금 평가 지표로 가장 많이 조사되는 항목이

다. 비록 하나의 예시지만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바른초등학교 교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다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에 대

해 언급한 조친절 교감 역시 인성교육 평가 지표인 시수 보다는 질 높은

인성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과 관리자들이 인성교육의 과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

실은 인성교육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른초등학교는 ‘스포츠 인

성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체육관 벽화제작, 스포츠

인성도서 구입, 학교체육소식지 발간 등에 예산을 소모하고 있었다. 이

예산항목은 2017년 학교교육과정 워크샵에서 교직원 회의를 거쳐 수정

없이 학교장의 승인까지 이루어졌다. 교사들의 인성교육 계획을 존중하

고 지원하는 관리자의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행정 전문가인 행정실

장의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도 공동체에 공

유된 인성 교육 과정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가 체육이랑 인성교육에 쏟는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건강이나 인성 같은 것들은 모호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중략) 우리 딸들이 이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

만 저도 선생님들과 같이 인성교육 연수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

어요. 학교체육이나 인성교육은 예산 효과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생

각해요. 

(김분별, 행정실장, 인터뷰)

학교운동부의 운영 역시 변화가 있었다. 사실, 각종 대외 행사에서 학

교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과거 학교체육의 주요한 역할이었다. 소년체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역교육청 육상대회 등등 한 해에 치러지는 수차

례의 학교체육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은 현수막과 기사로 만들어져 학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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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효자 노릇을 하였다. 그렇기에 학교체육, 특히 운동부는 그 어떤 교

육활동보다 결과가 중시되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바른초등학교의 여자 탁구부는 학교스포츠클럽에 가까운 운동

부이다. 학생선수를 거쳐 전문체육의 길로 가고자 하는 학생보다 탁구를

좋아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운동부에 들어 온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바른초등학교는 ‘선수’에서 ‘학생’에 방

점이 찍힌 학생선수 관리와 예산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운동부 학

생들은 생활체육 탁구대회, 스포츠영화 단체 관람의 기회를 가졌고 학부

모들에게는 여유분의 라켓을 지급하여 탁구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선수 육성이라는 특별한 목적 아래 교부된 예산이기에 제한사항이 많은

운영이었지만 지도자와 학생, 학부모들은 운영에 만족감을 내비췄다.

이번처럼 편안하게 대회에 나갔던 건 처음이에요. 교장선생님도 이기

고 오라고 안하시고 재미있게 놀다오라고 하셨어요. 

(강성실, 여학생, 인터뷰)

매번 훈련용품이나 간식만 지원 받았지 이번 해처럼 도서 지원이나 체

험 활동 지원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지도하는 입장에서 계속 학생선

수의 길을 가지 않을 학생들에게 훈련과 성적만 강조하는 것이 불편했

었거든요.

(곽자성, 스포츠강사, 면담)

한편, 리그 방식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학생들에게 결과에서 오는

패배감 보다는 다음 과정을 위한 응원의 분위기를 심어주었다. 교육활동

에서 학생들의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자 약속한 교사들의 노력 역시 학생

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아래 김책임의 면담 내용과 같이 교육

활동에서의 칭찬과 격려가 평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모습도 발견되

었다.

강절제: 요즘 아이들 사이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유행

해요. 원래 온라인게임에서 게임에서 졌을 때 같은 팀원끼리 

위로하는 말인데 체육시간이나 G리그 게임 끝나고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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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의: G리그는 경기에 져도 다음 경기가 또 있으니까 경기에 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학생 그룹 인터뷰 2차)

이번 학기는 체육수업에서 정말 제가 노력한 것들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이번 배구 서브 평가할 때도 네트를 결국 못 넘겼지만 

드디어 네트를 맞추게 돼서 축하한다고 선생님이 농담을 하셨어요. 그

런데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김책임, 여학생, 면담)

3) 다양한 체험으로 내면화되는 인성

세 번째 학습 환경의 질(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은 학습

자가 지식과 기능, 성향 등을 어떻게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 시설, 제도를 포함한 모든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환

경에서 학습자들은 특정 지적 가치에 대한 열정(enthusiasm)을 갖게 되

며, 특정 지적 가치에 대한 열정은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Schoen & Teddlie, 2008).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

교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맥락에서의 인성적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었다. 구성요소 중 교과활동 측면에서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롭게 융합된 하나로수업은 참여 교사들이 고민해온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의 이원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교과교

육과 인성교육이 일원화된 정규 체육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해야

할 인성 덕목을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인성의 내면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비교과 신체활동 측면에서는 직접체험활동과 간

접체험활동이 잘 배분된 통합적 체육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성장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1) 경험 발견식 스포츠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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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교사들은 교과 구분을 떠나,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대

한 두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하나는 비교과 인성

교육 위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 다른 하나는 작위적인 교과 인성교육의

모습이었다.

박선행: 그런데 인성부장님이 학급 및 업무 별로 인성교육 시수 파악

해 달라는 거 하셨어요? 전 도저히 시수로 환산이 안돼서요. 

김근언: 그냥 인성 관련해서 했던 학교행사랑 학급에서 창의적체험활

동 했던 것 중 관련된 거 있음 대충 계산해서 보고하세요.

임수정: 난 학교폭력예방교육, 칭찬교육 이런 것도 다 인성교육 시간으

로 넣었는데.

박선행: 교과수업에서 인성교육은요? 어떻게 계산해요?

김근언: 그걸 어떻게 시간으로 환산해. 모든 교과수업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공문에도 보니 교과수업 내 인성교육은 제외하라고 되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참여관찰, 바로미팔로미, 2017년 4월 6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공문과 인성교육 관련한 상부 기관의 각종 요구

자료 제출로 인해 바른초등학교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연구자는 그룹인터뷰에서 인성교육 시수를 파악해서 지역교육청에 보고

하는 공문에 대한 참여교사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론

을박을 거친 참여 교사들 간 대화의 종착점은 현재의 인성교육 관련 단

위학교 지원과 그에 따른 행정 처리를 두고 볼 때, 교과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보다 비교과 인성교육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성교

육 시수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제외

한 시간을 측정한다는 의미로 교사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

행정 아래서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 보다는 이벤트성 인성교육 행사가

더 선호될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 연수 강사를 하다 보니 사례집을 많이 읽게 돼.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우리 학교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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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학교체육, 특히 체육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중략) 교과수업이 바뀌면 학교 문화도 바뀌어.  

(박수양, 남교사, 심층면담) 

박수양을 비롯한 여러 참여 교사들은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의 융합, 그 중에서도 인성교육을 교과수업에서 인

위적이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로수업의 구조로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학교 내 인위적인 인성교육의 모습을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외적 구분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비교과교육으로 인성교육을 바라보는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교과교육

내에서의 인위적인 인성교육이다. 많은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수업정리

단계에서 인성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교과활동에서 정의적 영역이나 인

성을 자연스럽게 녹여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정리 단계에서 관련

된 인성이나 생활태도 등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이다. 참여 교사들은 하나로수업모형을 적용한 바른초등학교

의 체육수업이 특정 수업시점이 아닌 수업시간 전체에서, 일부 수업제재

가 아닌 모든 수업제재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

과교육 내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박선생님이 공개수업을 할 때, 처음 하나로수업을 알게 됐어요. 

교사로서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건 수업 이곳저곳에서 인성을 강조하

고 의도한 흔적이 보이는데 교사가 직접적으로 인성을 강요하진 않는 

모습이었어요. 인의예지라고 적힌 학습판, 덕목이 적힌 팀조끼 같은 수

업환경이라든지 각 스테이션[터]의 활동이 덕목과 다 연결이 되어 있

었어요.   

(최주경, 여교사, 심층면담) 

바로미팔로미에서 하나로수업을 두고 ‘준비는 꼼꼼하게, 수업은 느긋하

게’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딱 그 표현이 하나로수업에서 인성지도랑 

어울려요. 덕목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고 어떤 발문을 하면 학

생들로부터 인성과 관련된 답변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한 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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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면 수업에서 굳이 제가 덕목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

라 할 필요 없어요.  

(이정성, 여교사, 심층면담)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이 일원화된 하나로수업은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으로 학생들이 인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은 교사의 훈화에 의존한 교과 인성교육을 ‘정보 제시형’으

로, 하나로수업에서의 인성교육을 ‘경험 발견형’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참

여 학생들이 경험한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교사가 덕목을 제시하고

학습제재와의 관련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형태였다면, 본 프로그램

에서의 하나로수업은 학생들이 직간접체험활동에서 덕목과 학습제재와의

연결고리를 직접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다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셔야만 알아요. (중략) 체육수업

에서는 게임이름을 보고 눈치 챌 수도 있고, 게임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다보면 아 이 게임은 협동이 중요하구나, 또 이 게임은 달리기 느린 

친구들을 배려해서 내가 더 뛰어야 이길 수 있구나 스스로 알게 돼요.

(강성실, 여학생, 심층면담) 

학생A: 야 오늘 배구게임 배려랑 관련된 거 할 건가 보다. 

학생B: 왜?

학생A: 읽기 자료랑 사진 자료 전부 다 배려랑 관련 있잖아.

(준참여관찰, 체육수업, 2017년 5월 23일)

저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시는 것

보다 보기터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중략) 이

번 주 프리테니스 수업에서도 사진을 보고 매너, 예절을 지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정직, 외국인 남학생, 심층면담) 

학생들이 스스로 찾은 인성 덕목이란 이유로 높은 실천력과 전이, 그

리고 내면화를 연결시키는 것은 섣부른 논리 전개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발견한 학습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고(이홍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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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공적인 학습 목표 탐색 자체가 하나의 긍정적 출발점 행동이 된다

(변영계, 2006)는 점에서 인성을 학습의 영역에 놓고 바라본다면, 학생들

이 수업활동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인성을 스스로 탐색하는 경험은 교육

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통합적 체육교육이 주는 도덕적 성장의 즐거움

‘운동으로 인성을 배울 수 있어’ 체육쌤도 담임쌤도 이 말을 하신다. 

난 달리지도 못하는데 인성이라니... NO공감 (중략) 운동은 할 수 없지

만 나는 스포츠라이브러리를 좋아한다. 오늘도 2권을 빌렸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운동을 못하는 주인공이 운동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 스토리의 책만 빌린다. 나랑 비슷해서일까? 감동적이기도 하고 

내가 부끄럽단 생각도 들었다. (중략) 질문: 체육쌤! 읽는스포츠로 인성

을 배우는 것도 운동으로 인성을 배우는 거에요? 그럼 나도 운동으로 

인성을 배운 거에요?

(손배려, 장애여학생, 체육일기)

손배려는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다. 지난해까지 손배려가 체육시간에

하는 일은 땀 흘리며 뛰는 친구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떤 교사

들은 사랑이에게 체육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교실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도 했다. 6학년부터 체육전담교사가 수

업제재와 관련한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고민해서 제시했지

만 척추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한 배려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은 극히 제한

적이다. 그런 손배려 학생에게 ‘스포츠로 인성을 기른다’는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리그의 모토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위 손배려

의 일기에는 초등학생다운 작은 발견이 숨어 있다. ‘운동으로 인성을 배

운다’는 표현의 개념적 확장, 즉 스포츠를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인성 외

에도 스포츠문학이나 스포츠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인성을 포

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스포츠와 인성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다. 그러나 손배려 학생에게는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질 것

이다. 이 학생이 발견한 스포츠로 배우는 인성의 재발견은 본인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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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했기에 더욱 생생하고 가치 있는 발견일 수 있다.

손배려 학생의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극단적일 수 있으나 다수의 참여

학생들로부터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스포츠가 가진 인성교육의 역할을 경

험한 사례가 수집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간접체험활동에서 두 가지 인성

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첫째,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인성을 간접 경험

하거나 새로운 덕목을 알게 됨으로써 향후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 둘째 자신이 경험한 도덕적 사례를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표현함으로

써 도덕성을 강화하거나 일상생활로 전이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스포츠갤러리에서 나오는 하이큐랑 한 달에 한번 보여주는 스포츠영화

는 안 빼놓고 다 봤어요. 보고나서 감상문을 내야하는 건 좀 귀찮지만 

내가 운동을 하면서 못 느꼈던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하

이큐는 ‘나도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대표니까 저런 마음으로 경기를 해

야겠다’, ‘저런 상황이 오면 나도 똑같이 친구에게 엄지척 해줘야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더 좋아요.

(이용기, 남학생, 심층면담)

이번 학기 체육숙제 중에서 친구랑 같이 G리그 경기 모습 그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자신감스택스 팀 4명은 호흡도 잘 맞고 사

이도 좋아서 그런지 숙제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더 

친한 친구로 남자는 의미에서 ‘배려’랑 ‘친구’ 글자를 스피드스택스컵으

로 쌓은 그림을 그렸어요.

(강지혜, 여학생, 심층면담)

하나로수업모형으로 진행된 정규 체육수업 및 타 교과 연계수업, 가정

학습과제, 체육일기, 스포츠인문전, 스포츠라이브러리, 스포츠갤러리 등

바른초등학교 학생들은 인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간접체험활동을 경험하

였다. 간접체험활동은 체육교육의 입장에서 통합적 접근이라면, 간접체험

활동 그 자체로 볼 때 내러티브가 담긴 서사적 접근이다. 서사는 도덕적

경험의 인지, 정의, 행동적 차원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Tappan,

1991).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들은 학교체육에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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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일상생활을 녹아내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과 타자의 삶을 이야기로 읽고, 적어내고, 노래하고, 그려냄으로써

자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타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쌓

아가고 있었다. 특히, 체육일기는 체육과 스포츠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목격한 사례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자

신만의 내러티브로 펼쳐내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참여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인성을 주요한 배움의 목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피구와 배려

서로서로 악수하고

악수하며 미소 짓는다

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피구경기 시작!

누가 아웃인지도 모른 체

공만 피하고 잡는 데 집중한다

다시 한 번 삑~

소리와 함께

우리들의 승리로 끝난 경기

“잘했어”  “속상해 하지마”

서로서로 다독여준다

피구경기를 하며 

우리는 배려를 배운다

(문정의, 스포츠인문전 작품)

학생들의 첫 체육일기가 마지막 장에 가까워진다. 처음에는 의무감으

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G리그 기록표처럼 쓰는 아이들, 일기장을 내

부 고발용으로 활용하는 아이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체육일기장에 

내가 원하던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기 마지

막에 반강제적으로 쓰게 한 질문의 수준도 달라지면서 나와 소통하는 

매개 역할도 하게 되었다. (중략) 체육일기가 아이들의 ‘인성 성장기’ 

가 되어 가고 있다.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방과후스포츠에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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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아이들의 도덕적 고민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장일지, 2017년 2월 10일) 

4) 도덕적 주체로서의 체험

Schoen과 Teddlie(2008)가 학교 문화의 하위 차원으로 제시한 학생

중심 교육(student-centered focus)은 학생의 교육성취도와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능

동적인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연한 교육과정, 탄력적

학습 집단 구성, 풍부한 학습자료, 조력자로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학

습과정의 진단적 개별 평가 등의 원칙과 방법이 필요하다(김대현, 김석

우, 2011)). 비록, Schoen과 Teddlie(2008)이 제시한 학생 중심 교육이 학

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의 제고를 위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인성

교육에서의 ‘학생 중심’역시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또래 학습, 인

성 함양 조력자로서의 교사 전문성, 전인적 발달평가 등이 요구되므로

(정창우, 2015)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학생 중심 교육과 관련하

여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도덕적 행위 주체로서의 나를 체감

하고, 상호 배움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1) 신체 소유감에서 행위 주체감으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적인 열쇠는 학생에게 있다.

Vicent(1999)는 규칙과 질서를 잘 세운 학교의 풍토, 자녀의 인성을 강조

하는 부모, 도덕적 귀감이 되는 교사 등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이끄는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결국 학생 자신이 이러한 환경에 수동적으로 끌

려가는 존재에 머문다면 가르침만 있고 배움이 없는 인성교육에 머무른

다고 충고한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의 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체육과 스포츠맥락에서 ‘도덕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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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신체적 행위 주체감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저는 G-리그 플로어볼 선수인데 제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종목이

라 좋아요. 체육수업에서 하는 게임은 처음 배우는 것도 있어서 규칙

이나 게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규칙에 제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잘 할 줄 아는 경기를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

니까 친구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문정의, 남학생, 그룹 인터뷰)

스피드스태킹은 내가 유일하게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체육수

업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주지만 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중략) 그런데 스피드스태

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오히려 나보다 기록이 늦은 친구

도 있어서 기록을 줄 일 수 있는 나의 비법도 알려주고 내가 격려를 

해줄 때도 있다.

(손배려, 장애여학생, 체육일기)

문정의와 손배려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위

주체감에 대한 인식이다. 문정의는 처음 배우는 신체활동 종목이나 변형

된 규칙을 적용하는 게임, 손배려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수동적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서 익숙하고 신체적 제약이 없는 종목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전자의 부정적 경험이 학생자신의 신체를 움

직이는 것을 인지하는 신체 소유감(body ownership)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면, 규칙에 익숙하고 기능에 자신 있는 종목은 신체 소유감과 함

께 ‘내가 나를 움직인다’라는 행위 주체감(sense of agency)이 함께 존재

하는 상태이다.15) 즉 신체활동에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에 서게 되는 것이다.

15) 신체 소유감과 행위 주체감은 인지 심리학 등 인지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이

다. 신체 소유감(body ownership)은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감각을

말하는 것이며, 행위 주체감(sense of agency)이란 자신의 행위가 나의 신체에서

유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효정 등, 2013).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했다면 행위 주체감은 없고 신체 소유감만 존

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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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른초등학교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존에 비해

많은 자율과 권한,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면서 학생들의 책임감과 주체의

식을 높이고 있었다. 초기에는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부

정적 상황이 두려워서 책임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완전한 책임감과

주체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연구자: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

요?

강성실: 책임감 같은 거요.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리그 경

기가 늦게 시작돼요. 

이용기: 저두 책임감요. 저는 심판이라서 점심시간 축구할 때도 반칙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심판이 반칙한다고 뭐라고 해요.

(학생 그룹 인터뷰)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심판을 할 때 곤란한 상

황이 생겨도 도와주시지 않았다. (중략) 그리고 상벌위원회에서 심판들

이 벌을 결정할 때도 선생님은 도와주시지 않았다. (중략) 처음엔 우리

에게 너무 맡기기만 하셔서 좀 불만이었는데 이제 우리 심판들끼리 해

결할 수 있고 다른 애들도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했다

고 하니까 잘 따라줬다.

(강재준, 2016년 2학기 G리그 소감문 中)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덕목을 선택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한 활동이 주체적인 인성 가꿈에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 2년차부터 학생들은 G리그에서 독특한 팀조끼를

입고 신체활동을 하였다. 종목에 상관없이 성실, 배려, 협동 등 여러 가

지 덕목이 적힌 카드 중 하나를 골라 조끼 앞쪽에 끼워넣고 그 덕목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며 경기를 하도록 주문받았다. 경기 후에

는 교실로 돌아가 리그 반성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덕목에 따른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을 작은 포스트잇에 쓰는 활동을 가졌다. 어떤 학생들은

반성의 내용을 체육일기장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강요된



- 193 -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덕목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덕목의 실천의지

를 갖기도 하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도 덕목 실천에 대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조끼에 카드 넣고 나면 

친구들이 ‘너 타인존중 골랐네’ 라고 말하면 내가 고른 거니까 행동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강절제, 남학생, 심층면담)

솔직히 제가 고른 덕목을 경기 중에 실천하려고 노력 안했던 날도 많

았어요. 경기에 빠져들면 어떤 걸 골랐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중략) 

조끼를 벗을 때 ‘아 맞다 내가 배려를 골랐지’ 알게 될 때도 있고 포스

트잇을 적을 때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협동, 여학생 심층면담)

(2) 학습의 주체를 넘어 도덕적 주체로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른초등학교 학생들은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학습 기회를 많이 가졌다. ‘1인 1운동친구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정규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등 다양한

학교체육 장면에서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는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차적으

로 이러한 상호학습 기회는 자기주도적인 신체활동으로 연결되어 학생들

이 학습의 주체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학생 상호학습은 학생

이 교수자가 되는 상황이 부가되면서 교사-학생의 학습 장면보다 더 많

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학생들의 1인 1운동친구 소감문은 학생들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경험

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G리그 연습시간, 재능기부 펜싱수업, 탁구부 훈

련 등 다양한 학교체육 장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소감문과 인터뷰를 토대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서의 상호학습 경험은 학습 주체로 운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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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신장시키는 결과 외에도 도덕적 주체로서의 경험을 통해 상호 인성

함양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친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배려와 존중의 덕목들을

익혀 나갔다.

문정의: 강인이랑 배구랑 잘 안 맞나 봐요. 축구는 잘 하는데 배구는 

늘지 않아요. 답답해서 화를 낸 적도 있고 혼자 연습하라 하고 

먼저 집에 간적도 있어요. 

강지혜: 근데 둘이 지금은 베프[베스트 프렌드]에요. 

연구자: 어떻게 베프가 된거야?

문정의: 한 번은 강인이가 오버토스를 너무 못해서 좀 잘 해보라고 화

를 냈더니 저한테 배려심 없다고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강인이한테 노력을 안 한다고 뭐라 했어요. 그런데 강인이가 

다음날 오버토스를 엄청 잘 하는 거에요. 집에 가서 형이랑 엄

청 연습했대요. 제가 노력 안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줄 알고 

사과했더니 충격 받아서가 아니라 저한테 미안해서 연습한 거

래요.

(학생 그룹 인터뷰) 

오른손을 다쳐서 펜싱수업을 가지말까 생각했는데 설화가 가자고 졸라

서 결국 갔다. 펜싱 선생님이 짝 끼리 연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왼손

으로 하니까 설화도 자기도 왼손으로 하겠다고 했다. 나를 배려해준 

건가? 아무튼 둘이 왼손으로 연습을 했는데 왼손으로 칼을 쓰기가 너

무 힘들어서 둘 다 완전 초보처럼 칼을 찔러댔다. 그 모습이 서로 너

무 웃겨서 엄청 웃어댔다. 

(오존중, 여학생, 체육일기)

초기의 친한 친구끼리 1인 1운동친구를 만들던 분위기는 점차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못 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양식으로 변해갔다. G리그 종

목에서 학급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남학생들이 운동 기능이 낮은 여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다. 덕분에 같은 성별끼리 1인 1운동친구

를 맺던 분위기에서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 내

가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1인 1운동 친구를 맺는 바람직한 방향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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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옮겨가게 되었다.

강성실: 전 원래 탁구부 지안이가 운동친구였는데 지금은 재준이에요. 

재준이가 제일 스피드스태킹을 잘 해서 배우려고 하자고 했어

요.

연구자: 운동친구가 남학생인데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어?

강성실: 처음에 성희랑 경모랑 운동친구 할 때는 애들이 좀 놀렸는데 

하나 둘 남자-여자 운동친구가 생기니까 이제 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뭘. 그런 식이

면 체육수업 패 안에서도 짝이 남녀인데 놀릴게 한두 가지가 

아니게요.

(학생 그룹 인터뷰) 

배구를 잘 하는 정직이와 운동 친구를 하려는 아이들이 줄을 섰다. 내

가 아는 애만 해도 나를 포함해서 3명이다. 난 포기하고 호준이에게 

운동친구를 하자고 말 할려고 했는데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정직이가 

나와 하겠다고 했다. 완전 기분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이가 왜 날 

선택했을까 궁금해져서 왜 나냐고 하니까 정직이가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너랑 제일 안 친해서.” 옆에 친구들이 밥 먹다 말고 엄청 웃었

다. 아마 다른 친구들은 배구 클럽에서 만나니까 배구 클럽이 아닌 나

를 선택한 것 같다.   

(박공감, 남학생, 체육일기)

프로그램 2년차가 되면서 1인 1운동친구 그물망은 같은 패에서 다른

패로, 같은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확장되었다. 심지어 학년이 다른 운

동친구도 생겨났다. 학급 안의 독립적으로 있던 운동친구 그물망이 학년

전체로 뻗어 나가면서 학급 중심의 교우관계 역시 학년 전체로 넓혀졌

다. 5, 6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소속집단 중심의 사고를 하기 마련이다.

운동친구 그물망이 확대된 현상은 “우리 패”, “우리 학급”식의 소속집단

중심의 사고를 “우리 학교”라는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 학교 전체

를 아우르는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프로그램 개발에서 많은 상호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전

략은 학생들을 교과활동과 비교과 신체활동에서 능동적인 학습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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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주체로서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성 함양에 주효하게 작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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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Carson 등(2014)이 제시한 사회생태학

적 관점에 근거한 CSPAP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

그램이 다양한 차원과 수준의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본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전략적, 인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

등이 개인에서부터 정책의 수준까지 상호 간섭을 주고받으며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인성친화적 학

교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저해요인에 대한 해결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촉진 요인

(1) 포괄적 프로그램 전략

체육시간 말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학

교스포츠클럽은 운동 잘하는 몇 명만 했는데 이제 모두 다 참여하고 

거의 매일 경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준참여관찰, 이용기, 남학생, G리그)

학교스포츠클럽, 틈새체육시간 이런 것들은 사실 인성교육과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교과 신체활동에서도 인성교육을, 그것도 

체육수업과 굉장히 밀접한 방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메시

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체육은 너희들의 인성을 길러줄 수 있어.

(참여관찰, 최주경, 여교사, 바로미팔로미)

포괄적 접근의 학교 체육(NASPE, 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의 핵심은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내외 자원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초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체육수업 외에도

G-리그, 사제동행 가로수길 걷기, 재능기부 펜싱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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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목표 아

래 유기적으로 운영된 학교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었기에 인성 함

양을 의도하지 않은 체육과 스포츠 맥락에서의 경험 보다 직접적인 인성

함양의 기회에 노출되었다. 신체활동의 빈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체활동

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조처들이 가미되면서 바른초등학교 학생들은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에 설 수 있었다. 특

히, 일부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진 학교스포츠클럽 리

그, 사제동행 틈새체육활동은 학생들이 거의 매일 인성교육의 의도 아래

펼쳐지는 신체활동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프로그램 2년차가 되면서 포괄적 접근의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의

효과가 체감한 교사들은 학급 및 학년 단위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5학년 5학급

중 3학급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을 했고 4-6

학년 전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의 덕목인 인의예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탁업체에서 수련활동을 하였다. 스포츠 체험 위주의 현장학

습과 수련활동이 ‘소풍’형 현장학습과 ‘군기교육’식 수련활동에서 탈피하

고 교과활동에서의 인성교육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다.

오늘 현장체험학습은 좀 특별했던 것 같다. 수목원이나 박물관 견학 

갈 줄 알았는데 이번 학기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완

전 깜놀해서 많이 기대했었다. (중략) 클라이밍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히말라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산악인 아저씨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다. 거기에 우리 아파트 바로 앞 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이

라고 해서 더 놀라웠다. 잘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 본받아야 할 사람들

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었다.

(강성실, 여학생, 체육일기)

교과에서 인성교육이 좀 학문적이라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적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장학습은 옛날 그대로 소풍이고, 수련활동은 군대체험처럼 해왔는

데... (중략) 이번 수련활동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우리 학교

체육 프로그램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미리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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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던 건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임수정, 여교사, 심층면담)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내용과 방법 외 대상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학생의 인성 함양에만 방점이 찍힌 인성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까지 도야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절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확인하

였듯이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 인성교육 연수는 교사 자신의 인성을 가

꾸고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와 함께 하는 G리그’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학교운동회와 학

교체육 소식지인 ‘스포-필통’을 통해 자녀들이 무슨 신체활동으로 어떤

덕목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학부모들

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넓히

고 가정에서도 일관된 인성교육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

용했다고 밝혔다.

이신의: G리그 체험을 해보니까 주먹구구식 인성교육 방식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겸손: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구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저렇게 인성교

육을 받는데 집에서도 교육은 못해도 최소한 학교에서 쌓은 

인성을 무너뜨리게는 하지 않아야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중략)  

손배려: 전 학교체육 소식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정말 궁금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인성을 배우고 있

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학부모 그룹 인터뷰)

(2)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화

졸업식장에 울려 펴지는 노래 구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는

학교 공동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앞서는 사람의 리더십과 뒤따

르는 사람의 임파워먼트를 잘 표현한 구절이다. 그러나 사실 바람직한



- 200 -

학교교육의 모습을 떠올리면 리더와 팔로워의 위치는 바뀌어야 한다. 리

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자리는 전면이 아닌 팔로워의 뒤쪽이며, 팔로워는

교육의 전면에 서서 팔로워십과 임파워먼트를 보여주어야 한다. 앞에서

교육을 이끄는 것은 학생(교사)이며 뒤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사(관리자)

의 몫이 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관리자-교사, 교사-학생의 리

더-팔로워 관계에서 변혁적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기능을 발휘하면

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라는 것은 내가 평교사시절부터 생각해왔던 아이

디어에요. 비록 지금은 학교체육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난 이 목표를 모

든 교육활동, 교육업무로 발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

요. 

(박판단, 교장, 심층면담)

바른초등학교 박판단 교장은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다. 바른초등학교에

교장 공모 과정에서도 박판단은 인성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였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공모에 당선되었다. 교사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는 박판단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증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

었다.

교장선생님의 격려와 지원이 프로그램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여

태껏 경험했던 교장선생님과 달리 지금 교장선생님은 나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신다. 오늘도 학교 축제에서 바른 인성을 경험할 수 있

으면서 학생들이 재미있어할만한 체험활동을 고민해보라고 하셨다. 이

를 지시를 업무처럼 안 느끼게 하시는 것도 교장선생님의 비결인 것 

같기도 하다.

(현장일지, 2016년 11월 8일)

연구자: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 동력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박선행: 교장선생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운동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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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고 체육 가르치는 데는 자신이 없었는데...(중략) G

리그 반성시간에 교실 옆에 좀 서성이다가 가시더니 나중에 

칭찬해주시더라구요. 인성 관련 피드백이 전문가 같다구요. 

박수양: 우리 교장선생님이 인성교육 쪽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인성부장인 나보다 훨씬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정책도 꿰뚫

고 계셔.

(참여교사 그룹 인터뷰)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의 태도나 신념, 나아가 공동체

문화를 변혁시켜 공동체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욕구와 능력을 자극하여 효과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리

더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성낙돈, 2008; 이윤식, 2006; Hoy & Miskel,

2013; Nemanich & Keller, 2007).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박판단은

교사들에게 창의적 업무를 위한 지적 자극, 교사에 대한 개별적 배려, 교

장 자신의 전문성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혁적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

었다. 이외에도 박판단 교장은 “카페 같은 교장실”을 홍보하고 교사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창구를 넓혀 학교 경영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있

었다.

박판단 교장의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들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16)로 연결되었다. 박판단 교장은 교사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들이 업무에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학교체육 및 인성교육과 관련된 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임

파워먼트, 특히 자기결정과 같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많이 받았

다고 증언하였다.

우리 학교 업무 결재 체계가 좀 독특하긴 해. 교감 전결 사항도 많고 

전결이지만 실제로는 부장들 선에서 결재가 끝나는 내부문서들이 많

아. 부장교사들의 결재를 존중하는 교장선생님 뜻 때문이지. 박선생 부

16) 자율성 확대, 권한 부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임파워먼트

(empowerment)에 대한 명확한 번역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원어 그대로

를 사용하기로 한다. 실제 많은 교사의 임파워먼트 연구에서도 번역의 한계를 이

유로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추세이다(박내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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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래. 스포츠LG나 스포츠인문전, G리그 예산... 다 평범하지 않은 

기획과 예산인데 모두 오케이 하셨잖아? 

(조친절, 교감, 심층면담)

교장선생님께서 학급 단위 행사를 강조하시다보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

들이 많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교장선생님 의도를 파악하려고 전전

긍긍했을텐데 올해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

요. 학급 단위로 현장학습 계획서를 올려야 해서 제가 실내 암벽등반 

체험하겠다고 결재 올렸더니 정말 현장학습다운 체험활동을 생각해냈

다고 칭찬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결정하는 것들에

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요.

(임미덕, 여교사, 심층면담) 

학교조직은 하위 부서가 결합된 형태의 이완조직이다(진동섭, 2011).

이완조직에서의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의 연결

은 그 자체로 민주적 요소, 도덕적 요소를 강조하는 의사소통 구조에 있

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다(윤정일, 2004). 본 학

교체육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리자의 리더십은 교사들의 프로그

램 실천 동기를 강화시키는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화는 교사-학생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에

따라 학생들은 정규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비교과 신체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했고 교사들의 임무는 학생들이 역할수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번 학교체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아이들은 

훨씬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리그 경기 준비하는 아이들, 친한 친구한테도 옐로

카드를 꺼내는 심판 학생들을 보면서 학급운영의 결정권들을 더 많이 

학생들이 가져가도 되겠구나...

(박선행, 여교사, 인터뷰)

G-리그 상벌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지금까지 심판 학생들이 크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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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칙으로 학생이 다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

었나 보다. 상벌위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선생님 진짜 

우리가 결정해요?” 이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는 중간에도, 마

치고도 아이들은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했다. 2경기 출전 금지라는 학

생위원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정말 그래도 되요?”, “선생님

이 바꾸는거 아니었어요?”...

(준참여관찰, G리그 상벌위원회, 2016년 6월 10일)

학생들은 하나로수업과 G-리그에서 부여 받은 역할과 권한을 주체적

으로 수행하면서 여러 번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자

기 결정, 선택 상황과의 만남은 학생들로 하여금 신중한 판단을 넘어 도

덕적인 판단의 영역까지 고려하게 만들었고 판단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

끼도록 만들었다.

나는 체육수업에서 기록이다. 남들은 쉽게 보는데 기록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거나 실수로 안 적게 되면 큰 일

이 생긴다. (중략) 친구들이 내가 기록한 것을 못 믿을 때가 많다. 특히 

강지윤은 매번 확실하냐고 묻는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평소에 장난도 

심하고 덤벙거려서 그렇다고 했다. 충격이었다. 앞으로는 기록도 더 꼼

꼼히 하고 평소에도 오해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  

(강절제, 남학생, 체육일기)

2경기 출전 금지는 어차피 선생님이 바꾸실 줄 알고 우리가 좀 세게 

결정한 거에요. 우리가 결정한 게 그대로 결과가 될 줄은 몰랐어요. 

(중략) 승준이, 기찬이(상벌위원)랑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이

야기했어요. 특히, 우리랑 친한 애들이 상벌위 왔을 때 일부러 봐주거

나 라이벌 팀 애들한테 일부러 큰 벌을 주지 말자구요.

                                               (이용기, 남학생, 

면담) 

(3) 변곡점이 된 결정적 사건

사회․문화적 변화에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s)이 있다. 결정적 사건은 대중의 잠재되어 있던 의식을 깨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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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연결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한다.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감동을 주고 집단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특히, 리그 중간 시점까지 꼴지를 못

면하던 학급이 준우승을 한 사건과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융

화된 외국인 학생의 사례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학생들에게 미쳤다. 두 사례는 학생 개별적인 인성 함양에 있던

공동체의 관심을 구성원 전체로 전화하게 된 변곡점이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일종의 언더독(underdog) 현상을 연상케 하였

다. 2017년 1학기 G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하나 없던 A학급이

리그 마지막 날 종합점수 2위로 집계되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심지어 5

월초에는 리그 꼴지에 머물렀던 A학급이어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었다.

A학급의 참여 학생은 리그 중반에 잔여경기와 포인트를 계산한 결과 역

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이후 학급이 똘똘 뭉쳐 리그 종목

연습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자윤이가 각 종목 마다 리그 남은 경기 수랑 포인트를 계산하고서는 

우리가 역전 우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친구들

은 가능성 없다고 그랬는데 자윤이가 자신감스택스 출전하는 애들 설

득해서 연습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경기에서 가장 잘하는 3반

을 이겼어요. 그때부터 우리반 애들이 달라졌어요.

(강지혜, 여학생, 심층면담)

저도 내심 포기하고 페어플레이어상이나 응원상을 노리자고 애들에게 

이야기했는데...(중략) 자윤이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한 명이 포기 안

하고 악착같이 친구들 설득하고 연습해서 실지로 이기니까 아이들이 

정말 우승할 수도 있겠다 싶었나 봐요. 학급이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

도 처음 봐요. 흔한 말싸움 한번 안 일어나더라구요.

(이정성, 여교사, 심층면담)

A학급의 G리그 약진은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로 이어졌다. A

학급을 응원하는 다른 학급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리그 경기를 쉽

게 포기하는 사례도 줄어들었다. 특히, 방과 후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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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개방했던 체육관이 학생들로 붐빈 것은 가장 큰 변화였다. 단순히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협동하는 A학급 학생

들의 모습은 도덕적 감화력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문정의: A반 애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반도 저렇게 좀 협동해서 열심

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존중: A반은 딱히 운동 잘하는 애들도 없고 종목 우승은 하나도 없

는데 종합 준우승을 했잖아요. 우리반 애들도 다음 학기에 우

승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김협동: A반을 응원하는 다른 반 애들이 많은 건 A반이 잘해서도 있지

만 매너 있게 경기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해요.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 뛰고 나머지는 목이 터져라 응원

하고 저는 그게 더 부러워요.  

(학생 그룹 인터뷰)

두 번째 사례는 연구 참여 학생 이정직의 이야기이다. 이정직은 남아

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인근 대학에 강사로 근무하게 된 어머니를 따라

2013년 한국에 왔다. 실지로는 또래 보다 두 살이 많지만 정직이는 3학

년으로 입학을 했고, 유난히 큰 키와 덩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 때문에

항상 다른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아이였다. 언어, 음식, 날씨 모두가

낯설었던 정직이에게는 체육과 관련된 또 다른 부적응이 있었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으니까 아이들이 모두가 제가 운동을 엄청 잘한다

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체육보다는 음악이나 미술을 더 

좋아하고 남아공에서도 운동을 많이 안 해봤어요. 3학년 체육시간에 

피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공 던지는 걸 보고 ‘운동 못하는 돼지’라

고 놀렸어요. 저는 피구를 한국 와서 처음 알았는데 잘 할 리가 없잖

아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피구 연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친구들에

게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체육시간 말고는 피구하려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됐어요. 체육시간에는 정말 피구를 좋아하는데 체

육시간 말고는 아무도 피구를 안 해요. 

(이정직, 외국인학생,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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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크니까 친구들이 정직이를 무서워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정

직이가 정말 순해요. 두 살 형이라서 그런지 항상 싸움이 날만한 상황

에도 참고 돌아서요. 막 몸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도 하지 않아요. 

(중략) 지금은 괜찮은데 지난해까지 마음고생이 많았대요. 아이들도 선

생님들도 말이 잘 안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

다볼까봐 참았다고 해요. 

(임미덕, 이정직 담임교사, 심층면담)

누가 봐도 만능 스포츠맨일 것 같은 정직이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고 정직이는 이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체육시간 마다 아프다는 핑계로 양호실에서 쉬거나 체육관 구석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4학년 때는 일부러 학교

운동회 날 결석하기도 했다. 덩치와 다르게 여리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정직이는 체육시간 외에는 학우들과 곧 잘 어울렸고 한국어가 유창해지

면서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사귀어 나갔다.

6학년이 된 정직이에게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다양한 간접체험활동

이 할 수 있는 하나로수업, 키가 크다는 이유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체육

관을 들락거리며 1년 동안 배운 배구 종목이 있는 G리그, 미술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스포츠인문전 등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학교체육 프

로그램 운영은 정직이에겐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다. 2016년 정직이는 체

육시간에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G리그에서는 베스트플레이어 후보가

되었다.

그런데 스포츠인문전에 제출한 정직이의 작품이 스포-필통 방송에 소

개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정직이의 아픔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

다. 정직이가 ‘다문화 셔틀콕’이라는 알록달록한 셔틀콕(그림41 좌)을 제

출하고, 정직이의 동생 정중이가 ‘다문화 배드민턴’이라는 제목으로 사이

펜화(그림41 우)를 스포츠인문전에 제출하였는데 ‘다문화’를 주제로 했다

는 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교 방송부가 작품을 만

든 이유를 인터뷰하면서 정직이가 과거 다른 피부색과 서투른 한국어 때

문에 힘들었던 사연을 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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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직이와 정중이의 스포츠인문전 작품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도 많고 엄마, 아빠 중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인 

학생도 많아요. 외국인이라서 키가 클 수는 있지만 스포츠를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국어시간에 토론은 안되지만 체

육시간에 스포츠는 한국말을 못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요. 

피부색이 달라도 스포츠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직으로 셔틀콕 깃털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어요.

(이정직, 외국인학생, 스포-필통 방송 中)

바른초등학교는 인근 대학에서 근무하거나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

녀 6명과 다문화가정 5명의 학생이 있다. 이는 바른초등학교가 있는 J시

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대부분, 정직이와 부적응의 내용은 다르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지원 상담

센터의 주 상담 대상에 이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란, 파키스

탄, 인도, 남아공, 튀니지 국적도 다양하고 학생들의 종교도, 가정에서의

문화도 너무나 달라 상담교사와 다문화교육 담당 선생님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직이의 작품과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이후에 과거

정직이의 모습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고 아

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무언의 사과와 반성이 학생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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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갔다.

나는 정직이랑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정직이가 처음 전학 온 날 기

억이 생생하다. (중략) 나도 그 때 정직이를 놀렸을까? 기억이 나지 않

는다. 내일 가서 사과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것도 좀 웃긴 것 같다.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우울하다.

(김책임, 여학생, 체육일기)

오늘 아침 방송에 정직이 형의 스포츠인문전 작품이 나왔다. 다문화 

셔틀콕이 뭔 말인지 아리송했는데 정직이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해가 됐다. (중략) 형식이는 이란 사람인데 급식을 안 먹고 도시락을 

먹는다. 정직이 형처럼 놀림을 받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은따[은근한 따

돌림]를 당하고 있다. 정직이 형처럼 형식이도 많이 울었을까? (중략) 

내일 은규랑 지한이 보고 형식이랑 같이 펜싱수업 가자고 해야겠다.

(강절제, 남학생, 체육일기)

연구 참여 교사들은 정직이의 사연이 학생들의 도덕적 공감능력을 끌

어올렸다고 생각하였다. 직접적인 개연성을 설명할 순 없지만 학생들의

인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 전체에게 공유되는 도덕적 분위기가 형성되

었다고 말한다. 교과서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 바로 옆 친구의 사례

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도덕적 감화자료로 작용한 것이다.

학생들 일기장을 보고 교사의 열 마디 훈계보다 친구의 눈물이 더 훌

륭한 인성교육이 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직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아이들 변화가 놀라워요. 남학생, 여학생 서로 으르렁 거리는 것도 없

고 따돌림도 덜한 것 같아요. 학년 연구실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 우리 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정성, 여교사, 심층면담)

공동체 수준에서 도덕적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암

묵적이고 잠재적인 형태였다는 것이다. 언더독 효과는 약속된 현상이 아

니다. 언더독 학급의 열정을 목도한 학생들 사이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이 생겨났고 학생들은 끈기와 협동을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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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천하게 된 것이다. 후자 정직이의 사례도 마찬가지, 정직이의 내러

티브로 인한 도덕적 감동이 이끈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인식,

자기 성찰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우르르 몰려가 정직이에게

사과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반성한 것도 아니다. 암

묵적인 방식으로 지극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형태로 공유되었지만 집단

적인 반성과 성찰이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마음속에 더 크게 울려

퍼지듯, 공동체적 인성이란 가시적인 것보다 비가시적이고 암묵적인 형

태로 공유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의 일면(一面)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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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해 요인 및 해결 전략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지만 프로그

램의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부

정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교

육과 업무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감과 반감, 둘째, 형식주의적 업

무 체계 및 외부 인적 자원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학교조직의 관료적 속

성, 셋째,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특성이 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하

는 요인인 동시에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1)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감과 반감

전통적인 학교조직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한다. 관료조직 특유의 안

정적 업무 분위기, 관습에 대한 암묵적 동의, 그리고 기존 매뉴얼에 대한

두터운 신뢰는 학교를 가장 변화하기 힘든 조직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김

인희, 2007; Fullan, 2001). 여기에 교사들 사이에 만연한 교육과 업무를

구분하는 관습적 사고는 교육과 업무에서의 변혁마저 배타적 관계로 취

급하게 만든다. “교실혁신을 위해 교사 업무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교육과 업무에 대한 이

분법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학교에서의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 없다. 교

육혁신에는 부차적인 업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물구나무를 서서 다시

교사들의 주장을 바라보면, 교사 교육적 업무의 증가 없이는 교실 혁신

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업방식과 프로그램의 적

용이란 준비, 운영, 평가 과정 모두에 있어 교사의 노력과 수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필연적

으로 업무를 증가시키고 교사들은 이것을 반기지 않는다. 교사들의 태도

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공동체 내 변혁적 시도에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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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특히 교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함이

다.

교직원 회의 시간이 참 불편하다. 몇 선생님들의 못마땅한 시선을 감

내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해오던 학교체육, 

인성교육이 복직한 한 명의 체육전담교사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었으니 

그 마음도 이해할 법도 하다. 

(현장일지, 2016년 5월 23일)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에서 잠시 엿볼 수 있었듯이 본 프로그램은 시

작부터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교사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었기에 교사들의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을 겪어야

만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시각은

크게 ‘부담감’과 ‘반감’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박샘 왜 사서 고생이야? 우리 학교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상

위권 입상하고 탁구부는 3년째 경남 1위야. 교육과정 평가 결과 보면 

학생들 체육수업 만족도도 높아. 뭐가 문제야? (중략) 더 잘 해보려는 

담당자 마음은 알겠는데 담임 선생님들도 생각해야지. 

(현장일지, 체육인성부장교사와의 대화, 2016년 3월 18일)

박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론이랑 현장

은 달라요. 선생님이 공부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다 맞아떨어지고 효과

를 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 학교 환경과 사정에 맞게 꾸

준히 바뀌어서 자리 잡은 학교체육 운영 방식을 왜 바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현장일지, 동료교사와의 대화, 2016년 2월 26일)

위 현장일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두 명의 동료교사와의 대화는 프로그

램 운영 기간 내내 연구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사서 고생’,

‘긁어 부스럼’이란 표현은 교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지치거나 학교폭력

사건 등 프로그램 목표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에 반하는 이슈들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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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마다 때론 메신저로, 때론 육성으로 연구자를 괴롭혀왔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담임교사들에게 가중된 교육적 업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연구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임미덕: 저는 프로그램 초기에 G-리그 경기 학생들과 함께 보고 반성

의 시간 갖는 것이 너무 귀찮았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제일 

큰 목소리로 응원하지만요. (중략) 그리고 교사들 신체활동 시

간은 의도는 좋지만 운동 못하는 교사들은 싫어했을 것 같아

요. 

최주경: 저는 경력이 많지 않아서 아직도 아침 시간이 분주해요.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날 아침에 우리반 G-리그 경기가 있

는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성: 전 체육수업이 힘들었어요. 새로 접하는 모형인데다가 물론 자

료가 공유되어 편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전 체육시간 보다 제

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사 그룹 인터뷰) 

교과활동과 비교과 신체활동에서 이전에 실천하지 않았던 활동들이

추가되고 교사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인성교육 연수 등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들은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예전보다 많이 소모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 학위논문 연구 사례라는 프로그램 정체성에 의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도가 훼손되기도 했다.

체육전담교사가 근무한 모든 학교에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학교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한 기억이 없는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그냥 박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처럼 보였어요.

(김현명, 여교사, 인터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과정을 밟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제법 

있다. 나의 박사학위논문 아웃풋이 좋으려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야한다고 걱정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멘트가 괜스레 부담스럽고 미안하

다. 이 프로그램을 사례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겠다고 처음부터 밝혔지

만 밝히기 전과 후의 미묘한 온도차는 아직도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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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일지, 2016년 11월 18일) 

(2) 학교조직의 관료적 속성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군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유행가 ‘네모의 꿈’(화이트,1996년) 中에서

학교의 경직된 분위기를 잘 표현한 유행가가 있다. ‘네모의 꿈’이란 이

노래는 학교, 교실, 칠판, 책상, 책가방, 책의 네모난 외형을 반복적으로

읊으면서 투박하고 완고한 전통적 학교의 모습을 비꼬고 있다. 학교와

그 부속물들이 네모난 것은 비단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모난 외형

에 담겨 있는 내용마저 네모나다. 네모난 시간표에는 개별 교과 중심으

로 운영되어 통합교육을 방해 받는 문제점이 숨어 있고, 교무실의 네모

난 탁자 배열은 교육업무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적 업

무 분장 체계를 상징한다. 특히, 칼로 무 자르듯 엄밀하게 구분해놓은 부

서조직과 업무 분장은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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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인성부장 선생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다.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기

도 한다. “학교체육에서 기획한 거니까 이 공문은 박선생이 해주세요.”

(현장일지, 2016년 5월 23일)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 초기, 결재된 학교체육 운영 계획 내부결재

공문이 공람된 이후 연구자는 업무메신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

다. 바뀐 내용이 많으니 안내 연수를 해달라는 점잖은 요구부터 담임교

사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니 수정해달라는 비난 섞인 요구도 있었

다.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는 보수적인 학교문화에 익숙한 일부 교원들은

급변한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의 불만

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학교체육이라는 특정 업무에서 인성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업무 영역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해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교사A: 우리학교는 칭찬교육이다 뭐다 해서 학생들에게 이미 많은 인

성교육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굳이 학교체육에서 이렇게

까지 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B: 예산도 그래요. 이걸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어느 업무에 배정된 

예산으로 해야 할지 의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사C: 예산은 의논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부서 간에 너

무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거에요.

(현장일지, 교직원회의, 2016년 3월 15일)

학교조직의 관료성은 명확한 역할분담을 유도하지만 학교에서의 업무

란 칼로 무 자르듯 쉬이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다. 더욱 인성교육과 같이

모든 교과, 모든 업무에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의 업무는 더욱 그렇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상급기간의 지침과

공문은 단위학교로 하여금 인성교육을 관장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게

끔 만들었다. 참여 교사들은 인성교육이 특정 업무로 취급되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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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활동 업무 전반에 있어 인성교육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지나친 인성에 대한 강

조와 인성교육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특정 업무를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

오히려 인성교육이 위축되는 역설적인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 아웃소싱(outsourcing)은 더 이상 기업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기업처럼 규모가 성장한 학교교육에서도 수탁경쟁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유도하고자하는 아웃소싱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으며 학교체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정현우 등, 2015). 최근 활성화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는 지역 통합체육회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학

교로 배정하는 형식의 사업으로 방과후학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학교교육

에서의 아웃소싱이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교원의 전문성 한계를 극

복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 시도된 아

웃소싱은 기대와는 달리 강사로 채용된 인력의 전문성 및 인성을 담보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 운영 나아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현명: 방과후 축구 선생님이 요구대로 해주질 않아요. 분명 학생들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지도 내용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

데도 작년 운영 계획안 그대로 제출했어요.  

연구자: 아이들 수업평가는 어때요?

김현명: 다른 방과후수업과 비교해서 낮은 건 아닌데 언행이 좀 거친

가 봐요. 수강 학생이랑 학부모들 몇 명이 평가 의견에 적어 

냈어요.

(교사 그룹 인터뷰)

강절제: 방과후수업 때는 체육수업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축구쌤이 

좀 무서워서 애들이 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게임도 잘 하

는 애들이 다 주도하고 이길려고 반칙도 많이 써요. 

이용기: 토요일 배드민턴 수업에서는 배려 이런 거 없어요. 토너먼트 

게임해서 이긴 팀은 집으로 가고 나머지가 셔틀콕 정리해야 

해요. 정리하기 싫으면 무조건 이겨야 해요. 

(학생 그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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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초등학교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포괄적 접근은 학교체

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서 포괄적이다. 방과후학교나 신나는 주말생활체

육학교 역시 학교체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

는 목표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가 운영되고 매

달 인성교육 연수를 받는 교원들과 달리 학교 밖 인력자원인 방과후학교

강사,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들은 인성교육 관련 전문성을 신장

하거나 수업을 피드백 받을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지로 2016년 두 명의 강사들은 2학기를 시작하며 본 학교체육 프로

그램에 대한 설명을 안내받은 것 외에 바른초등학교 학교체육에 대한 추

가적인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다. 또한, 인성교육 관련 내용을 계획안

에 첨부해달라는 담당자의 요청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7년 바른초등학교는 지원자격에 ‘축구를 통한 인성 지도 계획 및 실

천이 가능한 자’의 조항을 추가하여 방과후학교 축구 강사 채용 공고를

내어 강사를 교체하였지만 계획서에 협동, 성실과 같은 덕목이 비고란에

적혀져 있을 뿐 인성교육을 위한 전략이 담긴 계획과 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탁구로 종목을 바꾸어 본 학

교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내부인력인 바른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교사들의 학교체육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외부인력 자원관리의

한계가 많이 지적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밖의 인

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

책 역시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하였다.

김현명: 저도 방과후학교 축구랑 토요스포츠데이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아니잖아요. 인성교

육에 대한 전문성도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 프로그램을 설명할 

시간조차 마련하기 힘든데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민존양: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그만큼 무서운 거야. 학교 안에서 아

무리 인성교육에 열의를 쏟아도 가정이나 학원에서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면 도로아미타불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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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룹 인터뷰)

체육수업부터 틈새체육활동까지 인성교육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하려

고 애를 썼는데 방과후수업과 주말생활체육학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다. 머리 쥐어 짜낸 것이 연간 운영계획안에 인성교육을 반영하는 것

인데 실천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아니 솔직히 실천되고 있는지 매번 

관찰할 자신도 없다. 방과후는 일주일에 두 번, 생활체육학교는 일주일

에 고작 한번이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윗돌을 깨듯 여기서 잘 못 

배운 인성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까 두렵다.

(현장일지, 2016년 11월 25일) 

문화는 동질적 문화와 교류하고 이질적 문화와 충돌하는 반복과정을

통해 자리 잡는다(김종두, 2010). 그래서 인성 중심의 학교풍토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질적인 사례의 등장은 더욱 위험하다. 주

지하듯, 인성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사람이다. 교육자건 피교육

자건 그 중요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본 연

구에서 사람은 긍정적인 요인이면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

우리는 문화의 변화를 급격하게 체감하지만 문화는 존재하는 어떤 행

동양식보다 느리게 조성된다(Hofstede et al., 2010). 최근 실시되고 있는

혁신학교사업 정책은 학교혁신을 학교문화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보

수성이 강한 학교조직의 교육혁신이 쉽지 않다는 전제로 전면적인 프로

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개혁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영욱, 2015).

혁신학교의 모델이 된 남한산초등학교는 마치 대안학교처럼 학교혁신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함께 전입하여 모든 교실에서 혁신을 위한 교

실문화 조성을 시도하였다. 각양각색의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모인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문화 조성은 매우 어려운 숨은그림찾기와 같은 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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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프로그램 역시 출발부터 학교문화 조성의 어려

움을 예상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조친절(교감):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거 같은데... 혁신학교 교육목표 같

아. 1-2년 가지고도 힘들어.

교사A: 인성친화적, 인성중심, 인성강조 그거 교육과정 목표 쓸 때 노

상 똑같이 쓰는 표현 아닌가? 그게 문서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에요?

교사B: 일단 목표는 높게 잡아야죠. 그래야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는 안

되더라도 반인성적 학교문화는 없앨 거 아니에요.

(참여관찰, 학교교육과정 워크샵)

교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목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실제적인 목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는 비가시적이므로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

여 교사들에게 이 두 가지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생중심교육과정, 전인교육은 항상 학교교육에서 강조되고 실천되는 

것인데 여전히 목표로 두잖아요. 교사중심의 수업이 학생중심으로 바

뀌고 성취도 위주의 교육이 전인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전 생각해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신선하지만 한 두 해 하다보면 진부해

질 수 있어요. 결국 교사나 학생이나 목표를 의식하지 않고 실천만 하

게 되는 거죠.

(김근언, 여교사, 심층면담)

박선행: 전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성이라든지 문

화라든지 이런 목표가 사실 와 닿지 않아요. 

최주경: 뭐 큰 목표, 작은 목표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크게 나쁘진 않은

데 다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런 생

각들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면 의지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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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존양: 안 보이는 목표가 왜 위험하냐면 중간 점검이 어렵다는 거야.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눈에 바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화

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

(교사 그룹 인터뷰)

이러한 문화의 느린 조성 속도와 비가시적 특징으로 인해 일부 교사

들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문서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상용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사로서 체감되는 목표도, 의무감을 가질

목표도 아닌 그저 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레토릭(rhetoric)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반대급부로 아래 연구 참여 교사 임수정의 면담

내용처럼 교육의 본질 자체가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비단 본

학교체육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교사

들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을 형

성하게 만들었다.

굳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란 것이 원래 보이지도 않고 쉽게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학생들에게 변화가 안 보인다고 교육이 안 된 것도 아니고, 학생이 변

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이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인교육이 실천되든 안 되든, 목적이 달성되었건 아니건 계속해서 학

교교육의 목표로 삼는 거라 생각해요. 학교체육 역시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가 빨리 자리 잡더라도 계속 가져가야할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달성까지 속도가 느리다고 목표 달성 정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천하

지 않는다는 건 그냥 교육을 하기 싫다는 거에요.

(임수정, 여교사, 심층면담)

(4) 결자해지 방식의 해결전략

CSPAP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저해 요인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

었다. 지속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목표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서는 저해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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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연구자가 선택한 저해 요인에 대한 해결전략은 결자해지(結者解

之)의 방식이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한 요인이니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리

더이자 조력자인 연구자가 스스로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도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자의 구체적인 전략은 준비과정에서 실시한 조각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면서 참여 교사들과 의사소통을 자주 갖는 것이었다. 친화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고 프로그램이 가진 교육적

의도와 유익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하나로수업이나 학교스

포츠클럽리그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개인적 친분과 도움에 의해 마음의 문을 열고 프로그

램이 교육적 유용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전 모든 교육활동에는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

포츠강사 정책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좋은 의도도 있는 반면에 정치적 

의도도 있잖아요. 선생님과 친해지고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면서, 우리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장점 그리고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추

진한 선한 의도가 프로그램 단점과 악한 의도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게 아닐까요?

(임수정, 여교사, 인터뷰)

선생님[연구자]이 늘 빈손으로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읽는스포츠, 

보는스포츠 목록, 체육수업 자료, 교사로서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 

들...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저런 도움을 받다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박선행, 여교사, 인터뷰)

비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모든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점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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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유익을 설

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모든 경우에서

그렇지는 않았다. 특히, 두 번째 저해 요인인 특정 교과 및 업무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본 CSPAP

가 타 교과와 명확히 분리되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논

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주효했다. 학교체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만의 논리는 운동을 싫어

하거나 운동기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하고 있었다. 신체활동에 관심이 없고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교과 간의 균형 잡힌 인성교육’의 모습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교과융합적 활동, 통합적 활동에 우호적인 학생들의 반응

이 확인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본 CSPAP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

이 분별적이었더라면, 학생들은 통합적인 시각에서 체험활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연계수업, 스포츠인문전, 스포츠LG 등의

프로그램을 체육 중심의 인성교육이라는 인상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설명하였다.

그럼 운동 싫어하는 아이들은 인성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포츠인문전 행사할 때 보니 제가 착각했구나 

싶더라구요. 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스포츠에서 경험한 인성을 표현

하는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하고 체육이라는 거부감을 가지는 애들이 

없었어요. 내용이 스포츠에서의 인성이지 방법도 꼭 체육이란 법은 없

는데 그 생각을 학년 초에는 못했어요.

(김현명, 여교사, 심층면담)

칭찬교육 행사는 표어, 포스터 2개[분야] 밖에 없는데 스포츠인문전은 

저처럼 사진 동영상 편집한 것도 낼 수 있고 일기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을 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강지혜, 여학생, 심층면담)

프로그램의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결자해지의 방식이 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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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마저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복잡한

퍼즐처럼 시간에 지치고, 어려운 숨은그림찾기처럼 보이지 않는 답답함

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CSPAP가 갖는 교육적 정당성, 효과 등

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과정은 교사들의 실천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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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SPAP)의 개발 내용, 운영

과정, 효과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논리적 구조로 연결하여 연구결과

가 갖는 학문적, 실천적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해보았다.

종합 논의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문제 1, 2번인 CSPAP의 개발내용과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적 함의

를 논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3, 4번인 프로그램 효과와 영향요인을 토대

로 학생들의 인성 및 공동체 도덕성 변화를 포함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정을 해석하였다. 셋째,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CSPAP가 제공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학교체육 프로그램인 본 CSPAP

가 인성교육 효과를 넘어 학교문화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해 논의하였다.

1. CSPAP의 구성과 운영 과정의 교육적 의미

본 연구에서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국가의

CSPAP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도출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성교육의 포

괄적 접근 모형(정창우, 2015)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CSPAP의

구성 체계와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

다.

첫째, CSPAP는 top-down 방식의 학교체육 프로그램 구성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하였듯이 기존의 국내 학교체육 프

로그램 연구들은 학교체육의 통합적인 측면 보다는 정규체육수업의 질적

제고 또는 스포츠클럽과 같은 개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

기 위해 분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체육의 유기적, 통합적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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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정책 연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분리적, 해체적 관점이 우세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이 학교체육을 실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구 규모 측면에서 연구 수행의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그동안 단

위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체육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

적인 그림을 학교행정가와 실천가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자연스럽게

학교체육의 운영 역시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가 작

성하여 매년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학교체육 운영 가이드인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적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

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그렇다보니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언만 담고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

램에서 출발하는 bottom-up식의 학교체육 운영과 연구는 일종의 가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개별 프로그램들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면

학교체육 운영 자체도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는 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이다.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를 동일시하고 부

분이 옳으면 전체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는 top-down식의 학

교체육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다. 이전과 반대로, ‘학교체육을

잘 운영하려면 하위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이 질문에 적합한 한 가지 답변으

로 주요 국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SPAP)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된 목적 및 목표, 덕목을 두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하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학교체육에서

의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참여 학

생들은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덕목을 함양할

수 있었다. 정규체육수업인 하나로수업에서 익힌 덕목을 같은 종목의 학

교스포츠클럽리그 경기에서 실천할 수 있거나, 반대로 정규체육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체활동과 덕목을 비교과 신체활동에서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는 CSPAP가 단순히 프로그램 확장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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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학교체육의 목표 또는

본 연구와 같이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위 프로그램들을 구성했을 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CSPAP는 학생의 체지심(體智心) 모두에

관여하는 통합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의 CSPAP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외국의 CSPAP 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신체활동 시간의 증가에 있다. 호주(Smart Moves)의 경우 신체활동 기

회 증가와 수준의 제고를 통해 ‘학생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

강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Moving Schools)은 ‘건강한 개

인, 학교, 국가의 완성’, 미국(Let’s Move! Active Schools)은 ‘CDC의 신

체활동 권장사항 성취’로 매우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풍기고

있다. ‘활동적인 학교공동체 조성’(아일랜드 Active School Flag, 스위스

Activity-Friendly Schools), ‘유쾌한 학교생활’(핀란드, Finnish Schools

on the Move) 등 건강한 학교풍토와 관련된 목표를 내세우는 프로그램

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시간 확보에 초점이 있

고 신체활동과 학교풍토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설정하지 못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외국의 CSPAP가 개인의 신체에 주목하고 신체활동 시간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는 것 CSPAP의 개발 배경이 유청소년부터 국가

주도 아래 건강을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Brusseau & Hannon, 2015).

그러나 교육학적(pedagogical) 관점에서 주요 국가의 CSPAP의 내용

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을 통한 지적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함께 목표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학교체육에도 존재한

다. 우리나라 학교체육은 체(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개발된 본 CSPAP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학생

의 체지심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위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다. 그리고 학생의 체지심에 모두 관여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활

용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인문적 체육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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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정규체육수업은 전인적 성장을 강조하는 하나

로수업모형을 기반으로 실천되었다. 학생들은 하나로수업의 다양한 직간

접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쌓고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인성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인의예지 코스의 사제동행 가로수길

걷기 등 비교과 신체활동 역시 인성적 교육 목표를 고려하여 구성되었

다. 스포츠 관련 도서가 즐비한 스포츠라이브러리는 학생들이 경험한 신

체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였으며, 스포츠

갤러리에서 감상한 인성 주제의 스포츠 회화, 스포츠 영화는 학생들의

지적, 심적 교양을 길러주는 보완적 역할을 하였다.

시간적 제약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학교스포츠클럽 등 비교과 신체

활동은 기능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펼쳐지는 모든

신체활동이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운영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능 중심

의 신체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는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성을 길

러줄 수 있는 정규체육수업이 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다

양한 간접체험활동이 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환경을 구

성한다면 체지심이 균형 잡힌 학교체육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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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과정과 영향 요인에 대

한 해석

본 CSPAP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이끄는 인

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학교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접근방식으로 Schoen과 Teddlie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문화 모

델(2008)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전문적 지향’(Professional Orientation),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학습환경의 질’(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생 중심 교육’(Student-Centered Focus)의 4

가지 차원의 복합체를 학교문화의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Schoen

과 Teddlie(2008)의 연구가 갖는 학문적 효용은 학교문화의 개념을 구체

화함으로써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가

능하게 한 점이다. ‘학교문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4가지 하위차원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전체 학교문화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물론, 그 동안 학교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수학생

문화, 교직원문화, 학부모문화 등 하위문화를 분석하거나 학교문화의 반

영체로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연구, 수업문화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병준 등, 2016; Hargreaves, 1995). 이러한 연구들과 Schoen과

Teddlie(2008)의 학교문화 모델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4가지 하위차

원이 교사, 학생, 관리자, 학부모와 연결되어 복합체로서 학교문화의 성

격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학교문화 모델이 학교

문화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인가?’ 역시 4가지 하위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이 모델을 프레임워크로 결정한 근거였다.

연구자는 이 4가지 차원을 이론적 틀로 정하고 프로그램의 세부목표

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결과로 밝혔다. 논의에

서는 먼저 4가지 차원에서 CSPAP의 운영효과를 중심으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수준을 판단하고,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정과 영향

요인이 제공하는 교육적 함의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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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
CSPAP 운영 효과

직접 연결 간접 연결

1

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따뜻

한 소속감을 주는 교육활동(CEP, 2010; 

Watson, 2008)

④ 도덕적 주체로서

의 체험

③ 다양한 체험으로 

내면화 되는 인성

2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활동 참여와 교

사의 지지(CEP, 2010; Lickona, 1996 

등)

④ 도덕적 주체로서

의 체험

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③ 다양한 체험으로 

내면화 되는 인성

3

온화하고 수용적이며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교사(Solomon, 2002; Watson, 

2008)

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4

토론 등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의 강조(Berkowiz et al., 2008; CDP, 

1989)

②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

5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Narvarez, 2010; Watson, 

2008)

②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

6
좋은 사람이 되고자하는 공동체적 열망

(CEP, 2010)

③ 다양한 체험으로 

내면화 되는 인성

7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증진

시키는 교육과정(Navarez, 2011)

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표 35.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에 따른 CSPAP 운영 효과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된 CSPAP 운영효과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의 근거를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론적 배

경에서 인성친화적 교실 및 학교풍토 연구 고찰 결과를 중심으로 인성친

화적 학교문화 지표를 도출하였다. 다음 <표 35>는 4가지 학교문화 하

위차원에 따른 본 CSPAP 운영효과를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본 CSPAP의 4가지 운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의

모습과 관련 맺고 있었다.

첫째,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효과는 ‘온화하고 수용적이며 모델



- 229 -

링의 대상이 되는 교사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으며, 교사가 교육

과정과 교육활동을 수립 및 운영하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교육활동 참여와 교사의 지지’와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하

고 증진시키는 교육과정’의 지표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하위프로그램 중

교내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 교사 참여 신체활동, 인성교육 연수 강화 등

교사 참여(staff involvement) 프로그램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풍토의 조성은 ‘토론 등과 같은 민주적 의

사결정 절차의 강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에서의 학생과 교사의 조율과정, 교육활동과 업무에서 과정과 결과 사이

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연구 참여 교사의 모습 등은 연구 참여 학

교가 배려와 지지의 풍토와 함께 민주적이고 과정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

는 공동체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내면화된 학생들의 인성은 ‘좋은 사람이 되

고자하는 공동체적 열망’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학교문화의 하위 차원

중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열중하는 지적 가치를 드러내는 ‘학습환경의

질’(Schoen & Teddlie, 2008)과 관련된 것이다. 본 CSPAP 하위 프로그

램 속 다양한 직간접 체험을 통해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인성을 반복하여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 사이

에 인성 함양의 필요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CSPAP 속에서의 다양한 체험으로 인한 인성의 내면화는

‘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따뜻한 소속감을 주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활동 참여와 교사의 지지’와도 부분적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넷째, 강화된 도덕적 주체로서의 체험은 ‘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따뜻한 소속감을 주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교육활동

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와 1인

1운동친구 등 신체활동 맥락에서의 상호학습 기회는 학생들을 학습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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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넘어 도덕적 주체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교육활동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하였고, 교육활동 속에서 다양한 역

할을 부여 받아 도덕적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장면에 자주

노출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인성 함양에 대한 인

식을 갖고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상의 학교문화의 하위차원을 프레임워크로 분석된 4가지 CSPAP

운영 효과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와의 상관관계는 학생 차원에서는

도덕적 주체 경험, 교사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학교조직 차원에서

는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인성을 내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구성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본 CSPAP 운영으로 인해 연구 참여 학교가 완

전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필수요소들을 충족해 나감으로써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에 근접해가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홍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족발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미더덕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지나친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다

막걸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무리와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못하든, 싫어하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들과 굶주린 아이의 슬픔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의 햅쌀과 묵은 쌀의 맛에 대해

피 튀기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다르지만 

결국 사람이다

하나가 될 순 없지만

하나일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똑같이 가을을 사랑하고

우리는 똑같이 인생을 애증하고

우리는 똑같이 눈물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단순해지자

인정하고 안아주자

끌어안고 스르르 서로에게 녹아들자

결국은 사람이다

너니까 나이고

너니까 사랑이고

너니까 다시 또 하나이다

< 김이율(2015) ‘결국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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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위 시는 공동체 테두리 안의 사람들이 서

로 다른 성향과 생각을 지니고 있어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 같은 사람이기에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무엇을 가지며 정(情)을 매

개로 하나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사람이다’는 인성친화

적 학교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

장이다. 본 연구결과가 CSPAP의 효율적 운영과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사람’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각 3가지 촉

진 요인과 저해 요인이 도출되었다. 촉진 요인으로는 포괄적 프로그램

전략,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화, 결정적 사건이 있었고 저해 요인으로

는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감과 반감, 학교조직의 관료적 속성, 만

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프로그램

자체 요인에 가까운 포괄적 프로그램 전략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과

관련된 인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학교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수직적이던

학교장과 교사, 교사의 학생의 관계가 수평선상에서 놓이고 리더십과 임

파워먼트가 조화롭게 작용한 점은 교사들의 프로그램 실천의지를 강화시

키고 요인 그 자체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반면, 저해 요인은 학교문화 연구에서 학교 구성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

치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프로그램 운영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않은 문제점은 구성원들의 부담감과 반감을 가져왔고,

형식주의적 학교업무 체계의 부정적 측면을 강화시켰다. 또, 공동체의 잠

재적 의식을 깨워 행동으로 점화시키는 결정적 사건, 느리고 보이지 않

는 문화의 특징 역시 모두 문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 문화의 속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사람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친구의 사연에

학생들이 도덕적 공감을 갖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를 위해 프로그램을 인내하며 운영한 교사들의 모습은 결국 교육이란 사

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상의 CSPAP를 통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과정과 영향 요인

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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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SPAP를 통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과정과 영향 요인

교사 체육수업 및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 조성

다양한 직간접 체험을

통한 인성의 내면화

도덕적 주체로서의 체험 강화

�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감

� 학교조직의 관료적 속성

�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

� 포괄적 프로그램 전략

�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화

� 변곡점 역할의 결정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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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PAP의 사회생태학적 특징과 시사점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

기 위한 사회생태학적 접근은 학습과정 및 평가의 초점과 대상을 학생

개인에서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환경과 생태계로 확장시키도록 만들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생태학적 접근에서 개발되어지고 있고, 교육

과정 역시 개인과 환경 모두의 요구를 분석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 내에

서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지향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있다.

CSPAP는 사회생태학적 접근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에 잘 부합한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연구들(Heise et al., 1998, 1999; Sallis et al., 2006 등)에서 조금씩 다른

단계 수준과 세부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크게 개인은 대인(micro-),

기관(messo-), 지역사회(exo-), 공공정책(macro-system)의 4가지 수준으

로 압축될 수 있다(Carson et al., 2014). 다시 말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 4가지 수준에 해당되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각 수준이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끄는 환경으로 제 역할을 할 때 신체활동의 참여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CSPAP의 개발 및 운영과정은 CSPAP가 학생 개

인의 상태, 가정 및 학급의 특징, 지역사회 신체활동 인프라, 그리고 정

부기관 정책의 면밀한 분석 아래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자가 수행한 기초 분석 결과

는 본 CSPAP의 하위 프로그램 개발에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그림0

참조).

첫째, 대인 및 가정환경 수준(micro-system)에서 연구 참여 학교인

바른초등학교는 재학생의 대부분이 학교 앞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여 이

웃사촌인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공

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학구(學區)

특징은 학교의 가용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하위 프로그램의 개발

과 문화적 관점의 학교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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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과 시간 전중후로 운영된 다양한 비교과 신체활동, 방과 후 체육

관 개방, 1인 1체육친구 만들기 등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환경

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학교체육 소식지인 스포필통을 발간하여

가정으로 송부한 아이디어와 학부모들에게 저녁시간 학교체육관을 생활

체육 공간으로 제공한 점 역시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신체활동과 이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고, 생활체육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

도록 배려한 조처였다.

둘째, 기관(messo-system) 수준에서는 정규체육수업 3시간을 체육전

담교사와 담임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수업 배분 방식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틈새체육활동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프로그램을 활

용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 실정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단위

학교 학교체육 운영 상황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CSPAP의

진행과 동시에 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나아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로 이어졌다. 연구결

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교사 참여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교사 인성교육

연수와 바로미팔로미의 활발한 활동이 이러한 학교 환경 분석에서 출발

한 것이다.

셋째, 재능기부 프로그램 및 지역 통합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과의 연계 활동은 지역사회 수준(exo-system)에서 활용 가능한 체육 인

프라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바른초등학교의 방과후 펜싱클럽은 인근 중

고등학교에 소속된 펜싱 학생선수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었다. 또한, 지

역 통합체육회가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문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하

는 스포츠클럽을 조사하여 관심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연결시켜 방과

후 또는 주말 신체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공정책 수준(macro-system)에서 각종 학교체육 정책 및 시도

교육청 학교체육 지원사업과 상위기관의 인성교육 관련 시행계획을 면밀

히 검토함으로써 CSPAP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단위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게 지원되

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선정 사업과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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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스포츠로 인성을 기르는 G-리그와

교내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인 바로미팔로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CSPAP 개발 및 운영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한다면 학생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쉽다. 전체

학생 개개인의 체력 및 운동기능 수준과 인성 지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개인적 성향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공개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통계 결과를 통

해 전반적인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고, 직전학기 체육수행평가 결

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열람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CSPAP 개발 연구

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학생의 지식, 기능, 성향, 요구 등을 분석하여 대

인-기관-지역사회-공공정책 수준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43>은 CSPAP 개발을 위한 사회생태학적 조사를 모듈 형태로 정

리한 것이다.

개인

(individual)
대인

(interpersonal)
학교

(organizational)

지역사회

(community)

공공정책

(public policy)

� 체력수준

� 운동기능

� 선호종목

� 생활태도

� 가정환경

� 또래관계

� 학부모 요구

� 교육과정

� 업무구조

� 기존 프로

그램

� 학교풍토

� 신 체 활 동 

인프라

� 통합체육회 

운영 스포

츠클럽

� 지역기관

   추진사업

� 학교체육 및 

인 성 교 육  

진흥법

� 학교체육 및 

인 성 교 육  

정책

� 정부지원사업

그림 43. CSPAP 개발을 위한 사회생태학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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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PAP를 통한 학교혁신의 가능성

CSPAP의 정체성은 명확히 학교체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

교체육의 인성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며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목적 아래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신체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

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생활습관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선 세 번째 논의에서는 CSPAP가 인성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

논의에서는 CSPAP가 학교혁신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논해보고자 한다.

학교변혁, 즉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두고 학교개혁(school reform), 학

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 학교 개선(school improvement) 등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학교 혁신(school innovation)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박상완, 2009). 인천광역시 교육청(2015)은 ‘2016 학

교혁신 종합계획’에서 학교혁신을 ‘단위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시스템 속에서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문제 진단과 과

제수립,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형성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교

육 문화운동’이라고 정의내리고 ‘행복배움학교’라는 이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혁신문화의 영역을 학교운영혁신, 생활교육

혁신, 교육과정혁신, 교사문화혁신으로 구분하고 세부 지표를 각각의 하

위요소를 제시하고 있다(이미숙, 박주형, 김종민, 조수연, 2016).

주목할 점은 학교 혁신문화의 지표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의 지표와

상당부분 일치하며, 본 CSPAP의 운영 효과 역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학교혁신의 지표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지표 사이

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민주적 절차’와 ‘배려와 지지의 협력적 공동체 문

화’라는 공통분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rkowitz 등

(2008)은 학교조직에서의 교육활동과 업무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

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이라고 말한다. 즉, 민주적 태도와 시민적 덕과 역

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문화가 곧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라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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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Narvarez(2010)와 Lickona(1996)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

다.

<그림 44>는 본 CSPAP의 운영효과와 학교혁신의 영역 및 지표와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Schoen과 Teddlie(2008)가 제시한 학교문화의

하위차원에 따라 도출된 본 CSPAP의 운영효과는 학교혁신의 영역 및

세부 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 신장’은 교사문화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에,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 풍

토 조성’은 학교운영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사문화혁신과 직접적으로 연

결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내면화된 학생들의 인성’은 수

업혁신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존중과 배려의

덕목이 강조되는 생활교육혁신과도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의 프로그램 운영에 기인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체험’ 효과는 교사문화혁

신을 제외한 전 영역과 관련된다.

그림 4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 운영 효과와 학교혁신과의 관계

이상의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와 학교 혁신문화와의 유사성, 본 CSPAP

의 운영 효과와 학교 혁신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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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운영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가 학교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CSPAP의 포괄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학교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학교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체육이 학교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현장에서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학교

체육이 아직 학교혁신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

CSPAP의 개발 및 운영과정은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체육의 역할을 정립

하는 데 기초자료로써 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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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CSPAP)의 개발 내용,

운영 과정, 효과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1) 무슨 내용

으로 구성되는가? 2)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는가? 3) 어떠한 운영 효과가

있는가? 4)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단순 신체활동

기회의 보장을 넘어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포괄

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CSPAP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의 인성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체육교육 및 학교체육의 목표와

다를 바 없다. 즉,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서 CSPAP는 인성교육의 목표

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주요 국가의 CSPAP는 신자유주의적 성

향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기회 확대에 방점을 두고 개

발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보다는 신체활동 시

간을 증가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이 우선된 프로그램이

다. 부분적으로 인성문제를 학교체육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 마약복용 등 학교문제(school problem)를 해결하고 건

전한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티즌십의 맥락(정현우, 박용남, 이기대,

2015; Green, 2012)에 가까운 신자유주의적 목표이다. 자칫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빠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응당 가져야 할 교육적 목표를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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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듯, CSPAP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포괄성에 있다. CSPAP의

포괄적 특징은 목표, 대상, 내용, 방법에서 모두 드러나야 한다. 특히 진

정한 포괄적(comprehensive) 목표란 학생의 체지심(體智心)에 모두 관여

되어야 하며, CSPAP 역시 학생들의 마음을 가꾸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CSPAP는 학교

체육과 인성교육을 포괄하는 CSPAP 개발과 적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CSPAP의 핵심이 되는 정규체육수업은 모형기반수업(MBI)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체육교과 본연의 목표달성과 동시에 보다 효

과적인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틈

새체육활동,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참여 등 학교 내외에서 펼쳐지는 학생

들의 신체활동 역시 단순한 신체활동 참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도자가 인성교육의 의도를 견지해야 하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

그램 선정과 조직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을 계획 및 운영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박정준, 2011; 최의창, 2014).

둘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CSPAP는 교과활동, 비교

과 신체활동, 가정 및 지역 연계, 교사 참여, 시설 및 행정의 구성요

소 아래 하위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국가의

CSPAP를 분석한 결과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partnerships의 공통된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Physical

education은 교육과정과 수업계획, 교사의 전문적 발달, 자원과 같은 정

규체육수업과 관련된 영역, physical activity는 방과후 신체활동, 통합적

신체활동, 쉬는 시간 신체활동, 그리고 수련활동의 내용을 포함하는 영

역, 마지막으로 Partnerships은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기관과의 연계와

관련된 영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구조의 하위 구성요소로 교과

활동, 시설 및 행정, 교사 참여 활동(이상 physical education), 비교과신

체활동(physical activity), 가정 및 지역 연계(partnership)로 설정하고 각

각의 하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특히,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체육이 학생 개인의 인성 함양을 돕는 근접발달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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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측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교

과활동의 경우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목표로 내세우는

하나로수업모형 기반의 체육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체육전담교사와 담임교

사의 협조 아래 인성 주제의 타 교과 연계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교스포

츠클럽리그, 틈새체육활동 등의 비교과 신체활동은 학생들이 교과활동에

서 배운 인성을 신체활동 장면에서 실천하는 기회로 작용하였고, 교과활

동에서 다루지 못한 인성 덕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종목을 선별하여 운

영하기도 하였다. 교사 참여 활동 운영 과정은 CSPAP에서 교사가 프로

그램의 운영자, 지도자인 동시에 참가자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드러내었

다. 연구 참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및 비교과 신체활동에

서 수행하는 운동 종목이나 변형 게임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체육수업과

신체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넓혀갔으며, 인성교육 탐구 공동체와 월 1회

전체 교직원 인성교육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 또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가정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는 인근 중등학교 학

생선수를 활용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학교체육 방송 및 소식지 발간, 지

역 통합체육회 운영 스포츠클럽, 학부모동호회 시설 개방이 있었다. 가정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체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대한

관심을 학부모에게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

정된 교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마지막으

로 시설 및 행정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 라이브러리 및 갤러리 운영, 인

성 벽화 조성, 스포츠 인성교육 예산 편성 등이었다. 이상의 하위 프로그

램들의 유기적인 운영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적합한 공동체 환경과 문

화 조성에 학교체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 첫 번째 결론이 큰 그림에서 학교체육이 포괄적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면, 두 번째 결론은 포괄적 운영 아래

학교체육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으

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CSPAP는 학교문화의 하위차원을 변화시키며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성교육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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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조처보다는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우선해야 된다는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학교를 도덕적 공동체로 변화

시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론적 배경에서 학교문화의 개념과 하위차원을 고찰한 결과, Schoen과

Teddlie(2008)가 제안한 새로운 학교문화 모델을 문화적 접근의 프레임

워크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문적 지향’(Professional Orientation), ‘조

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학습환경의 질’(Quality of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생 중심 교육’(Student-Centered Focus)의 4

가지 하위 차원에 따라 CSPAP의 목표를 1) 학교체육에서의 전문적 인

성교육 구현 2) 배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체육 분위기 조성 3) 학교체육에

서의 반복적인 인성교육 기회 제공 4)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CSPAP의 핵심 목표로 결정하였다. CSPAP 목표에 따라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과정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 조성, 다양한 체험으

로 내면화되는 인성, 도덕적 주체로서의 체험이 연구결과로 드러났다. 기

존의 학교체육 운영 방식과 달리 본 CSPAP는 목표, 대상, 내용, 방법에

있어 포괄적으로 학교체육을 운영함에 따라 학교문화 하위차원과의 접점

을 넓히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곧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

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요컨대, 본 CSPAP 운영의 결과로 드러난

4가지 하위차원에서의 긍정적 변화들은 학교체육을 통한 인성친화적 학

교문화 조성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과정이 학교혁신의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논의에서 분석

하였듯이 학교문화의 4가지 하위차원은 학교혁신의 세부 영역인 학교운

영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육과정혁신, 교사문화혁신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는 학교를 도덕적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곧 학교혁신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체계적인 단위학교 실태 분석과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

성이 CSPAP의 개발과 운영에 반영될 때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CSPAP 운영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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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였다. 프로그램 운

영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는 요인도 있었

지만 프로그램 운영의 장애가 되거나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더디

게 만드는 저해 요인도 존재하였다. 촉진 요인에는 포괄적 프로그램 전

략,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화, 인성에 대한 공동체적 지각을 불러일으

킨 결정적 사건이 있었으며, 저해 요인으로는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감, 학교조직의 관료적 속성,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문화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정을 되돌아보면 연구자를 포함

한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화의 속성과 달리, 나머

지 저해 요인들은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 이전에 예방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체계적

인 단위학교 실태 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하고 공

동체 구성원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유입에 따른 연구 참여 학교

교사들이 느낀 부담감의 실체는 교육활동과 업무 증가였다. 연구 참여

학교의 기존 학교체육 프로그램과 환경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였지만 꼼

꼼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위 학교교육과정 전체를 면밀하

게 파악하여 학교체육 프로그램 외에도 CSPAP와 목표, 성격, 내용이 유

사한 기존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거나, 간소화가 가능한 업무를 찾으려

는 시도가 부재했다. 또한, 특정 교과 및 업무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불편한 시선과 CSPAP의 포괄적 특징으로 인해 업무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구 참여 학교의 인성교육계

획과 교직원 업무 분장 구조를 분석하여 CSPAP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업무 추진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

엇보다 동료 교사들의 CSPAP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동의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해 요인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었다.

비록 뒤늦게 CSPAP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사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였

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CSPAP 사례 연구에서는 철저한 실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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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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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학교체육 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언

본 CSPAP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인성교육의 목적을

강조하여 개발 및 운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체육이 다양한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되며 중흥기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정책으로 인해 단위 학교로 쏟아져 들어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막대한 예산은 혼란을 부추겨 교육의 본질과 학교체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학교체육

을 실천하는 실천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체육을 수업을 하는 교사, 학교체육을

기획하는 체육부장교사, 학교체육 운영의 리더인 학교장 등 학교체육 실

천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대적 과제인 학교체육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포괄

적인 방식으로 학교체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언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이 현재 단위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체육 정책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넘쳐난다. 단위 학교의 시설과 인력 등 자원이 제한되므로 최근 학교체

육 정책들은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와 연계시키는 등 학교 외부로 눈을

돌리고 그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체육

정책에 부응하면서 학교체육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의 방향을 잃지 않으

려면 포괄적인 접근의 학교체육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각종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질적으로 미흡한 신체활동을 학생

에게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책으로 인해 새로 편입된 프로그

램을 운영을 위해 가용한 학교 내외부 자원들을 분석하고 목표, 내용, 방

법, 대상의 측면에서 포괄성, 연계성,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CSPAP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특정

교사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학교체육 운영은 체육부장교사를 비롯한 학교체육 업무 담당자에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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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였다면, CSPAP는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의 특징으로 인해 관

리자, 행정담당자, 담임교사 등 거의 모든 교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특히, 교사들은 프로그램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의

참가자이다. 교사 참여(staff involvement)는 본 프로그램뿐 아니라 외국

주요 국가 CSPAP에서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체육

을 통한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신체

활동 참여, 체육수업 및 인성교육 전문성을 위한 연수, 교내 교사학습공

동체의 방식으로 교사 참여 활동을 운영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드

러났듯이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직원들의 임파워먼트를 이끌어냄

으로써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

다. 학교장이 학교체육과 인성교육 정책에 해박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격려 및 지원할 때,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업무에 있어 자기결정을 신뢰하고 프로그램 실천 의지를 높여갈 수 있

다.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담당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교내 신체활동

의 증가와 지역사회 연계 확대로 CSPAP는 행정적 소요가 많은 프로그

램이다. Caerson 등(2014)이 CSPAP의 촉매요인으로 자원(resources)과

안전(safety)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조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활동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supportive

administration) 없이 교육적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2) 학교체육 행정가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학교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활습관을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으며 학교체육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핵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정현우, 2017; Cale & Harris, 2013). 특히, 국내

에서 학교체육은 건강 및 체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라는 짐을

얹어 다양한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다. 최근 학교교육 정책 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데

서 그 해결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체육의 역할은 앞으로 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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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SPAP가 다양한 학교체육 정

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미 현재의

학교체육 정책이 포괄적인 학교체육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

가 차원에서 CSPAP와 같은 학교체육 운영 모델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

이 농후하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형 CSPAP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영역과 정책 개발 방향

이 긴밀히 공유되어야 한다. 인프라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

루지 못했지만 CSPAP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장시키는 가장 핵심

적인 전략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이다(Chroinin

et al., 2012; Tannehill et al., 2015). 주요 국가 CSPAP는 교내 신체활동

뿐 아니라, 학생들을 지역 스포츠클럽 연계시킴으로써 생활체육 또는 전

문체육으로의 입문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 학교 인근 중

고등학교의 학생선수와 코치를 활용한 재능기부프로그램 개설, 지역 통

합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연계를 시도하였다. 한국형 CSPAP

정책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영역과 긴밀한 정책 연계 아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교외로 확장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함께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유사한 맥락에서 CSPAP에 참여하는 생활 및 전문체육인의 학

교체육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CSPAP는 학교체

육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배타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과활동은 정

규 교사의 몫이지만, 다양한 비교과 신체활동 중 지도 여건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교사의 직접 지도가 불가능한 활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해 강사를 확보해야 하며 전문체육을 경험한 생활

체육인이 강사일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강사,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신나

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지역 통합체육회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트랙을 통

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 및 전문체육인이 늘어날 것이다. CSPAP가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인들의

CSPAP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학생발달단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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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연령별 학생 특성, 학교체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소개하고 단위학

교 CSPAP의 운영 방안을 공유하는 연수가 사전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

다.

3) 후속연구자를 위한 학문적 제언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CSPAP에 갖는 관심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CSPAP에 유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학계에 자세히 소개되지도

않았으며 학교 현장의 실천가들에게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 이론적 배경에서 고

찰한 주요 국가 CSPAP 분석 결과가 국내에 CSPAP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연구의 결과 및 논의가 CSPAP의 유효성을 주목하게 만드는 자료

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한국형 CSPAP 모델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풍족한 기초자료 학보와 초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

히, CSPAP의 개발 및 운영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 역

할(microscopic)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수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질적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운영된 단위 학교 현장을 구체적이고 생생하

게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CSPAP 개발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목

소리,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구성원들의 삶과 각종 에피소드 등이 현장감

있게 수집되고 분석되어, CSPAP가 갖는 교육적 효과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면밀하게 드러냈어야 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 CSPAP의 신자유주적 속성을 차치하

더라도 CSPAP는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학교체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 정책

이 그러했듯이 CSPAP가 정책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담론

과 정책 생산의 논리가 실천적 맥락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CSPAP가 운영되었을 때의 문제점

들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전략을 함께 정책에 담을 수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검사 도구를 통해 단위 학교 업무 구조 속에서 CSPAP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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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양적연구로 밝혀내고,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CSPAP의 효과를 증진하는 방안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이 사례

연구로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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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명 :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

구

연구 책임자명 : 박용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

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 가좌초등학교의 

교직원 자격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용남 연구원(010-000-0000)이 귀하에

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

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과정, 효과, 요인 및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편적인 체육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구 참가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교직원용)

부록1. 연구 참가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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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가좌초등학교 교육가족을 대

상으로 연구에 필요한 면담과 체육수업 관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

구에 참여하는 인원은 본교 관리직 2명, 연구자를 포함한 교사(스포츠

강사 포함) 11명, 행정직 1명, 학생 10명, 학부모 6명 총 30명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본교 관리직, 교사(스포츠강사 포함), 행정직 직

원을 대상으로 면담과 수업관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직과 행정

직 선생님들은 개인 면담(1회), 교사는 그룹인터뷰(2회) 후 필요시 몇 

분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1회)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룹인터뷰는 약 1시간, 개인면담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모든 면담 내

용은 보이스레코더로 녹음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우리학교 체육활

동과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관한 질문으로 별도 첨부된 <개인 면담 및 

그룹인터뷰 주요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면담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업관찰은 동의해주신 선생님들 중 체육수업을 가르치시는 분에 한

하여 4-5회 정도 실시할 것이며 역시 사전에 수업시간을 상의한 후 

진행할 것입니다. 관찰시간은 수업 전 쉬는 시간-수업시간-수업 후 쉬

는 시간이 포함되며, 초등학교 수업시량 40분을 고려하여 약 1시간 정

도 소요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관리직 및 행정직 직원은 1회의 개

인면담을 약 40분간 실시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교사는 그룹면

담 1회(약 1시간), 개인면담 1회(약 40분)를 요청받을 것이며,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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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할 경우 1회의 개인면담을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

육을 지도하는 교사에 한하여 4-5번의 수업관찰이 이루어지며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

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

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부작용이나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의 수

업을 공개하는 것이 껄끄러우신 선생님들은 수업관찰을 거부할 수 있

으며, 면담에서 답변한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

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면담 및 수업관찰을 통해 여러분의 학생들의 인성 함양 수준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본인의 교육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

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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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생 및 

본교 체육전담 교사인 박용남 연구원(010-000-0000)입니다. 연구원은 연

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선생

님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

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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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

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

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또,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

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에 연락하십시오.

연구 담당자 박용남(010-000-0000)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2-880-5153)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

한 약속을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다면 마지막장에 있

는 동의서에 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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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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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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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

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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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명 :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

구

연구 책임자명 : 박용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구>입

니다. 여러분을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

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선

생님 (박용남, 010-000-000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이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교에서 하는 체

육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 선

생님은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평소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가하고 체육일기를 성실히 쓰고 있

습니다. 연구원 선생님은 여러분이 체육활동을 통해 인성을 바르게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

램이 진행되고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는 우리 학교가 이 연구에 적합한 장소

이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

연구참가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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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없습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해주신다면 우리학교 체육활동과 여러분들의 인성을 

가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 몇 가지를 묻고 여러분의 수업을 관찰하게 될 것입

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체육일기의 일부내용도 복사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묻는 면담은 개인적으로는 최대 2회(회당 약 30분), 학생 

연구 참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면담 1회(약 40분) 총 2회로 진행될 것이

며 모든 내용은 녹음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체육선생님과 체육수업 수시로 

나눈 대화들이 선생님의 수업일지에 기록되어 연구에 활용될 것입니다. 수업

관찰은 4-5회 진행되며 전후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정도가 걸릴 것

입니다.

5.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4-5번 여러분의 수업을 관찰하고(1시

간), 2-3회 질문을 묻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두 모여서 질문과 답변 시

간을 갖는 단체 면담(1회)은 약 40분, 개인 면담(1회)은 약 30분이 걸릴 것이

며, 연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몇 명의 학생은 개인면담을 1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부작용이나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처럼 

체육활동과 학교생활에 참여하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

은 친구들은 무리하게 체육수업이나 스포츠클럽활동에 참가하지 않도록 선생

님이 배려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나 

체육일기의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

습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과 성적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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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손해를 보는 일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은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성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보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긍정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

다. 자기반성의 과정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미안하지만 이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

다. 하지만 재미있는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활동으로 여러분이 바른 인성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돕겠습니다.

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구원 선생님 (박용남, 010-000-0000) 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또,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께서는 “법정대리인용 설명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함께 동의

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문은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

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부모님 등 법정 대리

인도 함께 동의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약속

을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다면 마지막 장에 있는 동의서에 

학생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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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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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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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

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아동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법정대리인 명(연구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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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명 :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

구

연구 책임자명 : 박용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귀댁의 자녀 및 보호아동(이하 학생)이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구>에 참여하기를 요청 드리고자 합

니다.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으시고 학생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신 후, 참

여를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는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생이 학교에서 참가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귀댁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인성교육 연구에 적합한 학교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평소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가하고 체육일기를 성실히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연구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본 연구는 좀 더 질 높은 인성교육 및 체육수업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입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학생 및 법정

대리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법정대리인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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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는 학생의 학교 교직원 14명, 학생10명 그리고 학부모님 6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주신다면 학

교 체육활동과 학생들의 인성을 가꾸기 위한 노력에 대한 면담과 수업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쓰고 있는 체육일기의 내용이 연구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은 2017년 5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 중 면담은 개인면담 최대 2회

(회당 약 30분), 학생 연구 참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면담 1회(약 40

분) 총 2회에 참여를 요청받을 것이며, 모든 내용은 녹음됩니다. 또한 학생

들이 연구담당자인 체육선생님과 체육수업 전후에 수시로 나눈 대화들이 선

생님의 수업일지에 기록되어 연구에 활용될 것입니다. 수업관찰은 4-5회 진

행되며 전후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부작용이나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몸이 불편하

더라도 체육수업에 무리하게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제

공하는 체육수업 및 스포츠클럽활동 안전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나 체육일기의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담 및 관찰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이며, 수집된 자료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구원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의 개인정보 관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생 박용

남 연구원이 담당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 

등에서 공개 될 때 학생의 실명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학생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올바른 연구과정을 위해 연구 결과

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법정대리인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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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과 성적 등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평가에 있어 연구 불참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

8. 이 연구가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성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보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긍정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것입니다. 자기반성의 과정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여 학생의 학부모님께는 자녀의 인성 함양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엇으면 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

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꾸는데 일조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방식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무엇이든 

연구원 선생님 (박용남, 010-000-0000)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학생의 연구 참여를 결정하셨다면, 별도 첨부된 학생용 동의서에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72 -

연구 과제명 :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

구

연구 책임자명 : 박용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

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 가좌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자격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용남 연구원(01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

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

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

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체육 운영 사례를 통해 인성친화적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운영 과정, 효과, 요인 및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인

성교육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구 참가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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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가좌초등학교 교육가족을 대

상으로 연구에 필요한 면담과 체육수업 관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

구에 참여하는 인원은 본교 관리직 2명, 연구자를 포함한 교사(스포츠

강사 포함) 11명, 행정직 1명, 학생 10명, 학부모 6명 총 30명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학부모 여러분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가 진행

될 것입니다. 그룹인터뷰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모든 면담 내용은 

보이스레코더로 녹음될 것입니다. 그룹인터뷰 이후 연구과정에 제기되

는 필요에 따라 개인면담(약 30분)을 1회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인터뷰 및 면담 내용은 자녀의 인성함양에 관한 학부모의 경험과 

입장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 첨부된 <개인 면담 및 그룹인터뷰 주요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면담은 학부모님과 사전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여 여러분

들의 가사 및 직장업무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5월부터 10월 중 그룹면담 1회(약 1시간)를 요청받을 것이며, 

연구과정에 필요할 경우 특정 부모님을 대상으로 그룹면담 이후에 1

회의 개인면담(약 40분)을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

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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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나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의 자

녀 양육방식을 프라이버시로 간주하여 공개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요

청해주시면 해당 내용은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면담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성 함양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며 자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

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와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과 성적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 연구 불참

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생 박

용남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

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학부모님과 자녀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

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

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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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

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또,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연구 담당자 박용남(010-000-0000)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2-880-5153)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다면 마

지막장에 있는 동의서에 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생

의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법정대리인 및 동의서는 별도로 첨

부되었으며, 이 동의서는 학부모 여러분이 직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학생, 

학부모 둘 중 한 분만 연구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동의서만 제

출해주셔도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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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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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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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

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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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교직생활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습지도 경험, 업무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성교육의 모습을 자유롭게 말씀해주

세요(그룹).

인

성

친

화

적

학

교

문

화

조

성

을 

위

한

학교체

육운영

내용 및 

실천과

정

▪학교 전체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 선생님의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하고 계시

나요? 

▪선생님의 업무에서 학교체육 또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일이 있

다면 무엇이었나요?

▪수업과 업무 외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그룹)

학교체

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지난 1년간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학급 학생들

의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그룹)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가장 영

향을 많이/적게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프로그램 등)이 어

떻게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난 1년간 학교체육 운영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힘

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그룹)

표 48. 교사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부록2. 개인 심층 면담 및 그룹인터뷰 질문

개인 심층 면담 및 그룹인터뷰 질문(교사용)

※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답변 및 면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질

문 또는 변경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78 -

범주 내용

▪ 지난 1년간 선생님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인성과 관련

된 선생님의 생각 또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체

육

운영

방안

▪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체

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체육수업 그리고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 전

체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

엇인가요?

▪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의 내용과 방법, 실천과정에서 보안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그룹)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최근 체육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말해주세요. 혹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다면 함께 말해주세요.

▪최근에 자신이나 친구의 인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인

성

친

화

적

학교체육

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올 한 해 체육수업, 스포츠클럽활동이 그 전과 다른 점은 무

엇인가요? 

▪체육수업, 스포츠클럽활동 등 체육활동에서 인성과 관련된 교

육을 받거나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면 말해주세요.(그룹) 

학교체육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년 전과 지금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 

표 50. 학생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개인 심층 면담 및 그룹인터뷰 질문(학생용)

※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답변 및 면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질

문 또는 변경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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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문

화

조

성

을 

위

한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그리고 학급 친구들의 인성을 각각 몇 점으로 평가하고 싶나

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체육활동이 본인 그리고 친구들의 인성을 기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마찬가지로 10점 만점

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그룹)

▪우리학교 체육활동 중에 본인 그리고 친구들의 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프로그램 등)이 어

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 우리 학교 체육활동을 하며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

인가요?(그룹)

▪ 본인 스스로 인성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도움이 되었

던 것과 방해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학교체육

운영

방안

▪ 우리학교 체육활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

게 바꾸고 싶나요?

▪ 재미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체육활동

이 되려면 선생님이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나

요?(그룹)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인성교육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인

성

학교체육

운영

▪올 한 해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표 52. 관리직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개인 심층 면담 질문(관리직용)

※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답변 및 면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질

문 또는 변경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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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친

화

적

학

교

문

화

조

성

을 

위

한

내용 및 

실천과정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지난 1년간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장 선생님 스스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체육 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

이 있었나요?

학교체육

운영

방안

▪학생들의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의 분위기가 문화와 같

이 지속성을 갖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학교 전체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의 내용과 방법, 실천과정에서 더 보

안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 심층 면담 질문(행정직용)

※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답변 및 면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질

문 또는 변경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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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실장님이 갖고 계신 직무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모습을 말씀해주

세요.

인

성

친

화

적

학

교

문

화

조

성

을 

위

한

학교체육

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올 한 해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우리학교 전체 체육 관련 예산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

별한 점이 있나요?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체육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년간 우리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성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좋은 학교 운영을 위해 실장님 스스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체육 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

이 있었나요?

학교체육

운영

방안

▪학생들의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의 분위기가 문화와 같

이 지속성을 갖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학교 전체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장님의 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

가요?

▪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의 내용과 방법, 실천과정에서 더 보

안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 54. 행정직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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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자녀의 인성 함양을 위해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요?

인

성

친

화

적

학

교

문

화

조

성

을 

위

한

학교체육

운영

내용 및 

실천과정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교체육 활동에 대

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학교체육 

운영

효과

및

영향

요인

▪지난 1년간 자녀의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

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이 자녀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에 있어 자녀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것(프로그램 등)이 어

떻게 자녀의 인성함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의 인성교육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체육

운영

방안

▪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체

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학교 학교체육 운영의 내용과 방법, 실천과정에서 보안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 56. 학부모 연구 참여자 면담의 주요 내용

그룹 인터뷰 질문(학부모용)

※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답변 및 면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질

문 또는 변경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83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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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Yongnam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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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velopments, operation

process, effect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CSPAP(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for crea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by studying the case of a school’s manag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topic was set as follows: As for the CSPAP

designed for promo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1) What

contents does it hold?, 2) What process is made in operating it?, 3)

What are the effects of operating it?, and 4) What are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the creation of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As a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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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rried out for 22 months from March 2016 to December 2017.

The school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was a mid-sized school in

the local small and medium city where the researcher worked as a

physical education specialist teacher. For this study, 14 teachers, 10

students, and 6 parents were chosen as subjects according to the

purposeful sampling. As the developer of the program the researcher

played other roles as an assistant and a leader of operating the

program. The data was collected via a literature review and a case

analysis, interview, observation, and local documents.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Wolcott,

1994):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nd the coding stage

followed the steps Struass(1987) suggested: open coding, axis coding,

and selective coding. In addition,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done to secure the research integrity. Also, all

the process of this study has been based on the research design and

regulation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s(IRB) of the

university where the researcher belongs to.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 results

were brought about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s of the CSPAP

for promo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are the following. 1)

The directions of the CSPAP’s development were ①offering

constantly the environment for school physical education to cultivate

character, ②aiming at comprehensive approaches to goals, contents,

methods, and objects in both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nd ③management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that is

student-centered. 2)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create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and according to the 4

sub-dimensions of school culture(Schoen & Teddlie, 2008) its goal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①realization of professional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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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②creating a caring and

supporting atmosphere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③offering

repetitive opportunities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④operation of th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which is student-centered. 3)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and integration, this program was

developed with reference to the CSPAP model NASPE(2011)

suggested and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Chang-Woo Jung, 2015). 4) With In-ui-ye-ji(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set as the cardinal virtues tha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program, its contents showed each

sub-program developed according to 5 components which are

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teachers’

participation, home and regional collaboration, and facilities and

administration.

Second, the CSPAP for promo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was operated in sub-programs as follows. 1) Curricular activities:

physical education classes based on the character-centered Hanaro

Teaching Model, and integrated instruction with extra-curriculum. 2)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the student-led school sports club

league, niche physical activities, and so on. 3) Teachers’ participation

activities: a community of character education inquiry, physical

activities teachers participated,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training

for character education. 4) Home and regional collaboration: the talent

donation program, local sports club activities, and the issue of the

news letter of school physical activity. 5) Facilities and

administration: sports LG(Library & Gallery), the budgeting for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etc.

Third, the CSPAP for promo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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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as follows. 1) Teachers’ professionalism in character

education improved. By managing the community of character

education inquiry in the school, the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broke their usual character education that lacked any clear

plans and put the well-prepared character education in practice. 2)

The school climate which values process was made. The participating

students showed their respects to the selected fair player, the student

who worked hard on the game with sportsmanship no matter how

good he/she is, and the teachers tried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process and result in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3) Through

various experiences the students’ characters were internalized. The

students found the link between virtues and learning materials by

themselves in the Hanaro class, showing the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where they discover experiences, and enjoyed their moral

growth through diverse direct and indirect sports activities. 4) The

experiences they had as a moral subject were reinforced. Through the

CSPAP the students felt the sense of agent in moral action, and were

given frequent chances to judge and act morally in the intended

mutual learning scene in the program.

Fourth, the creation of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had the

following facilitators and inhibitors affecting it. As for the facilitators,

there were ①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program, ②the

harmony of leadership and empowerment between principal and

teacher, and teacher and student, and ③the critical incident where

subjects gained a community-based perception about character. The

inhibitors, on the other hand, were ①members’ pressure and

objections caused by operating a new program, ②difficulties in

pushing ahead with the work due to the bureaucratic way of school

organization, and ③the weakening of the program oper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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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will due to the chronic and invisible characteristics of culture.

In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inhibitors, the strategy

whose slogan is ‘one who has tied a knot must untie it’ was adopted.

The researcher met the fellow teachers many times and shared the

need and benefit of the program to ease members’ objections and win

their sympathy for the program management. Also, the uncomfortable

feeling toward the business-centered character education that focused

on specific subjects was released as the cross-curricular effect of the

CSPAP worked.

Overall,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First, the CSPAP

enables systematic top-down operation of school physical activity, and

it has educational meaning in that this 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involves all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moral

aspects of student. Second, the effects of operating the CSPAP

provides a partial basis for crea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and the key factor was a human factor i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gram and the promotion of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Third, the research results offer social-ecological implications that the

CSPAP should be developed and managed on the basis of close

analysis of an individual student’s condition, characteristics of home

and class, an infrastructure of local physical activities, and

government policies. In the sense that the progress of crea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is much similar to the

transformational process of school, the CSPAP could serve as a

pivotal program in school innovation.

The following are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CSPAP for

promo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was developed extensively

not just to ensure opportunities for simple physical activities but also

to embrace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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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SPAP for promo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was

managed organically in sub-programs of components which are

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home and

regional collaboration, teachers’ participation, and facilities and

administration. Third, changing sub-dimensions of school culture the

CSPAP showed a possibility of creating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and innovating schools. Fourth, it was found that when a

systematic analysis of school and the development of a bond of

sympathy in community are reflected i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SPAP, the program effects could be maximiz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based on its results.

First, a comprehensive approach to manag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all community members’ expertise and efforts are

practically required for school physical activity’s expanding the scope

and improving since they are challenges for the current operator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Second, as a political suggestion for

administrator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the CSPAP presented

efforts to enhance life or elite sports people’s understanding of school

physical activity, and the sharing of directions of policy development

among school physical activity, life sports, and professional sports.

Finally, as an academic proposal for follow-up studies, richer basic

data needed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the Korean CSPAP model

should be procured, and earlier studies on this are encouraged to

start.

keywords : 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

school physical education, sport physical education,

character-friendly school culture, school culture

Student Number : 2014-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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