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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실행연구

최      재      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

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 후, 그 효

과를 탐색하고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미친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

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가, 셋째,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7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의 절차는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문제 형성, 연구 계획 수립,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해석 및 결론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지

는 연구이므로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며, 그 중 유목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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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법을 사용하여 신체활동 참여 및 수준이 다양한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총 9명을 연구 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체육 일기, 

체육 감상문, 체육 활동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후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

법을 거쳐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자에게 윤리적인 문제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유의 및 준수

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1)내

용적 측면으로는 통합성과 다양성의 원리, 2)실행적 측면으로는 연계성 및 

지속성의 원리, 3)참여적 측면으로는 자율성 및 협동성의 원리가 적용되었

다. 이와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학급운영의 주요 요소인 수업, 생활, 환경에 

맞는 각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서로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은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체육 영역별 프로젝

트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체육 영역 내 통합, 체육

과 타 교과 간 융합, 체육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사

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거쳤다. 2)체육 중심 학급 생

활은 ①체육 아침활동, ②체육 문학활동, ③체육 모둠활동의 세부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실천 및 촉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3)체육 친화 학급 환경 프로그램은 ①스포츠 자료터, ②스포츠 

학급문고, ③스포츠 게시판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함양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과 환경 

프로그램은 모두 체육 중심 융합 수업과 연동 되도록 구성되었다.

  둘째,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의 효과는 1)

전인적 차원의 발달이며 이는 ①능향유의 실천, ②지향유로 심화, ③ 심향유

를 통한 성장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능향유의 실천 모습

은 운동 참여시간의 증대, 높아진 운동기량, 다양해진 운동 참여 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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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향유로의 심화 모습은 운동에 관한 지식 증가, 운동

을 활용한 지식의 습득, 운동을 통한 지식을 생산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향유로의 성장은 체육에 관한 흥미와 관심 증가,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체육을 통한 내면의 성장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의 또 다른 효과는 2)문화로서의 체험 증가이다. 이

는 ①교실 문화로 공유되는 체육, ② 교실 밖으로 전이되는 체육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실 문화로 공유되는 체육은 학생들이 

틈새 시간을 체육 활동으로 주로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체육으로 하나가 되

는 공동체 모습을 통해 확인되었다. 교실 밖으로 전이되는 체육의 모습은 초

등체육이 가지고 있는 낭만의 성격을 넘어 배움의 길로 체육을 발전시키는 모

습, 체험을 넘어 문화생활로서 향유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의 마지막 효과는 3)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속에서 성

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동안 학생들 간, 학생과 

교사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동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러한 유대감 속에 학생들은 학급운영의 주체와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교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발자, 학습의 촉진자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체육 친화적 학급운

영 요인은 1)개인별로 다양화되는 교육목표, 2)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가 주

어지는 교육방법, 3)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평가, 4)도전

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교육환경, 5)나를 지켜보고 함께하는 학급친구, 6)자

율성을 지원하고 신뢰 있는 담임교사로 총 6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개인별로 다양화되는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속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방법’은 수업, 생활, 환경이 서로 연계된 가운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였다. ‘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평가’는 단발성이 아니라 수업, 생활, 환경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참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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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했다. ‘도전을 자극하

고 지원하는 교육환경’은 수업에서 학습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 경험과 창의적 경험으로 이끌었다. ‘나를 지켜보고 함

께하는 학급친구’는 때로는 경쟁자로서 발전을 촉진하고, 때로는 동반자로서 

협동하여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을 

지원하고 신뢰 있는 담임교사’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강한 라포 형성을 가능

하게 하고,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해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지원하

였다.

마지막으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개발 및 실천 측면과 후속연구를 위한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 및 실천적 측면에서는 첫째, 

체육 중심 융합수업 개발을 위한 교사 연구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체육 친

화적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학교의 협조가 필

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적 측면은 첫째, 건강, 도

전, 표현 영역 중심의 융합수업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

째, 다양한 학년과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스포츠 도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 넷째,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각 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요어 : 스포츠 리터러시, 운동소양, 운동향유력, 통합적 체육교육,        

          학급운영, 인문적 체육교육

학  번 : 2015-2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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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6년 만에 새롭

게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

의·융합형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교육부, 2015a).

  체육 교과도 2018년 3,4학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며,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

육을 실현 하는 것을 목표(교육부, 2015b)로 삼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체육 교육과

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오면서 내용적 측면의 변화는 빈번하였

으나,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전인의 양성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b). 

  그렇다면 체육교과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하는 전인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전인에 대한 정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각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지덕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

달된 사람”(최의창, 2009; Laker, 2001)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전인교육이란 이러한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전인의 요소를 빠짐없이, 치우침 

없이 골고루 성장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전인을 이루는 요소인 ‘지’와 ‘덕’

을 다루는 교과는 다양하지만 ‘체’를 다루는 교과는 체육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유일한 점 때문에 체육은 다른 교과가 가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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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만의 고유한 가치가 존재한다(조기희, 2015; BAALPE, CCPR, 

PEAUK, & Physical Education ITT Network, 2005). 이것이 우리의 체육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당위성이자 필요성인 것이다. 그

러므로 체육이 가진 고유한 가치의 함양과 전인교육을 위해서, 체육은 학교 

교육에서 올바로 가르쳐져야 하고 학생들은 바르게 배워야한다(Jess, 2013; 

Tsangaridou, 2012).

  이러한 체육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체육을 교과로서 처음으로 입

문하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큰 의미를 가진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몸의 

움직임을 단순한 신체활동에서 벗어나, 체육이라는 교과로써 처음으로 입문하

게 되는 시기이다. 때문에 체육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초등체육 시기의 

단추가 올바로 잘 채워져야 한다(조기희, 2015).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등학

교에서의 체육교육, 즉 초등체육은 잘 이루어졌을까? 

  우리나라는 그간 초등체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9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체육 전공자들

을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체육만을 전담으로 가르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도 했으며(이승배, 서장원, 2010; 조기희, 2015), 2008년에는 교사

들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강사 제도를 도입 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교육부, 2016)의 일환으로 6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시켰고, 2017년에는 일선 초등학교 100%에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스포츠 활동의 전문적 신장을 통해 체육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초등체육교육의 현장에 원하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 전담교사나 스포츠 강사를 배

정 받지 못한 학급은 여전히 다수이며,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의존하는 교과

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 종목과 기능 위주라 교사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그대로이다. 그 결과 교사들은 체육을 여전히 대충 가르치거나 

놀이 중심으로 적당히 가르치고 있다(김중형, 백종수, 2011). 또 스포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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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배치된 학급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강사들이 개인의 경험

을 통해 단순히 체육 수업을 하거나, 협업을 해야 할 교사들의 관심에서 멀

어져 체육 시간이 그저 편안한 시간으로 치부되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고전규, 2011). 체육 전담교사 제도도 실제 전문성 있는 교사가 체육을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장교사들에게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수단이 되거나, 남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사태를 낳았다(이승배, 서장원, 2010). 

  이는 지금까지 체육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시도해오던 행정적 조

치를 통한 노력만으로는 일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

해 준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새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또한 실패의 전

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도 말해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에서, 체육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과 그로 인한 전인교육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초등체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체육을 전체 체육교육의 스펙트럼 속에서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교육’을 기능적 기본 및 기초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 교육과정은 스포츠 기능습득 중심교

육에서 신체활동 가치습득 중심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신체

활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은 신체활동이 가진 내재적 가치인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하며(Wright, 2004), 그러기 위해서는 체

육 수업시간이 딱딱하고 어려운 기능 숙달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신체활동 

경험을 통하여 체육의 내재적 가치가 높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Marsden & Weston, 2007). 

  이는 초등체육의 시기가 화이트헤드(1929)가 말한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는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낭만의 단계”와 일치하며,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나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단계로써 낭만의 교육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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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는 맥락과 일치한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다

음 단계인 자세하고 세밀한 학습이 일어나는 단계, “정밀의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초등 체육 수업은 “낭만의 단계”를 뛰어넘은 채 “정밀의 단

계”에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려 한다. 이는 가치 습득 중심의 교육과정으

로 변환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교육 방법의 제시 없이 스포츠 종목 위주의 

수업, 스포츠 기능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기에 체육 수업을 어려운 스포츠 기능 습득 위주의 수업, 일시적이고 자극

적인 경쟁 위주의 수업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정밀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체육에 대한, 체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흥미

와 재미 또한 잃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누구나 좋아하던 체육 수

업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체육 기능이 뛰어난 학생 위주의 경기 시간이 돼버

리고 수업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초등체육 시기에서 체육 교육과정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다면, 초등

학교 체육교육은 스포츠 종목 위주의, 기능 위주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배우고 깨닫는 시

간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 스스로 이를 

추구하며, 나아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엄태동, 2003; 최의창, 전세명, 2011). 그래야만 그 과정에서 함양된 

역량을 실천하고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적 성장으

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방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시작

은 바로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

민에서 출발한다. 

  그럼 누가 초등 체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초등 체육의 이해가 뛰어난 교사는 ‘체육을 잘하는 교

사’, ‘체육 기능이 뛰어난 교사’가 아니라는 것은 앞서 시행되었던 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의 결과물로 알 수 있다. 중초교사제도, 스포츠강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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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등 체육 전담교사제도 모두 스포츠 활동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 전문

성이 뛰어난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추진

된 계획이었지만, 모두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초등교육의 문화와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초등체육을 담

당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고, 가장 적

합한 존재는 결국 학급 담임교사이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중학교나 고등학

교에서처럼 체육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 함

께 생활하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이다(박미림, 이옥선, 2014).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초등 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가

치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합적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적합한 존재

이다. 그러므로 담임교사들이 체육 기능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으면

서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통합적 체육을 통한 방법이다. 

  통합적 체육은 전인교육 관점에서 초등체육의 낭만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서장원, 2008; 전세명, 2010), 운동 기능뿐 아니라 지식, 인

성적 차원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교육목표, 내용,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방

법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통합적 체육에서는 기능 중심의 수업이 아닌 

가치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교사들의 체육 기능에 대한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통합적 체육 방법 중 서사적 통합을 통한 접근은 여러 

교과를 함께 가르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운동 기

능과 서사적 체험을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요소를 발달시킬 수 있다

는 가능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적 체육을 통해 길러지는 학생들의 전인적 요소의 발달은 구

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바로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 및 

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운동소양이자 운동향유력을 뜻하

는 것으로 “신체활동(운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만들어내는 총

체적 능력과 심성”(최의창, 전세명, 2011 재인용)을 말한다. 스포츠 리터러

시는 역량, 능력, 재능의 의미뿐 아니라 성향, 심성, 태도의 측면 또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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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적 자질이며(최의창, 전세명, 2011), 이렇게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

는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내도록 돕는 동력원, 노하우로 작용하게 

된다(최의창, 2013b).

  이렇듯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는 체육의 내재적 

가치를 온전히 포함하며 학생 스스로 체육을 실천하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즉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은 체육의 가치의 함양이며 

가치는 역량의 성격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장용규, 이정택, 2016) ,교육과정

에서 체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의 함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의 달성이며, 체육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지덕체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져 전인교육의 실현에 가까워짐을 

말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통해 체육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및 궁극적 

목적인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체육을 통한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서사적 체험을 통한 

통합적 방법으로 체육을 가르쳤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한 교육이 현장에서는 이미 시도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며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체육 수업이다. 하나로 수업을 통한 통합적 체육 수업은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그 효과 또한 증명되었다.

  하지만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절대적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한정된 체육 수업시간에 기능과 서사적 체험 등 많은 것을 수행해야해 과도한 

활동량으로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비판(김혜영, 2014) 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제안한다.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은 하나로 수업 모형이 가진 원리를 학급운영을 통해 실현한다는 생각에

서 출발하였으며,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체육 내 영역 통합, 타 교과와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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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서사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

함과 동시에 신체활동 시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급담

임제를 근간으로 교과 및 생활 지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교육

이 적절한(최종희, 박수정, 2015) 초등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교 생활과 

학급 환경을 통해서도 체육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선 초등학교의 단위학급 운영 사례를 통해 초등학생의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천 과정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의 효과 및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

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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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학급 운영

  학급 경영이라는 교육학 용어에 교육적 시각이 더해진 의미. 담임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 외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을 지도 및 

운영하는 방법의 총칭. 본 연구에서는 수업,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의미함.

▶ 스포츠 리터러시(운동소양, 운동향유력)

  운동소양이자 운동향유력,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스포츠를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입문시켜주는 소양

▶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이란 체육 중심의 융합수업, 학급생활, 교실환경을 

구성한 후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학급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학급 운영의 형태를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는 일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의 사후 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및 배경,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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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인교육과 초등체육

  가. 전인교육과 체육교육

  학교 교육의 이상적 목표는 학생들을 전인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라 말

한다(최의창, 2011; 홍은숙, 2007). 즉, 전인교육은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여겨져 온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인의 개념

은 무엇이고, 그러한 전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인 전인교육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인교육에서 말하는 전인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며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단어이다. 

그런데 전인(全人)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다양하다. 

동양과 서양의 시각이냐, 불교와 기독교의 시각이냐 등 각자가 바라보는 입장

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들이 수없이 많다(강선보 외, 2008; 송민

영, 2003; 최의창, 전세명, 2011; 한명희 외, 2007).

  어원적 측면에서 전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 희랍어 중 ‘엥퀴클리오스 

파이데이아’는 오늘날 전인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원만

하게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하였다(이홍우, 1996; 홍신기, 2007). 즉 

어원을 통해 전인의 의미는 한 가지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골고

루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인의 인간상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시대에 맞도록 조금씩 다듬

어졌다. 그렇다면 현대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전인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교육에서 통용적으로 모아진 전인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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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온전하고 원만한 인격체이며 지·정·의가 조화롭게 통합된 인간 또는 총

체적인 인간”(윤팔중, 1991), “지·덕·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되어 사

람을 이루는 여러 측면들이 균등하게 발달되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최의창, 2009; Laker, 2001), 또는 “인간의 존재 차원인 지덕체, 지영체, 

지정의가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것”(명지원, 2018)등이 있다. 즉 교육에서

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지·정·의, 지·영·체 또는 

지·덕·체처럼 사람을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를 골고루 갖춤을 곧 온전함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결국 전인은 지·정·의가 발달한 사람, 지·덕·체가 발달한 사람처럼 

구체적 요소가 발달된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 것 보다 “whole person”으로서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측면들이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온전한 균형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전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인 전인교육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인교육의 다양한 정의를 보면 “전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

든 부분을 어느 것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조화롭게 발달시켜 균형을 이루도

록 하는 교육”(홍은숙, 1999) “지식에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이 가지

는 모든 잠재 가능성의 자연적, 조화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병

진, 2001) 등 어느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강조

하는 교육이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전인교육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측면들을 편중됨 없이 고

르고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또 발달된 측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

며 이를 통해 삶을 올바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전인 교육을 위해 가르쳐야할 요소를 여러 교

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즉 다양한 교과 교육을 통해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루어내어 학생을 성장시키려 한다(최의

창, 2011). 그 중 체육 교과는 여러 교과 중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유

일한 교과이기에, 편중됨 없는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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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의 체육과 목표에서도 전

인교육으로서 체육 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

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5).

  이는 체육교육이 신체의 교육을 통해서 전인교육에 도달 하고자는 것이 아

니라, 신체활동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발달을 이룸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은 신체활동을 

통한 교과 역량의 함양과도 이어진다. 신체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교과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결국 신체활동의 가치의 내면화가 역량의 함양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체육 교과 역량은 교육과정의 일반 역량과도 연결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함양을 목표로 하는 역량은 총 6가지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이 역량들과 체육 교과 역량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예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

면 자연스럽게 학생 스스로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찾아 이해하

게 되므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이 길러질 수 있다. 경기수

행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면 학생들은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며 전략을 짜

고, 서로 협동하여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공동체 역량 또한 길러질 

수 있다. 신체표현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면 어울리는 동작의 구성을 위

해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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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교과 역량 의미 일반 역량과의 관련성

건강 관리 

능력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

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

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신체 수련 

능력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수련 노력을 통해 새로

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자기관리 역량

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경기 수행 

능력

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경

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

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신체 표현 

능력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하고 수용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표 1] 체육 교과 역량의 의미 및 일반 역량과의 관계(김명수 2017 참고)

  이렇게 체육교과 역량의 함양은 특정 기능이 아닌 가치의 함양으로 이어져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발달을 동반하며 이는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체육교과의 올바른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초등교육에서의 체육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육교육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교

육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체육교육을 위해

서는 초등교육에서 체육이 가지는 역할 및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교육의 성격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체육은 초등교육 속 체육이라는 한 교과로 교육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대부분 교사는 체육전문교사가 아닌 학급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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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사라는 점 등 중등교육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초등교육은 유아교육, 중등교육 등 다른 교육과 구분될 수 있는 독

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박종국, 2004). 하지만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게 초

등교육은 지금까지 흔히 의무교육, 보통교육, 기초교육, 전인교육 등 관념적 

수준에서 해석되어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었다(유한구, 2006). 하지만 

엄태동(2003)이 정의하는 초등교육의 의미는 초등교육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

다.

초등교육은 학습의 가치를 알고 이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 그리고 그러한 학습의 역량을 다양한 

교과, 즉 학습의 소재(素材)에 적용하고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잠재된 

가능성의 방향을 확인하는 교육이다(엄태동, 2003, p,76).

  이렇듯 초등교육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한, 무엇의 기초를 닦기 위한 교육

이 아니라 유아교육에서 벗어나 구체적 교육의 과정에 입문한 초등학생들이 

학습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학습 활동을 통

해 느끼는 보람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엄태동, 2003)을 

말한다. 즉 ‘학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초등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배움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초등교육 성격을 정의 내리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돈과 비슷하게 초

등체육도 그간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

라도 초등체육의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 정

도의 논의만 오고갔을 뿐이다(Capel, 2000). 하지만 엄태동(2003)이 초등교

육에 대해서 정의한 것과 같이 초등교육이 기초적인 교과지식을 배우는 단계

가 아닌 학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과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부

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성격을 띠는 교육(장경환, 2017)인 것처럼 초등 체

육도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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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창(2010)은 그와 같은 견해로 초등체육을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의 가

치를 알고 이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고, 그러한 

학습역량을 체육활동에 적용하고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잠재된 체육적 가능성

을 확인하는 교과”라고 개념화하였다(p. 66). 덧붙여 이러한 초등체육의 특

징은 화이트헤드(1929)가 「교육의 리듬」이라는 글에서 제시한 교육적 성장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낭만의 단계”(the stage of romance)에 해당한다

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교육적 성장의 세 단계는 

“낭만의 단계”(the stage of romance), “정밀의 단계”(the stage of 

precision), “일반화의 단계”(the stage of generalization)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우리 체육교육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각각 초등체육(초등학생), 

중등체육(중,고등학생), 생활체육(일반인)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 체육교육과 교육단계의 리듬(박종국, 2008; 홍연종, 2016 참고)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낭만의 단계는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단계이다. 학습에 대한 학습이 일어

나야 하는 시기인 초등교육 시기에 대입해보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신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체육에 대한 자율적 경험 등을 통

해 흥미와 관심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이다.

  “낭만의 단계” 다음에는 “정밀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내용에 대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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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밀한 학습이 진행되는 시기로, 우리 체육교육의 현실에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적합하다. 중, 고등학교 시기에서는 교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깊이 있

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낭만의 단계에서 높아진 관심과 흥미를 바탕

으로, 스포츠 종목에 대한 깊이, 운동 기술 및 지식에 대한 깊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학습과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활성화된 학교 스포츠클럽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시도다. 또 이 시기는 스포츠와 관련된 진로교육과 

연결되어 미래를 위해 깊이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일반화의 단계”이다. 초등체육을 통해 얻은 체육의 흥미와 관

심은 중등체육을 거치면서 그 깊이가 더해진 교육의 결실을 맺게 되고, 내면

화된 체육의 가치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영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생활체육의 경우 가볍게는 생활체육의 향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등으로 이어져, 체육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각종 체육 

관련 전문 직업으로의 진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일반화의 단계”까지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이 바로 “낭만의 단계”이다. 그런데 whitehead(1929)는 이 시기의 자유는 무

차별적 자유가 아니라 필수적인 훈육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

다. 즉 아동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인들이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 

함으로써 아동들이 사회적 삶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박

종국, 2008). 초등체육에서는 이 역할을 해주는 성인이 바로 담임교사여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삶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존중해 자율적 학습까

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신체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고 무분별한 놀이 위주의 수업 또는 스포츠 스킬의 정교화를 위한 기능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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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초등체육의 방향

  초등체육의 정체성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이 시기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스포츠를 가르치듯 기능 강

조의 방법으로 교육하려 한다면 체육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심동적 영역의 교육

만을 담당하는 교과로 인식될 수 있다(장용규, 김홍식, 1998). 그렇게 된다

면 체육이 인지, 심동, 정의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인교과

라는 것은 이상으로만 남아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체육 교육의 한계를 

반영하듯 초등체육의 방향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체육과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을 목

표로 한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

식과 실천 능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전 능력과 창

의적 사고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력과 협력하는 태도

를 함양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위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체육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

루어졌다. 바로 체육교육의 지향점이 ‘스포츠기능 습득 중심 교육’에서 ‘신체

활동 가치 습득 교육’으로 전환된 것이다(김명수, 2017). 이는 체육과 교육

내용의 구성이 신체활동 가치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체육을 

가르치는 목적이 운동을 잘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지식, 태도를 통합한 신체활동의 가치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 

  이는 변화하고 있던 세계적인 체육 교육 철학의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세

계 체육 교육의 철학은 이미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sport 

skill)’위주의 교육은 체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활동적인 삶(active life)을 위한 라이프 스킬(life skill)’ 습득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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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즉, 이러한 가치 중심으로의 체육과 교육

과정 변화는 세계적인 체육교육의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에서 떨어

지고 있던 체육교과의 위상을 다시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결과였다(유정

애 등, 2007; 장용규, 2009; 장용규, 이정택, 2016).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 가치 중심 체육 교육과정은 ‘2009 창의·인성 교육과

정’ 거쳐 ‘2015 역량중심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이정택,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체육과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이미 역량의 성

격을 가지고 있음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 밝히고 있다

(장용규, 이정택, 2016).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다섯 가지 신체 활동의 가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 우리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core competency)과 

관계된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관리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및 시민 의식,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과 관련된 핵심 역량들을 

포함하면서도 체육과의 고유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가치 영역이 ‘건

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렇다면 굳이 가치 중심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지칭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일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함양하길 바라는 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할 기

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즉 역량의 함양은 변화무쌍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체육교과의 역량을 함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일반적 역량의 함양까지 연결된다

는 것을 말한다. 즉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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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장용규, 이

정택, 2016).

  라. 초등체육의 목표와 방법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체육의 목표는 전인으로의 성장이고 이를 위해 역량

의 함양이 필요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의 함양에 대한 구체적 교육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는 실정이다(김용환, 

2013). 역량의 함양이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면

적 발달을 이끄는 것이기에 체육을 잘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역량이 함양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2] 체육교육의 목표(문경남, 2016)

  또한 역량의 함양만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초등체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 현재의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껴야할 ‘낭만의 단계’

라는 정체성은 옅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의 함양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신체활동을 통한 미래사회시민으로서의 대비, 개

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목표가 필

요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스포츠 리터러시(운동소양)의 함양이다. 운동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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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자질 혹은 능력으로 운동소

양의 함양은 신체활동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통합적 자질을 일컫는 용어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때문에 체육을 통

한 전인교육에 가장 적절한 용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체육교육을 통하여 스포츠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을 목표

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 자질로서의 스포츠 리터러시를 높여주기 위해

서는 그 방법 또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운동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 

연습을 하고, 운동지식을 위해서 이론공부를 하는 식과 같은 분절적 방식으로

는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교육과정에서 역량의 함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하

지 않은 것과는 달리,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방법들이 검증되고 있다. 바로 통합적 체육을 통한 접근이다.

  그런데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방법은 역량의 함양 방법과 일맥상

통한다. 기능, 지식, 태도가 통합된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분절된 개별 지

식이나 기능, 태도의 습득으로는 구현할 수 없으며, 관련된 교과의 지식, 기

능, 태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김명수, 2017). 

  결국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한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은 역량의 함양을 포

괄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교과 내의 통합, 다른 과목과의 통합 등 유기적

인 내용 조정을 통하여, 통합적 체육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체육의 방법은 통합적 체육을 통한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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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리터러시

  가. 스포츠 리터러시의 정의

  요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리터러시’(literacy)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리터러시는 원래 말과 글, 특히 문자(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 혹은 문식력을 의미한다(최의창, 2010). 하지만 1970년대 미디어

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확장된 의미로의 리터러시의 쓰임이 시

작되었고, 그 의미의 확장 또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리터러시는 모든 

현상과 활동을 텍스트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질, 더 

나아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이병민, 2005; 정혜승, 2008; 최의창, 전세

명, 2011)을 말하며 더 나아가 그 분야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 볼 수 있다.

  체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리터러시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Whitehead(2001, 2007, 2010)가 심신일원론에 근거해 ‘피지컬 리터러시’라

는 개념을 제안하며, 체육교육의 핵심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피지컬 리터

러시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의창. 전세명, 2011). 피지컬 리터러

시는 ‘전 일생동안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욕, 자신감, 신체적 

능력,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람에 따라 그 수준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백승현, 2018).

  Whitehead(2010)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신체적 능력’, ‘지식과 이해력’,  

‘의욕, 자신감’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는 피지컬 리터러시가 지·덕·

체의 통합을 반영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최의창, 전세명, 2011). 

지·덕·체의 통합은 곧 전인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피지컬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체육에서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사용은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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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령을 획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최의창, 2018).

  최의창(2010)은 Whitehead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더 발전된 개념으로 재해

석하여 제외된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운동 소양’ (Sport 

literacy)을 제안하였다. 운동소양이란 체육교육에서 배우는 사람에게서 키워

내고자 하는 자질 혹은 능력이며,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이

는 신체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만들어내는 총체적 능

력과 심성을 일컫는다(최의창, 전세명, 2011). 운동소양의 개념은 기존의 

지, 덕, 체로 표현되는 분리된 개념이 아닌 온전한 삶을 나타나는 통합적 의

미로 사용될 수 있다. 운동을 통해 함양되는 운동소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소양은 능, 지, 심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함양되고 발휘

된다(최의창, 2013). 즉 운동능(운동을 하는 능력), 운동지(운동에 관한 지

식), 운동심(운동을 대하는 태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의

는 다음과 같다. 

“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들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스스

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을 의미한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고난도 수준의 표현까지 신체적으로 동작을 발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지니고 있는 구성요소이다.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

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을 말한다.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인문, 과학적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수준을 뜻한다. 운동심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심

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말한다. 운동에 대한 사랑, 열정, 인내 등 내면

에서 운동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북돋우고 이끌어가

는 내적 동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다. 즉 운동에 대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의적 상태를 말한다 ”(최의창, 전세명, 2011, p99 수정).

  그리고 이 운동소양이란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운동향유력(運動享有

力)’이라는 개념과 이어진다. 운동향유력이란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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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량을 말하는데(최의창, 2018), 

운동소양이 스포츠 리터러시의 정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면 운동향유력은 

그것의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운동 소양은 그것이 함양된 사람이 

운동향유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통합적 체육을 통해서 함양된 운

동소양은 운동향유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은 운동향유력에서 능향유, 지향유, 심항유의 형태로 발휘된다. 능향유

는 해봄으로써 맛보는 것, 지향유는 지성으로 즐기는 것, 심향유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을 말한다. 운동을 향유하는 통합적 방법으로 단순히 하는 것은 운

동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운동향유력은 바로 이렇게 자신

의 운동소양을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최의창, 2018).

[그림 3] 운동소양과 운동향유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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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 방법

  학교 교육을 통해 스포츠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절된 교

과교육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의창(2013)은 운동소양과 운동

향유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 방법이 아닌 새로운 체육교육 방법을 제

시하였다. 바로 인문적 체육교육이다. 이는 체육을 인문적으로 가르치는 방식

을 말한다.

운동소양의 세 요소가 몸과 마음에 쌓이고 운동향유력의 세 형태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인문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실

천해야 한다(최의창, 2013, p24).

  인문적으로 운동을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한다는 것은 신체활동 참여를 중심

으로 다양한 인문적 지혜와 체험을 함께 맛보는 것을 의미 하며, 이 경우에

만 전인성의 회복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최의창, 2006; Anderson, 

2001).

  그렇다면 체육활동을 신체활동과 인문적 지혜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 인문적 방식은 대표적으로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서사적 체험을 통해 체육을 배우고 접하고 

익히는 것이다.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달리기를 배우는 학생이 달

리기와 관련된 주법과 같은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와 관련된 책

을 찾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달리기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달리기가 가진 가치를 

더 깊이 음미할 수도 있다. 또 달리기와 관련된 영화, 음악, 미술 작품 등 

다양한 인문적 자산들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맛을 보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

끼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체험은 운동에 대한 지혜를 쌓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실제 달리기의 실천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렇

듯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은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함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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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교육부, 2015, p.343)

  이렇게 인문적 지혜가 더해진 통합적 체육교육은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뿐 

아니라 우리 체육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발달로 이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인문적 체육 활동들이 

간접 체험 활동의 모습으로 교육과정에서 소개가 되어 있다. 읽기, 쓰기, 감

상하기, 토론하기, 조사하기가 다가 아니다. 수많은 인문적 지혜가 체육과 통

합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체육 교과가 기능 위주라는 생각에서 벗

어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 교과임을 알고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 

체육 활동들과 어울리는 인문적 활동들을 찾아 연구해야 한다. 하나로 수업과 

같이 이미 알려진 통합적 체육교육 방법도 있지만 체육 수업 시간 뿐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융합, 생활과의 통합,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체육을 가르

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적 자질인 스포

츠 리터러시의 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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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체육교육과 학급운영

  가. 하나로 수업

   1) 하나로 수업의 개요

  하나로 수업은 인문적 체육교육을 위한 수업방법 중 하나로, 전인교육을 

위한 통합적 체육수업을 지향한다. 하나로 수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

기, 듣기를 하나로, 셋째, 학교공부와 일상을 하나로, 넷째, 서로 다른 사람

들을 하나로이다”(최의창, 2010). 이와 같은 목표 아래 그동안 분절적으로 

다루어졌던 지식, 태도, 정의의 가치들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점은 하나로 수

업이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좋은 수업 방법으로 여겨지는 이유이

다.

  하나로 수업의 특징은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알기 위하여 직접체험활동 뿐 

아니라 간접체험활동 또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다. 직접체험활동은 스포츠를 

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스포츠의 기법적 차원에 대한 경험을 맛보도록 함으

로써 스포츠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 간접체험활동은 스포츠

를 잘 아는 것과 관련되어,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에 대한 체험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그 스포츠의 정신세계 속으로 입문하도록 한다(최의창, 2010). 학

교 현장에서 시도될 수 있는 간접체험활동은 체육을 주제로 한 책읽기, 체육 

경험에 대한 글쓰기, 체육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스포츠와 관련된 음악 

듣기, 스포츠 주제 영화보기,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는 직접체험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

는데, 하나로 수업 모형은 이와 같은 간접체험활동을 체육 수업의 주요 방법

으로 실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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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나로 수업의 내용(최의창, 2010, p.178)

  하나로 수업의 내용은 [그림5]와 같이 직접체험활동이냐, 간접체험활동이

냐에 따라 달라지며, 수업 방법 또한 달라진다. 직접교수활동은 주로 기법적 

차원을 가르치기 위한 설명하기, 피드백주기, 시범보이기 등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간접교수활동은 교과내용을 직접 가르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의미한

다.

  하나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터’와 ‘패’를 통한 활동이 있다. 터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간으로 ‘하기터’, ‘쓰기터’, ‘읽기터’, ‘보

기터’, ‘배움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육과 관련된 하기, 읽기, 보기, 

쓰기, 듣기 등 다양한 수업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패는 하나로 수업

에서의 모둠형태로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 때 

역할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업의 상황에 맞게 학생들끼리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이러한 패별 활동은 반복적이며, 단순한 기능 및 과제수행만으로 이루어지

는 체육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문적 체험을 통해 서로 스포츠의 내면에 

대해 끊임없이 교류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운동소양이 길러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좋은 조직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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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주(역할명) 역할분담내용

이끔이
수업 운영 

전반에 관여

패의 리더로 패활동을 이끌고 패원들의 역할 분담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

장단이 듣기터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시범이 하기터
운동기능과 표현활동의 시범을 담당하고 전술구사나 

시연 등을 계획하고 담당

창작이
얘기터, 창작터, 

하기터

창작활동과 관련한 수업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담당

영상이 보기터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활용과 영상기기 조작을 

담당

꼼꼼이 쓰기터, 읽기터
패별 과제와 수업활동내용을 파악하여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

꾸밈이 창작터, 얘기터
수업활동에서 미적 감각을 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의

상, 소품 등을 구하는 역할

지은이 쓰기터
패별 과제와 수업활동에서 작문이나 토론내용을 정리

하는 일을 담당

기록이 쓰기터, 읽기터
과제활동에 대한 기록, 경기내용 기록 등 기록과 연관

된 일을 담당

[표 2] 하나로 수업에서 패원들의 역할과 활동 내용(최의창, 2010, 233p)

   2) 하나로 수업의 선행연구

  이러한 하나로 수업은 통합적 체육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많은 선행연구들

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를 담임교사가 가르

치는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활동의 서사적 체험을 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뛰어

나,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배출되었다.

  하나로 수업은 기능 위주의 체육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강

나리, 2012; 김우현, 2011; 배승범, 2009; 전세명, 2010)들이 많았으며, 

통합적 체육교육 방법의 적용이 기존의 분절된 방식의 교과교육보다 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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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 있다는 연구(남기량, 2012; 박광렬, 2007; 천지애, 2013; 최솔담, 

2016) 등이 있었다. 이는 통합적 체육교육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업의 단

점들을 보완하고 필수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연도) 연구 주제

박광렬(2007)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이 체육 학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서장원(2008)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 적용

배승범(2009)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교과인식과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세명(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체육 교수-학습과정에의 통합적 접근

김우현(2011) 하나로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 기피 학생의 인식변화

강나리(2012)
하나로 수업 모형 실천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변화 탐색

남기량(2012)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음악 줄넘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참여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박규림(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6학년 도전활동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천지애(2013)
‘즐거운 생활’의 재발견 

: 초등 통합교과 수업모형으로서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 검토

김재기(2014)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스포츠맨십 형성과정 탐색

김혜영(2014)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을 통한 

초등체육수업의 어려움 요인 탐색

최솔담(2016)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표현활동 무용수업이 

초등학생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표 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나로 수업 선행연구

  하지만 하나로 수업모형도 그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김혜영

(2014)은 하나로 수업 모형의 초등체육수업에의 적용에서 겪는 한계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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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간접 체험활동의 시간이 직접 체험활동의 시간

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부정적 반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 짧은 체육시간에 

너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목표가 분산되고, 학생들이 피로감을 느

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체육 중심 융합 수업

   1)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의 필요성

  역량중심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분과적 교육 형태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개선하

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교과 내 영역 간, 또는 교과 간 연계를 활용한 융합

적 교수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융합 교과 및 교육 모형 개발을 제안하거

나(한혜정 외, 2014), 융합 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개선 방향을 

제시해 왔다(이광우 외, 2014).

  사실 교육 분야에서는 산업계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융합’이

라는 용어보다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엄밀히 말하면 둘의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은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을 위해 교과와 학습자의 경험 연계 방식, 교과 간 연계 방식, 학습자 

생활과의 연계 방식 등을 의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하므로 그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체육 교과에서도 융합 수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신체활동을 통한 

역량의 함양은 직접적 체육활동뿐 아니라 간접적 체육활동을 통한 통합적 교

수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이 기존의 하나로 수업과 같은 통합적 체육교육 수업

과 다른 점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적 

체육활동을 체육 시간이 아니라 다른 교과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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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하나로 수업이 지적 받았던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육과 연계된 다른 교과의 성

취기준 또한 신체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실천적 활동을 통해 역량의 

함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2)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의 설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간 융합 수업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Drake의 KDB 모형(Drake & Burns, 2004), 한혜정 외(2014)의 창의·융합

형 교수·학습 모형, 김진수(2011)의 STEAM 교육을 위한 큐빅 모형 등 어떠

한 통합적 방식을 따르는지, 어떠한 단위와 맥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

한 융합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2017)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융합 방식, 융

합 요소, 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연계·융합 교육 모형을 개발하여 제

시하였다. 바로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과 주제기반 설계 모형이다.

[그림 6] Drake가 제시한 통합의 위계와 각 모형의 통합 접근 방법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은 Drake가 제시한 통합의 위계 중 간학문적 접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제기반 설계 모형은 다학문적에서 탈학문적까

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접근 방법을 보일 수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7).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은 교육과정 분석에서 시작해서 연계․융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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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을 추출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전한 후 연계․융합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모형을 말한다.

[그림 7]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교육과정평가원, 2017)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은 여러과목의 성취기준을 분석 후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교육과정의 분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체육 중심 융합수업은 체육 중심의 주제가 목표로 설정 되어야 

하기에,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의 적용은 제약이 따라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은 학생들이 흥미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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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을 선정한 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각 교과에

서 주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연계․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형이다. 

[그림 8] 주제 기반 설계 모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을 통한 접

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체육 중심의 주제를 설정한 후 다른 교과

의 성취기준을 연계시키는 것이 신체활동 본위의 맥락을 유지하는데 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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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체육 중심 융합수업은 주

제 기반 설계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1)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필요성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서는 분절적 체육교육이 아닌 통합적 체육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하나로 수업, 체육 중심 융합수업 등 다양한 통합

적 교육방법의 적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의 범위는 이제 수업을 넘어 

생활, 환경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세계의 추세이다.

이러한 개념 아래 최근 여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포괄

적 학교 체육 프로그램(이하 CSPAP)이다. 이는 학교를 총체적

(whole-of-school) 시각으로 바라보고, 학교체육을 하나의 상위 범주 프로그

램으로 여겨,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Centeio et al., 2014; 

Tannehill et al., 2015; 박용남, 2018b). 

CSPAP는 미국, 호주, 독일, 아일랜드 등 여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교과활동, 비교과 신체활동, 그리고 지역연계라는 공통적인 삼겹

(threefold) 구조로 되어 있다(박용남, 2018b). 

이러한 CSPAP는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Carson at., 2014; McMullen et al., 2015; 

Tannehill et al., 2015; 박용남, 2018b), 이는 개인의 신체활동이 그 개

인이 속한 사회 생태학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설명해주며, 신

체활동 참여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어 신체활동의 지속적 참

여와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포괄적 체육교육의 특징 중 통합적 체육교육의 시각에서 주목할 점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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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정규체육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신체활

동, 학교 밖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신체활동 등이 서로 연계되어 일상

으로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러한 신체적 활동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이다. 그동안 통합적 체육교육에서도 일상과의 통합 및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체육교육의 체계적 설계 및 교육, 신

체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림9]CSPAP의 구성(www.shapeamerica.org)

  하지만 CSPAP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급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적용에는 많은 준비와 예산이 필

요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포괄적 학교체육이 가지고 있는 체육교육의 방향

성은 충분히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학급 수준의 교육과

정 재구성을 통해 체육 친화적 교육과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즉 교과시

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의 시간, 학교, 학급의 환경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체육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의 확대를 이끌어내 체육 친화적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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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교육에서 말하는 학급의 정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되어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교수-학습조직의 기본단위이다. 이

러한 학급을 박병량(1997)은 학생들의 생활의 장으로써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적·심리적 활동이 이루어 지는 곳이라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급은 작은 사회의 축소판이며, 통합적 교육을 통한 역량의 

함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학급을 통솔하는 교육적 활동을 학급운영(학급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는 학급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비인적 자원을 활용하

여 계획, 조직, 지도,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급을 운영하는 협동적 

활동(박병량, 주철안, 1999), 교사가 학급을 통해 교수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업무와 활동(박남기, 2008) 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학급운영의 범위는 수업을 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및 공간 전

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학급운영을 설계하는 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학급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담임교사이다. 초등교육에서는 학급담임제를 근간으로 교과 및 생활 지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시기가 생애발달 측면에서 

정신적, 정서적 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므로 담임교사

에 의한 통합교육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최종희, 박수정, 

2015).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체육 교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

과를 가르치며, 1교시 수업 전 아침시간,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계획하여 실행할 수도 있으며, 각 학급

의 교수·학습 도구 배치, 게시판 관리 등 환경정리를 도맡아 책임진다. 

  이를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범주를 설정하면 

크게 수업, 생활,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위



- 36 -

해서는 담임교사에 의한 체육 친화적 수업, 생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저자(연도) 연구 주제 프로그램 적용 범위

김현애(2003)

음악치료를 활용한 학급운영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틈새시간활용

교과시간

상담(생활지도)

이인희(2007)

교실놀이를 활용한 학급경영이 초등학생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업 전, 중, 후

남은미(2008)

아들러의 ‘논리적 결과’를 활용한 

학급운영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개선에 

미치는 효과

학급회의 활용

이선덕(2010) 그림책을 활용한 학급경영 사례연구
아침시간, 교수학습연계, 

재량시간 활용, 학급환경정비

김애진, 

오익수(2010)

격려 중심의 학급 운영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및 

자기격려에 미치는 효과

아침시간, 재량활동시간,

상담,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과, 행사

유준희(2010)

교실놀이 활용 학급경영이 

초등학생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업시간, 쉬는 시간 

아침자습시간, 종례시간 등

김소희(2010)

동요 중심의 교실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5 & 6학년 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수업시간, 아침시간, 

교실 환경판 이용, 

과제, 역할부여

권해일(2015)
문화예술중심 학급 운영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체험활동, 학급운동회, 

장기, 단기프로그램

정태윤, 

윤종필(2018)

민주주의 학급운영의 설계와 그 효과 : 

학급회의를 중심으로
학급회의

[표 4] 학급운영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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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업, 수업 외 학교생

활시간, 환경을 전반적으로 활용한 학급운영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선덕

(2010)은 그림책을 이용한 학급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수업 전 아침시

간, 수업시간, 학급 환경 등에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했다. 동요 중심의 학급운영을 연구한 김소희(2010)의 경우 수업시간, 

수업 전 아침시간, 교실 환경 게시판, 교실 내 생활 규칙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경뿐 아니라 학생들이 지켜야할 생활 규칙 등을 활용했다는 것

이 특징이다. 김애진, 오익수(2010)의 연구는 수업뿐 아니라 학급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상담, 행사 등 교사가 운용할 수 있는 학급 운영의 요소들을 최

대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학급운영의 한 요소를 특화시켜 진행한 연구들도 있었다. 남은미

(2008), 정태윤, 윤종필(2018)의 경우 학급회의 시간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학급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인희(2007)의 연구의 경우 주로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한 학급운영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학급운영을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급운영 프로그

램 설계 시, 학급운영의 범주를 정형화할 수는 없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연

구자의 관점에 따라 학교생활 전반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특정

한 학급운영 요소를 특화시켜 진행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학급운영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해 놓아야 구체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성공적 설계를 위해

서는 학급운영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먼저 적용 범주를 크게 수업, 

생활, 환경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세부적으로 수업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동, 생활은 수업 외 아침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틈새시간, 학급 과

제, 모둠 조직 등을 지칭하며, 환경은 게시판, 학급물품배치 등을 활용한 교

육지원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범주화된 수업, 생활, 환경의 요소를 체육 

친화적으로, 체육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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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학급생활과 교실환경이 수업에 맞추어 서로 연계되어 지원, 활용,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0]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기본 구조

  이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 10]과 같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

영 연구는 체육수업 및 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융합 수업,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 경험의 확장, 학급 환경 개선을 통한 직·간접적 

교육효과 기대 등 학급운영에서 담임교사가 조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활용

하여 신체활동 중심의 통합적 체육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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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논리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담임교사로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며,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접근법을 가진다.

  첫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 대상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의미를 분석 및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

식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는 사회적 및 문화적 현장으

로서 의미를 갖는 여러 교육적 장면들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연구대상이 어

떠한 인식과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Wolcott, 

1984). 따라서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연구 대상인 학생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나타나는 현상과 의미들을 이해해야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해석적이며 수치화 되지 않는 인간의 사고 방

식을 반영하고 있으며(Lazaraton, 2003), 관찰, 면접, 문서 등을 활용하여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본질적이며 다각적인 연

구방식이다(Denzin & Lincoln, 2008).

  둘째, 연구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따른

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사람이 활동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의미에 주목한다(Creswell, 2017). 본 연

구는 학급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며,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최대한 신뢰하여야 한다.

  셋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통한 2015 체육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인 교사가 직접 연구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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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적 연구를 통해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연구활동인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갖는다

(Stringer, 2004). 실행연구는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한 현장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김영천, 2013)로 연구자는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이라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화

에 관심을 가진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그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 함양 및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는 2018년 2월

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그림과 같이 연구계획, 연

구실행, 결과분석의 3단계를 거쳤다.

[그림 1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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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 후 스포츠 리

터러시 함양과 관계된 문헌 및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들어갔다. 또 학급운영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

이므로, 1학기 동안 충분한 관찰을 통한 학생들의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 주 참여

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은 연구계획 단계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연구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

되는 현 교육과정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동시에 윤리적 지침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적 체육교육 방법으로 학급운영이라는 생활과 환경으로 확

장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 전 동료 

교사 및 스포츠교육학 연구실의 박사, 석사 실원들의 조언을 받아 수정, 보

완하였다.

[그림 12] 실행연구의 과정

(Mctaggart & Kemmis, 198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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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행 단계에서는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실행과 함께 참여관찰, 현지문

서, 심층면담 등을 통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연구실행은 교육과정상 2학

기에 해당되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Kemmis와 

McTaggart(1998)이 개발한 실행연구 모형에 따라 계획-실행-관찰-반성의 

단계를 거쳤다. 실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의 미비점은 반성 후 보다 발전된 

계획을 위해 동료교사나 전문 연구자들의 자문을 거쳐 수정된 계획을 세웠다

(최의창, 1998). 모든 연구가 실행된 후에는 교사의 참여관찰, 반성일지, 학

생들의 체육일기, 기타 현지문서 등 수집된 자료들을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

해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경우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구성원 간 

검토, 삼각 검증법,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자의 오해석을 최소화하고 연

구의 진실성을 높이려 하였다.

  연구결과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해석을 바탕으로 

실행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후 연구의 한계 및 개선점을 분석하여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2. 연구 환경

  가. 연구배경 학교

  연구가 진행된 배경인 정상초등학교(가칭)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총 

학생 수 1400여명, 학급 수 48학급의 대규모 학교이다. 연구 대상이 속한 4

학년은 총 8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급 당 학생은 30명 내외로 인

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들의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를 상회하는 과밀 학급에 

해당된다. 1개 학년이 200명이 넘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 학년 군이 아

닌 학년 단위로 학년별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수준이 비슷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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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로 학군이 이루어져 있다. 학부모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주변 학교

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학구열 또한 높아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의 참여도

가 높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이

루어졌다.

학생 수에 비해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교 운동장 및 강당은 좁

아, 사용에 제한이 따랐다. 학년별 운동장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운동

장 체육 수업은 주 1회 보장된다. 강당은 2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이 가능하

였으며 역시 학급당 주 1회 이상의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 각 학년별 수업시

간과 점심시간이 겹쳐 학교 내에서 충분한 신체활동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다. 6학년은 체육전담교사가 존재하며, 나머지 학년은 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담당한다.

  나. 연구배경 학급

  연구자가 담당하여 지도하고 연구배경이기도한 학급은 정상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으로 남학생 14명, 여학생 14명, 총 2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급

은 4명씩 7모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둠 구성원에 따라 연구 실행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도 및 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체육 능력 및 학업 

성적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연구배경 학교 운동장 연구배경 학교 강당

[그림 13] 연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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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학생들의 교과 선호도 1위는 체육 교과로 해당 교과에 대한 정의적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와는 별도로 수업 외 시간 등을 활용한 신체활동 참가

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남학생들은 일부 놀이형태를 통하여 신체활동 시간

을 확보하였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 독서 등 비 신체활동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였다. 교육과정상 평균 주2회의 체육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학급의 경우 신체활동 시간의 추가 확보를 위해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한 틈새 체육활동을 월,수,금 8시 40분 ~ 9시 동안 실시하

였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로서 연구자

  실행연구의 참가자로서 연구자는 2019년 현재 6년차의 초등교사이며, 인천

시 남동구에 위치한 정상초등학교(가명)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연구자는 교

육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심화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 초등학생들의 스포츠교육 

양질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

하고 있다.

  연구자는 스스로 체육을 좋아하고 향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양한 운동

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체육 활동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체육을 가르

치는 교사로서 신체의 교육뿐 아니라 신체를 통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아직도 단순 기능위주로 운영되는 체육 교과에 대한 올바른 교육

과정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대학원 수

학 뿐 아니라 초등교사 체육수업 교사학습공동체인 ‘티처런’ 커뮤니티에 가입

해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조금 더 쉽고 재

미있게, 또 대충이 아닌 제대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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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량과 체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인문적 체육교육 및 통합적 체육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나. 연구 참여 학생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정상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들로 2015 개정 체육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1학기 동안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파악된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은 높은 편이 아니며,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적다. 수영과 같은 특정 종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많으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을 즐기는 학생들은 많지 않

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 방과 후에는 주지 교과를 배우는 학원에서 주

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신체활동을 즐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들 전체에 해당되며, 이 중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비

확률적 표집(non-probabilistic sampling)’의 방법으로써 유목적 표집법

(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의 주 참여자를 선정 하였다. 구체적

으로 연구의 주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연구 과정에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 및 

관찰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밝힌 학생 중 참여관찰, 사전 면담, 체육오성지

수 검사지를 활용하여 운동소양 정도를 진단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범주의 

학생들로 주 참여자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운동소양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체육오성지수 검사지는 2015년 

스포츠교육연구실과 하나로 수업연구회에서 개발한 체육을 통한 전인성 판단 

검사지로 선행연구(한유정, 2016; 정원석, 2018)에서 시험적 현장 적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증된 검사지가 아니므로 잠정적이고 간접적인 증거자료

로써 활용되었다. 따라서 점수화 하여 수준 정도를 진단내린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운동소양 수준과 교사가 1학기동안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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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체육오성지수 검사(PIEMSQ)는 전인을 이루는 다섯 가지 성향인 체성, 지

성, 감성, 영성, 덕성을 학생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용과 중등용이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그림14] 초등용 체육오성지수 검사지

(스포츠교육연구실, http://cafe.daum.net/SPIL

자료실)

연구의 주 참여자를 희망한 학생들은 많았으나,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이고 연구 참여자의 내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관찰 및 분석을 위해

서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적절하다는 동료 교사 및 연구실의 조언을 통해 9

명의 학생들이 주 참여자로 선정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성된 연구 참

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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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명 성별 학년 특징

1 현실이 남 4

학급에서 가장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축에 들며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김. 체육수업을 매우 좋아함.

다소 언행이 거칠고, 승부욕이 강해 친구들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인문적 체육교육에 평소 흥미가 없음

2 열심이 여 4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학습태도가 훌륭하고 

체육수업에서는 건강영역에서 끈기가 높아 두각을 나타냄. 

평소 신체활동 참여율은  낮음.

3 표현이 남 4

체육수업을 좋아하며, 특히 표현활동 수업에 가장 적극적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춤을 계속 배워왔으며, 평소  

몸으로 표현하여 창작하는 활동에 가장 열정적임

4 꾸준이 남 4

학교생활이 바르고 교과 공부도 매우 열심히 참여함. 

부모의 관심이 높으며, 체육 참여도는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편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글 쓰는 

실력이 뛰어난 편임.

5 믿음이 여 4

성실하고 학교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임. 

신체활동은 체육시간에는 열심히 참여하나 수업 외 

시간에는 참여하지 않음. 또래에 비해 성숙한 편.

6 호감이 남 4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으며, 독서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음.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체육을 잘하고 싶은 동기는 

강하나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나지 않음.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음.

7 활달이 남 4

신체활동에 적극적이며 수업 외 시간에도 신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나, 행동이 거칠어 신체활동 중 교우들과 

문제가 자주 발생함.

8 혜안이 여 4
정신적 성숙도가 빨라 고학년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나타남, 

평소 신체활동 참여율은 보통이며, 감정기복에 따라 달라짐.

9 착실이 여 4

또래에 비해 신체발달이 느린 편이며, 운동기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함.  모든 학교 

활동에 정성들여 참여함.

[표 6] 연구참여 학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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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일반적 생각 및 경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회 실시되

었다.

범주 내용

체육 인식
- 여러분은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체육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체육수업 

경험

- 여러분은 체육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이

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체육 수업 후 아쉬웠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체육 수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학교 생활 

내 체육 

경험

- 여러분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나요? 어떠한 체육활

동을 하고 있는지 적어주세요.

- ‘내가 학교 자유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 때문이다.’ 라

는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체육수업 중 어떤 활동을 제일 하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침 체육 시간에 □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을 완성해보

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한다면 어떠한 과목이 좋을까요?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 체육을 몸뿐만 아나리 읽고, 쓰고, 보는 활동과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

나요?

- 학교에서 체육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늘린다면 어떠한 점이 

도움이 될 것 같나요?

[표 7] 개방형 설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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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의 생생한 경험담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한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도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 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2회에 걸쳐 진행되었

다. 심층면담은 구조화된 면담, 반 구조화된 면담, 비 구조화된 면담으로 나

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몇 가지 질문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인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세심하게 이해하며 깊은 관심이 필요하

므로(이용숙, 1998), 추가적인 질문들은 평소 연구참여자를 관찰한 정보를 

활용하여 하도록 하였다.

범주 내용

체육에 대한 

자기 인식

○ 나는 체육을 몸으로 즐기고, 지식을 배우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10

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체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는 체육을 몸으로 즐기는 것 이외에, 지식을 배우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수업에 

대한 자기인식

○ 나는 체육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 나는 그동안 체육 수업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성장했나요?

○ 기억에 남는 체육 수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생활 내 

체육 경험에 

대한 인식

○ ‘나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를 한다.’ □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는 친구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 우리반 체육 행사를 한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나요? 어떠한 역할을 

해보고 싶나요? 그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 ‘내가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 때

문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8] 사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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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평소 체육에 대한 생각 및 경험을 파악하

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사후 심층면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량적 측정도구로 포착하기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범주 내용

체육에 대한 

자기 인식 

변화

○ 나는 체육을 몸으로 즐기고, 지식을 배우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10

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체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는 체육을 몸으로 즐기는 것, 지식을 배우고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무

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체육수업에 

대한 자기인식 

변화

○ 나는 체육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 나는 체육 수업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성장했나요?

○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체육 수업을 해보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체육 수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변화

○ ‘나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를 한다.’ □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아침활동시간을 통한 체육활동은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도움 되었나요?

○ 학교생활에서 체육을 실천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요? 그러한 방법

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나의 삶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9] 사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사후 심층면담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실천 기회를 제공한 후 학기 말에 실시했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실질적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다 면밀히 관

찰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실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후 심층

면담은 사전 심층면담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가 어떻게 변화하

고, 실천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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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여관찰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참여하여 그들이 느끼는 행동, 말, 감정 등을 연구자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이용숙, 1998). 본 연구 기간 동안 연구

자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도 많은 시간을 학생들의 행동 및 대화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를 통해 느낀 바를 관찰 일지를 통해 기록하였다.

[그림 15]  관찰 일지 사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는지, 의미 있는 행동이 포착될 때 짧은 메모를 

통해 기록 후 관찰일지를 통해 재구성하며 기록했으며, 때로는 사진을 활용하

여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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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지문서 ( 개인 과제물, 모둠별 과제물, 체육일기 등 )

현지문서는 연구현장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의미하며, 공식

적인 문서부터 사적인 문서, 메모까지 모두 자료로서 분석될 수 있으며, 관

찰로 파악하기 힘든 내면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Marriam,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문적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체육수업보다 보

다 다양한 현지문서들이 생산되었다, 이 중 많은 현지문서들이 의미 있는 결

과분석을 위한 중요한 분석 토대로 작용되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는 체육 

중심 융합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및 종료 후 감상문, 체육일기 등을 생산하였

으며, 비정기적으로는 스스로 직접적, 간접적 신체활동의 실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에 참여하면서 생산해내는 기록물들

은 그 자체로 연구결과에 의미를 주기도 하였으며, 심층 면담 등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활에서 의미 있는 점을 찾아내는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

였다.

[그림 16] 현지문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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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성, 분석,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법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구성원 간 검토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

료에 대한 분석에 대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직접 확인받는 과정으로 연구자의 

분석이 잘못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받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그 분석에 대해 연구 참여자와의 재 면담을 통한 확인절차를 통해 자료의 신

뢰도를 높였다.

  나. 동료 간 협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편견으로 자료해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자가 속해있는 스

포츠 교육연구실의 박사 및 석사 실원들과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동료들과 협

의하여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해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다. 삼각 검증법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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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방법이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참여

관찰, 현지문서의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6. 연구의 윤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중 실행하는 연구로서 보다 

높은 연구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아동의 자발적 동의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stitative)을 이수하였으며 연구 기간 중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

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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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구성 및 실행

  가.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의 원리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원리 도출

이 선행 되었다. 이와 관련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에 앞서 어떠한 기

준으로 조사 대상 및 범주를 정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 설정부터 하였다. 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 아래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통합적 체육교육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프

로그램은 통합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통합적 체육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 및 가치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 통합적 체육은 다양한 종류

와 수준의 방법을 일관성을 지닌 하나의 틀 안에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실행

하는 접근방식(최의창, 2007; Placek, 2003)으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

로그램은 이러한 통합적 체육의 이론과 구체적 실천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구성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적 체육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인문적 체육

교육론, 하나로 수업모형,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구성 원리를 도출해내야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및 가치를 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되며 이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체육 친화

적 학급 운영 프로그램 역시 일선 단위학교의 한 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방법, 가치를 담아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서 지역, 학교, 교

사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 친화적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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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도 하나의 새로운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천적 방법으로써 제시되

어야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면밀한 분석 후, 그 안에 담고 있

는 원리 및 가치를 통합적 체육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원리로 활용

해야 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학습자가 어떠한 수준 및 

환경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 학교,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권장한다. 이는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했을 때 그 효

과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설문조사, 연구 참여자 관찰 등을 통해 파

악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 따라 문헌 분석 후 도출해낸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의 원리는 총 6가지로 통합성, 다양성, 연계성, 지속성, 자율성, 협동성

이다. 

[그림 17]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원리 도출 과정

이 6가지 원리를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 3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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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적 측면 : 통합성과 다양성

  내용적 측면은 본 프로그램이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이 목적이므로 스포츠 

리터러시(운동소양)의 함양을 다룬 선행연구 및 이론 분석을 통해 어떠한 교

육적 내용이 운동소양의 함양을 이끄는지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운동소양의 함양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

로 수업모형에 담긴 통합성과 다양성의 내용들이 초등 체육의 맥락에서 학습

자의 인지, 심동, 정의적 영역 모두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강나리, 2012; 남기량, 2012; 문경남, 2017; 전세명, 2010; 천지애, 

2013; 최솔담, 2016). 즉 통합화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발달의 여러 측면(인

지, 심동, 정의 등)이 동시에 관여하고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

양화는 수업 활동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중적 체험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최의창,2007a).

  구체적 실천 방법인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모형은 초등 체육의 목

표, 내용, 방법, 평가의 통합적 구성과 인지, 정의, 심동의 통합적 발달, 그

를 위한 다양한 서사적 체험을 강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은 결국 통

합성은 곧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다양성은 통합성을 위한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학급운영을 구성하는 범주인 

수업, 생활, 환경 모두에서 통합성과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활동들이 구성

되었다. 구체적인 방향은 서사적 체험을 통해 다양함을 담고, 수업, 생활, 

환경 모두에서 연결되어 인지, 정의, 심동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합성을 띠도록 했다. 이때 서사적 체험이란 체육을 단순히 하는 것을 넘

어, 보고, 읽고, 쓰고, 감상하는 등 다양한 인문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내용 원리는 통합성에 이어 다양성을 갖추

도록 했으며 수업, 환경, 생활의 모든 구체적 프로그램에 통합성과 다양성의 

원리를 담도록 했다. 이를 반영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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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통합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통합적 경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사적 체험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식, 기능, 태도,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합  

  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실행적 측면 : 연계성과 지속성의 원리

  통합성과 다양성의 원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실제로 어떠한 과정과 구조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CSPAP의 포괄적 프로그램의 경

우 학교에서의 체육 프로그램이,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활동과 이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도 단순히 체육의 경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경험이 서로 연관, 연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여 하교를 하는 순간까지의 학급에서의 수

업, 생활,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수업의 내용이 환경과 생활로 

이어지고 환경이 수업과 생활에서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서로 연계성을 가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 연계성의 원리를 중요 요인으로 삼았다. 

  또 여러 학급운영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어떠한 촉진, 참여요인과 관련

된 것들은 일시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즉 지속

적으로 그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고 참여가 보장되었을 때, 학생들의 신체활동

이 양적, 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의 원리 또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 중요한 원리로 삼았다. 이를 반영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수업, 생활, 환경 프로그램은 서로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지속적 참여를 통해 재미를 넘어 배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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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적 측면 : 자율성과 협동성의 원리

  아무리 학급운영 프로그램이 좋을지라도 연구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선행연구 및 연구 참

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의 큰 촉진요

인은 바로 자율성과 협동성이다. 자율성은 학생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으로 참여할 때,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학생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협동하여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박윤

혁, 이승배, 2009),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참여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이 실천적 측면에서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협력적 공동체를 통해 자

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이를 반영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한다.

· 프로그램은 협동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프로그램은 ‘함께’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위와 같이 도출된 6가지의 원리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그

림 18]와 같이 구성되었다. 수업, 생활, 환경 모두 체육 중심의 통합성과 다

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서로 연계되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자율성과 협동성 속에서 수업, 생활, 환경에

서 온전히 체육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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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 구성원리

  구체적 프로그램은 수업에서는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이 4개의 프로젝트 수

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체육 영역중심 수업이 다른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과 

융합, 연계되어 실행되도록 했다. 생활에서는 체육 중심 학급생활을 위한 체

육 아침활동, 체육 문학활동, 체육 모둠활동이 이루어졌다. 환경에서는 스포

츠 자료터, 스포츠 학급문고, 스포츠 게시판으로 구성된 체육 친화 교실환경

이 조성되었다. 이는 수업에서 일어난 배움을 생활과 환경에서 실천하고, 심

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 교실

은 배움의 공간, 실천의 공간, 적용의 공간이 되었다.

  나.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실행

  

   1) 체육 중심 융합수업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핵심요소로 수업에서 생

활, 환경으로 이어지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즉 생활과 환경에서 실천되고 재구성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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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의 출발점이자 연결고리의 역할이었다.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은 하나로 수업 모형의 원리를 체육 영역 내 통합, 

타 교과와의 융합, 창의적 체험학습과의 연계를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기존 

하나로 수업 모형과 교과 간 융합 수업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구성하였

다. 하나로 수업에서 인문적, 서사적 체육 경험을 중요시하여, 체육 수업에서 

간접적 체육 활동을 활용한 것처럼 체육 중심 융합 수업에서도 체육 중심 주

제로 설정된 프로젝트 수업에서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문적, 

서사적 체험이 결합된 통합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체육 중

심 융합수업을 통해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이 가능한 통합적 체육교육 방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타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사적 체험 시간을 확보함

으로써 체육 수업에 제공될 수 있는 신체활동의 시간 또한 충분히 확보했다. 

이는 체육 수업시간에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줄어든다는 하나로 수업의 단점

을 보완하는 방법이었다.

체육 중심 융합수업은 다른 교과를 체육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연스

럽게 활용하지만, 동시에 연계된 각 교과의 성취기준 또한 달성할 수 있으므

로 교육과정의 결손 없이 성취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재구성 과정이 필수적

으로 선행되어야 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이므로 

타 교과의 성취기준도 단순히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서 수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합 수업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원

칙 아래 이루어졌다.

첫째, 정해진 3,4 학년군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활동은 구성하지 않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 군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각 학년에 맞는 성취기

준이 제공된다.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연계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3,4 학년군을 벗어난 성취기준은 활용해선 안된다. 따라서 연초에 구성된 학

년별 교육과정 계획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의 협의를 거

쳐 수업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특히 각 학교 별 특색 프로

그램이 교육과정 상 설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기의 중첩이 일어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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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둘째, 합리적 수준의 수업 시수를 배정한다. 체육 중심의 융합수업이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핵심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프로젝트는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젝트 수업들의 구성을 참조하여 적정 

시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운동소양과 통합적 체육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백승현, 

2018; 정원석, 2018; 한유정, 2017), 하나의 프로그램이 10차시~15차시 수

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도 한 프로젝트 

당 10~15차시 분량의 시수로 구성하며 한 달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틀로 잡았다.

[그림 19] 체육 중심 융합수업의 구조

셋째, 체육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이며 다양하게 경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다. 체육은 교육과정상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사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

생들은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경쟁 영역으로 치우친 체육 수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인 다양성의 원리를 반영하여 체

육 교과의 대표 영역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융합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적극 활용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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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을 확대하고 학급에서의 자율적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부,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

동, 진로활동 중 특히 자율활동은 교사의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미처 담지 못한 활동들을 구성하여 실천할 때 활용하

도록 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예회와 같은 행사를 수

업과 연계시켜 통합성 및 실천성을 높이려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 체육 중심 융합수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에

서 제시한 주제 기반 설계 모형에 기초하여 총 4개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

성되었다. 각 프로젝트는 체육을 중심으로 활동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한 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교과, 창체의 성취기준을 연계시

켜 주제망을 형성하였다. 그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학습 내용을 선

정한 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평가는 프로젝트가 진행 됨에 따라 결과와 

과정 중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는 지양하

였다. 실제 진행된 체육 중심 융합수업의 구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20] 체육 중심 융합수업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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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프로젝트는 실제로 한 학기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주제에 따라 

짧게는 1주 길게는 2달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은 모든 

차시가 연달아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단계에 맞게 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그리고 학교 급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

록 동학년 교사들과의 협의도 필요하였다.

[그림 21]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

각 프로젝트 수업은 타 교과와의 연계된 수업을 통해, 각종 현지문서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성된 현지문서들은 학생들의 평가 자료나 연구결

과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안전 영역 프로젝트 수업은 캠페인 활동, 

안전표어 만들기 활동을 통해, 표현 영역 프로젝트 수업은 학예회와 연계되어 

안무를 창작 후 실제 공연 발표회를 통해, 건강·도전 영역 프로젝트는 자신

의 왕복달리기 누가 기록을 꺾은선 그래프로 만들어 전시하는 활동을 통해, 

경쟁 영역 프로젝트는 모둠별 대항전을 통해 실천적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 65 -

프로젝트명 안전한 학교생활, 안전한 체육활동! 시수 10차시 시기 9월

성취기준

체육

[4체05-01] 신체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탐색한다.

[4체05-03] 신체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신체활동

을 수행한다.

[4체05-05] 게임 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조사하고 예방 및 대처 방

법을 익혀 위험 상황에 대처한다.

국어

[4국01-02]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미술
[4미02-05] 조형요소(점, 선, 면, 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목표 학교에서 신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과목 관련 단원 시수 활동 주제 참고 사항

체육 5.안전 1~2/10

▪신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알아보기

▪우리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활동 안전사고 

탐색하기

- 학교에서 보고 들은 위험했던 상황 나누어보기

- 모둠별로 학교 내 신체활동 공간 탐색하며 위험 

요소 찾아보기

*안전사고 가능

성이 높은 곳 

사진찍어 오기 

창체 자율활동 3/10

국어
3. 바르고 

공손하게 
4~5/10

▪예절을 지키며 회의하기

▪학급회의를 통한 우리반 신체활동 안전규칙 만들기

-우리가 원하는 반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이기

-우리반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규칙 정하기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체육 5.안전 6/10
▪우리반에서 지켜야할 신체활동 안전규칙 표어로 표

현해보기

- 표어를 만들기 위한 구성요소 알아보기

▪다양한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표어 꾸미기

- 표어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꾸미기 활동하기

▪안전 표어로 교실 꾸미고 감상하기

-안전표어로 교실환경 개선하기

☆안전 표어를 

스포츠 게시판

에 게시

(환경 연계)

국어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7/10

미술
3. 느낌과 

생각대로
8~9/10

체육 5. 안전 10/10
▪안전규칙을 실천하며 공동체 놀이 하기

- 술래잡기, 진 놀이, 궁금합니다 등

※관찰

평가

창체 자율 점심시간 ▪안전 표어로 복도에서 캠페인 활동 하기
☆수업 외 시간 

활용

[표 10] 안전 중심 융합 수업 프로젝트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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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도전 체력왕! 건강한 신체 만들기 시수 15차시 시기 10~12월

성취기준

체육

[4체01-01]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고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4체01-02] 다양한 운동 수행을 통해 체력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경험한다.

[4체01-05] 체격 및 체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체력 운동 계획을 

세워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한다.

[4체01-06]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체력 운동 및 여가 생활을 실천한다.

[4체02-02] 속도 도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기록을 향

상할 수 있는 기본자세와 동작을 찾아 도전 상황에 적용한다.

[4체02-03] 자신의 속도 도전 결과를 시기별로 측정하여 그 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록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

한다.

[4체02-04] 수련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

진하며 속도에 도전한다. 

국어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

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수학

[4수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

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4수05-01]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그래프나 막대그래프로 나타

낼 수 있다.

목표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한 후, 

체력 향상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과목 관련 단원 시수 활동 주제 참고 사항

체육

1. 건강 

/

2. 도전

1-3/15

▪자신의 건강, 체력 상태 파악하기

  - 자신의 평소 운동 습관 및 건강상태 돌아보기

  - 건강한 삶, 좋은 체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기

▪셔틀런을 통해 내 체력 측정해보기

  - PAPS 체력 측정 도구 중 하나인 왕복달리기를  

    통한 내 체력 알아보기

  - 자기 기록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기

▪다양한 체력 향상 운동법 배워보기

  - 자신의 운동법 친구에게 소개하기

  -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하기

☆체육 아침활동 

시간을 활용해 

개별 연습 기회

를 꾸준히 가지

도록 할 것

☆수학 5단원과 

연계하여 수업

[표 11] 건강·도전 중심  프로젝트 수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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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향상을 위한 운동 실천 계획 세우기

  - 자신의 계획 발표하기

국어

독서 단원

/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4-6/15

▪달리기와 관련된 도서 함께 읽기

  - 달리기와 관련된 책을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체육 도서 독후감쓰기

  - 달리기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한

계에 도전한 여러 도서들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 

읽은 후 독후감을 쓰도록 한다.

  

☆스포츠 학급문

고 적극 활용하

기

☆스포츠 게시판

에 잘 쓴 글 게

시하기

체육

1. 건강

/

2. 도전

7-8/15

▪셔틀런을 통해 내 체력 측정해보기

- 각자의 운동계획을 통해 향상된 체력 스스로 확인  

   해 보기

  (각 월 마지막주에 측정) 

☆스포츠 게시판

을 활용해 실력, 

태도, 노력이 뛰

어난 학생들 보

상하기

국어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9-10/15

▪자신이 실천한 운동을 바탕으로 체육일기 작성하기

- 체육 활동 후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작성하는 

   체육일기 작성법 알아보기

- 최근의 운동경험을 바탕으로 체육일기 작성해보기

▪체육일기 소개하기

- 체육일기를 쓰고 난 후 좋은 점 소개해보기

- 자신의 체육일기 소개하기 

☆수업 이후, 체

육 일기는 선택

과제로 제시

체육

1. 건강

/

2. 도전

11-12/15

▪셔틀런을 통해 내 체력 측정해보기

- 각자의 운동계획을 통해 향상된 체력 스스로 확인  

  해 보기

  (각 월 마지막주에 측정) 

☆스포츠 게시판

을 활용해 실력, 

태도, 노력이 뛰

어난 학생들 보

상하기

수학
5. 꺾은선

그래프

13-15/15

▪실생활을 이용한 자료로 표 만들기

- 매월 기록한 셔틀런 기록을 수학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로 만들어보기

▪꺾은선 그래프 그리기

- 월마다 기록한 나의 셔틀런 개수를 활용하여 

   꺾은선 그래프 작성해보기

- 교실 게시판에 자신의 꺾은선 그래프 기록을 

   게시하기

☆스포츠 게시판

에 작품 게시

미술
3. 느낌과 

생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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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나도 안무가! 음악에 어울리는 안무 만들기 시수 12차시 시기 9~10월

성취기준

체육

[4체04-02] 느낌이나 생각을 창의적인 움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본 동장을 

다양한 표현 상황에 적용한다.

[4체04-03] 개인 또는 모둠별로 움직임 언어나 표현 요소를 활용하여 구성한 작품

을 발표하고 이를 감상한다.

[4체04-06] 음악에 맞추어 신체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동작을 표

현 상황에 적용한다.

[4체04-07] 개인 또는 모둠별로 리듬에 따른 다양한 동작을 구성하여 작품을 만들

어 발표하고 이를 감상한다.

음악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4음03-01]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느낌을 발표

한           다.

국어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4국03-0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모둠 활동을 통하여 음악에 어울리는 동작을 창의적으로 만든 후, 서로 협동하며 익혀 

학예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과목 관련 단원 시수 활동주제 참고 사항

체육 4.표현 1/12
▪기본적인 움직임 배우기

- 여러 움직임 요소 배우고 연습하기

*학예발표회 때 

활용할 안무음악 

모둠별로 준비 

과제 내기

음악

4. 흰 눈, 

깨끗한 

소리

2-4/12

▪음악에 어울리는 동작 만들기

- 각 모둠이 준비해온 음악에 맞는 동작 창작해보기

- 모둠 별 서로 대화를 통해 협동하며 동작 만들기

▪모둠 별 창작 춤 발표하기

- 음악에 맞는 창작 춤 발표하기

- 서로 창작한 안무 감상하고 그에 대한 느낌 발표

하기

- 가장 좋은 안무를 창작한 모둠을 중심으로 학예발

표회 준비 팀 만들기

☆체육 아침활동 

시간을 활용해 

개별 연습 기회

를 꾸준히 가지

도록 할 것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체육 4. 표현

[표 12] 표현 중심 프로젝트 수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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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4. 표현

6-8/12

▪창작 안무 만들기

- 창작 안무를 만들 음악 곡 선택하기

- 발표회 준비 팀 중심으로 창작 안무 만들기

-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에 주의하며 협동하여 안문 

만들기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국어
2. 마음을 

전해요
9/12

▪초대의 편지 쓰기

-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학예발표회 초대의 편지쓰

기 

체육 4. 표현

10-11/12
▪학예 발표회 연습 및 리허설 하기

- 실제 무대 장소에서 연습하기

음악

4. 흰 눈, 

깨끗한 

소리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국어

7. 독서 

감상문을 

써요

12/12

▪학예 발표회 소감문 쓰기

- 직접 안무를 음악에 맞추어 창작하고 발표까지 마

무리한 일에 대한 그림 소감문 작성해보기

- 그림 소감문 발표해보기

▪체육 일기 발표하기

- 학예회 준비 기간 동안 쓰여진 체육 일기 중 좋은 

내용 발표하기

☆잘 표현된 작

품 스포츠 게시

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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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공 하나로, 모두가 하나로! 시수 12차시 시기 9~10월

성취기준

체육

[4체03-02]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게임을 수행하며 경쟁에 필요한 기본 기능

을 탐색한다.

[4체03-04] 경쟁의 과정에서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

을 수행한다.

[4체03-08]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의 필요성을 알고 팀원과 협력하며 게임

을 수행한다.

미술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국어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도덕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자신의 모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구와, 로고를 만들고 서로 협력하여 경쟁 활

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과목 관련 단원 시수 활동주제 참고 사항

국어

3. 바르고 

공손하게

/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우리 모둠의 나타날 수 있는 표현 찾아보기

- 여러 단체의 로고나 엠블럼 찾아보고 그 속에 담

긴 의미 알아보기

- 우리 모둠의 성격 및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표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의견 

나누기

- 모둠별 팀 명 및 구호 정하기

▪팀 명 및 구호 발표하기

- 각 모둠의 팀명에 담긴 의미 발표하기

☆체육 모둠활동

으로 지속하고 

있는 모둠 그대

로 유지

창체 자율

[표 13] 경쟁 중심 프로젝트 수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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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3. 느낌과 

생각대로

▪팀 명에 맞는 로고 만들기

- 모둠과 어울리는 로고 디자인 하기

☆스포츠 전인 

게시판에 만든 

로고 게시 : 팀

별 평가 및 보상 

때 활용

체육 3. 경쟁

▪간단한 경쟁형 게임 연습하기

- 소프트 발리볼을 활용한 배구 기본자세 배우기

- 원바운드 배구 게임을 변형한 팀 별 공 주고 받기 

게임하기

*배구형 게임을 

간단한 경쟁형 

게임으로 변형하

여 활용하기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모둠이 잘 협력하기 위한 대화 나누기

-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 깨닫기

- 아쉬웠던 점 반성하고 서로 대화 나누기

체육 3. 경쟁

▪간단한 경쟁형 게임 연습하기

- 공 주고 받기 게임 연습하기

- 팀별 경쟁형 게임 잘하기 위한 전략 세우기

☆체육 아침활동

을 통한 모둠별 

연습 시간 부여

☆스포츠 자료터

에 연습에 필요

한 소프트 발리

볼 비치 및 자율 

대여 

국어
2. 마음을 

전해요

▪친구에게 편지 쓰기

- 경쟁형 게임활동을 준비하면서 함께 협동한 모둠

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

*경쟁활동 중 일

어날 수 있는 갈

등 해소하기

체육 3. 경쟁

▪간단한 경쟁형 게임 대회하기

- 팀 대항 공 주고 받기 게임하기

- 팀별 구호 외치고 협동하기

☆우승팀 스포츠 

전인게시판에 로

고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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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 중심 학급 생활

  체육 중심 학급 생활은 통합적 체육교육이 수업 이외의 학교생활 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되었으며, 통합적 체육교육의 실천의 기회를 학교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

(CSPAP)의 실시와 함께 학교에서 체육 수업 이외의 학생 신체활동을 장려하

기 위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내 다양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박용남, 2018a). 우리나라도 학교스

포츠클럽 활동을 학교 내에서 활성화 하고 ‘1인 1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학

교체육의 추진 목표로 삼고 있듯이(교육부, 2018), 신체활동 경험의 확장 필

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절대적 신체활동 참여 시간을 늘리는 것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또 학교 내 체육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상황에 따라 신체활

동 확장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체육 중심 학급 생활은 신체활동 시간 확대 뿐 아니라 체육의 가

치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서사적 체험 확보에도 초

점을 맞추었다. 즉 체육 중심 융합수업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가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관련 지식 및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서사적 체험

을 통해 정보 및 반성적 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체육 중심 학급 생활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함양을 위한 활동

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도록 체육 아침활동, 체육 문학활동, 체육 모둠활동

으로 구성되며 수업 전 아침활동 시간,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시간, 수업 중 

학생 조직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 중심 학급생활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동성 또한 강조 하였으며, 교

사는 가르치는 역할이 아닌 지원 및 촉진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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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체육 중심 학급생활의 구조

    가) 체육 아침활동

박명선, 홍성택, 양광희(2015)는 틈새신체활동의 지속적인 참여가 생활습

관, 태도, 학습능력 등 여러 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신체활동시간의 확보를 위해 정규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 

20분 간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 아침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체육 아침활동은 능향유 중심의 활동으로 운동능 지원 및 촉진 역할로 설

계되었다. 단순히 체육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각 시기에 맞게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건강․도전 중

심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될 때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정한 운동계획을 직

접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표현 중심 융합 프로젝

트 수업 시기에는 함께 모여 안무를 창작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경쟁 중심 융합 프로젝트 수업 시기에는 모둠별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체육 아침활동은 실제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강당에

서 주기적으로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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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아침활동 월별 일정표

시기 활동 내용

9월 창작 안무 연습(표현) 단체

10월
배구형 게임 연습

(경쟁)
모둠오래 달리기

왕복 달리기 

(건강, 도전)

개별

단체

11월

12월
* 월,수,금 

8시 40분~ 9시

[표 14] 체육 아침활동 월별 일정표

체육 아침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만큼 수업시간보다 훨씬 자율적으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주로 가르치는 활동보다 준

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함께 하며 안전하게 학생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신체활동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도 교사의 필수적인 역할이었다. 또 주기적으로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학생

들의 의미 있는 발전 사항들이 포착될 때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림 23] 체육 아침활동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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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 문학활동(체육 글쓰기 및 체육 독서활동)

  체육 문학활동은 지향유 중심 활동으로 운동지 함양 지원 및 촉진 활동으

로 구성되었다. 체육 문학활동은 크게 체육 글쓰기 및 체육 독서활동으로 구

분된다. 체육 독서활동은 체육 아침활동이 없는 날인 화, 목요일 아침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체육 글쓰기 활동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비정기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체육 글쓰기 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은 학생들이 체육을 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체육일기 쓰기, 교실에 배치된 스포츠 학급문고의 도서를 활용하여 

독서활동을 하는 체육 독서 활동, 그리고 체육 도서를 읽고 난 후,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활동인 체육 독후감 작성까지, 체육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

거나, 지식을 스스로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체육 후 반성적 활동을 통해 

체육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활동들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하였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자율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강제적 참여가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촉진 장치 마련을 통해 적극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 참여 촉진 장치는 첫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스포츠 도

서의 배치이다. 스포츠 학급문고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생들이 흥

미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도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도서, 학생

들이 알고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스포츠 스타의 위인전이라는 세 가지 기준

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도서들로 구성하였다. 도서의 선정에는 서울대학교 스

포츠교육연구소에서 작성한 도서 모음표를 활용하여 양질의 도서를 배치하도

록 하였다. 

  둘째, 스포츠 게시판과의 연계이다. 체육 글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생산한 결과물 중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기 좋은 작품을 뽑아 스포츠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심리적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향유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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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정성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으로 스포츠 전인 게시판 프

로그램의 일종인 ‘스포츠 지식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 지식

이’는 교사가 주는 심리적 보상이었지만, 이와 같은 교사의 긍정적 보상은 

초등학생들의 참여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윤태경, 김재운, 2018).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글 쓰는 활동을 싫어하는 편이었지만, ‘스포츠 지식

이’로 선정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지향유 활동에 참여했다.

  셋째, 교사의 개별 피드백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체육일기나, 체육

독후감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의 칭찬과 같은 

긍정적 피드백은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친근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박정준, 2011)는 연구결과와 같이 이러한 개별 교류는 교사와 

학생과의 긍정적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강한 유대감은 학급 생활지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자율적 참여로 실천된 체육 문학활동은 평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체육 글쓰기 중 체육일기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중심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시험식이나 수행 평가로 이루어지는 단발성 

평가를 지양하고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정해진 성취기준을 달성하

[그림 24]  체육 문학활동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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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취기준 달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체육 글쓰기로 작성

한 체육 일기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장의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지식 및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

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무릎을 다쳐서 하지 

못했다. 실력도 운동할 때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는 걸 알았다...기구가 안전하지 않으면 또 안되고, 운동할 때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활달이, MHcDA181021-5)

  활달이의 경우, 체육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활동에 몰입한 나머지 자주 

위험한 행동을 하여 교사의 지적을 많이 받았던 학생이었다. 그러다 부상을 

당해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체육일기를 썼

[그림 25] 체육 문학활동과 스포츠 게시판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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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는 이를 통해 활달이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태도를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답글로 피드백을 준 후,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실질적 평가로 이어나갔다.

  이처럼 단순 글쓰기나 독서가 아닌 체육이라는 특정 영역과 연결된 독서 

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된 글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

인했다.

    다) 체육 중심 모둠활동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협동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

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협력을 요하는 활동이 많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공동체 역량의 함양을 중요한 학습목표로 여기고 있다. 체육 교과는 

그 특성상 ‘협동’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교과 중 하나이다. 체육 활동 대부분

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협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육 교과에서는 ‘경쟁’이라는 요소 또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경

쟁의 상황에서 ‘협동’의 가치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지나친 경쟁

심으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

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성곤, 2014). 

그래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는 협동학습을 위해 학기 초에 모둠을 조

직한 후 꾸준한 협동학습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사실 모둠 활동은 초등

학교에서 굉장히 흔한 학급 구성이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의 모둠은 그 

구성의 원리에 체육 활용능력을 활용한 것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둠 활동

을 이어가도록 한 점이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체육 중심의 모둠 조직은 최의창(2010)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학

습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 패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하나로 수업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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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하였다. ‘ 패 ’는 단순히 학습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동적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함께 배움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체

득함을 목표로 한다(최의창, 2010). 

역할 명 역할

방향이 모둠을 총괄하는 역할, 리더 역할

기록이 기록 활동 담당, 체육 기록지 작성

나눔이 기능 시범 담당, 자신의 재능을 나눔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 보조 역할,

수업시간에 필요한 용,기구 정리

[표 15]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의 모둠 역할

하나로 수업모형에서의 ‘ 패 ’는 이끔이, 기록이, 창작이, 시범이, 장단이 

등 다양한 역할로 나누어지는데,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 체육 모둠 조직은 

‘ 패 ’의 역할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에 맞도록 그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15]는 연구자의 학급에 맞게 조정된 모둠

(패)의 역할이다. 

연구자의 학급의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모둠의 인원구성은 4명으로 이루어

지며, 학급 전체 총 7모둠으로 이루어졌다. 모둠은 교사의 관찰에 따라 나누

어진 기준으로 역할에 맞게 운동실력, 리더십, 쓰기능력, 활동참여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었다. 모둠의 조직은 9월에 이루어져서 12월까지 지속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모둠 내 각자의 역할은 학생들 스스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함께 

하였으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

은 혼자가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행하고 성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체득될 수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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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육 친화 교실환경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편리성은 교사의 효율적인 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

만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홍진배, 최웅철, 2011). 그러나 각 학

교의 현실은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 및 도구를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체육 친화적 교실 환경은 여러 체육 기구

들에 대한 학생들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자율적 실천으로 운동

능, 운동지, 운동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체육 친화 교실 환경은 스포츠 자료터, 스포츠 학급문고, 스포츠 게시판 

등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각각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지원 및 촉진시키는 원리로 설계되었다.

    가) 스포츠 자료터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수업

[그림 26] 체육 친화 교실환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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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제외한 학교생활에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

체활동 참여 빈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의 부재를 꼽았다.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도구

의 부족, 교사의 비동의가 대표적인 이유였다. 

연구자 :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

요?

꾸준이 : 그냥, 그림 그리거나 이야기하며 놀아요. 예전에는 

술래잡기 같은걸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지루해서 잘 

안해요.

연구자 : 피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피구를 하며 노는게 더 즐겁지 않을까요?

꾸준이 : 피구공이 없어요. 수업시간 말고는 피구공 빌릴 곳

도 없고, 전에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엄마가 또 사주

지 않아요.

(꾸준이, MMaET180829-5)

  꾸준이의 경우처럼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신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의 부재로 참여를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 과거 

학생들이 놀이의 형태로 신체활동 시간을 늘렸던 것과는 달리, 연구 대상의 

학생들은 입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놀이들도 맥이 끊겨 전해지지 않았고, 따라

서 마땅히 참여할 컨텐츠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실 내에 스포츠 자료터를 배치하였다. 

다양한 체육 도구들을 교실 내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통한 자율

적 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에서 배운 활동들을 복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수업에서 활용한 도구를 교실에 다시 배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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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교실 체육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책임감을 갖도

록 하기 위해 스포츠 물품 대장을 만들어 기록 후 물품을 이용하도록 했다. 

학급에서 생활지도의 일안으로 운영 중인 1인 1역과 같은 역할 분담에 스포

츠 자료터 관리를 넣음으로써 교사가 느끼는 도구 관리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사는 관리 

대장의 확인을 통해 어떠한 학생들이 도구를 빌려 체육활동을 실천하는지 확

인할 수 있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어떠한 

도구가, 어떠한 활동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도움

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7] 체육 물품 대여 기록부

  실제 도구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활동을 다시 연습해보거나 

재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사용한 도구들로 주로 구성하였는데, 많은 학

생들이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평소에 흔히 즐겨하는 스포츠 도구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운 활동과 관련된 도구를 빌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교사는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이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전이되는 모습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피드백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스포츠 자료터의 사용 양상을 통해서 평소에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

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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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주로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모둠 또는 친한 친구들끼

리 연습하기 위해서 도구를 빌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학생들 스스

로 도구 사용법을 변환하여 새로운 활동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듯 스포츠 자료터의 존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동기에 큰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8] 스포츠 자료터의 실제

  

     나) 스포츠 학급문고

스포츠 학급문고는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스포츠 도서를 교내에 배

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운동지 활동에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스포츠를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처음에 ‘스포츠 도서’라는 이름조

차 생소할 정도로 스포츠와 관련된 책을 읽어본 경험이 매우 적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학급문고의 도서의 구성도 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6개의 구성

원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학급문고의 도서는 첫

째, 스포츠 도서를 통해서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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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하게 스포츠와 연관된 도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기능, 지식, 태도의 가치를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찾

는 노력이 필요했다. 

둘째,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설문조사 및 관찰 

결과 평소 신체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중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3,4학년의 학생들 대부분은 다양한 스포츠

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따라서 책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스포츠를 간접적으

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기, 비인기 스포츠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책들로 준비

하였다. 

책 제목 관련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하는 야구장 산책 관심 도서

마라톤 1년차 / 초보도 따라 하기 쉬운 즐거운 달리기 

프로젝트
건강, 도전 융합P

러닝 라이크 어 걸 /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건강, 도전 융합P

밤에 수영하는 아이들 교양

생각하는 축구 교과서 관심 도서

발레 하는 할아버지 표현 융합P

수학 박사 야구 천재 관심 도서

왜 운동을 해야 할까? 교양

농구 스타가 된 이사벨라 경쟁 융합P

Who? 김연아, 손흥민, 이승엽 등 스포츠 위인

[표 16] 스포츠 학급문고 도서 구성의 예

  셋째, 수업 내용과 연계된 도서이다.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오랜 시간동안 참여하는 만큼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활동과 연관된 도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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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거나, 알고 있던 내용을 더 깊이 배우거

나,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달리기, 춤, 야

구 등을 주제로 한 책을 문고에 배치하였다.

  넷째,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서이다. 스포츠 도서를 강제

로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찾아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자율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아니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를 담은 책도 필요했다. 연구

자가 연구를 실시한 지역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야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았으므로 야구를 소개하는 책도 구입해 배치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즐겨 

읽는 책이 되었다. 또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파악된 축구

와 관련된 도서도 배치하였는데 역시나 관심이 많았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위인전도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찾아 

읽기 좋은 책들, 학생들의 삶, 주변과 관계있는 책을 골라 배치하였다.

  [표 16]은 위와 같은 원리를 담아 구성한 실제 스포츠 학급문고 도서의 일

부 목차이다. 도서의 선택은 연구자가 속해있는 연구실에서 작성한 스포츠 추

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였고 동료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다) 스포츠 게시판

  스포츠 게시판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급에서 운영중인 게시판 제도를 체육 

중심으로 특화 시켜 만든 프로그램이다. 게시판의 일부는 상시적으로 스포츠

와 관련된 게시물이 게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이 있을 때 일정기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스포츠 게시판 역시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의 6가지의 원리를 담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첫째, 체육 수업을 통한 결과물이 게시판에서 스스로 또는 동

료, 교사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업과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평가 속에서 학생들은 일시적 평가가 아닌 과정을 통한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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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고,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체육과 관련된 미술작품, 체육과 관련된 글 작품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본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학급운영의 일환이므로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거나 

종료될 때 그 결과에 맞도록 게시판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학생들이 받는 수업

과 생활이 지속적으로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9] 스포츠 게시판에 게시된 현지문서

  셋째,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능에 치우쳐있던 학생들의 활동에 균형 

잡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요소가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바로 스포츠 

전인 게시판이다. 스포츠 전인 게시판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게시판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활동에 열심히, 올바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

종의 심리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스포츠 전인 게시판의 구성은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만 보상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능, 지, 심의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각각 도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수업 및 학교생활에서 스포츠 실력이

(심동), 스포츠 지식이(인지), 스포츠 사랑이(정의)에 도전하게 되고 그 결과 

및 참여도에 따라 영역별 스티커 보상과 함께 메달 모양의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가게 되는 장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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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다양한 과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의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문호준, 2018; Solomon, 2015),

이러한 보상 제도가 학생들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게 해줘 학생들의 내적 동기

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실력이, 지식이, 사랑이로 나눈 구성은 

기능이 뛰어난 학생,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 모두가 직접적, 간접적 체육활동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스포츠 실력이, 지식이, 사랑이를 모두 골고루 모은 학생은 전인적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로 일명 ‘스포츠 전인 명예의 전당’에 추가적으로 게시

됨으로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 및 심리적 보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스포츠 전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학생들은 이런 게임적 요소가 시작 동

기가 되어 더 큰 내재적 동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림 30] 스포츠 전인 게시판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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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통합성, 다양성, 연계성, 지

속성, 자율성, 협동성의 원리를 수업, 생활, 환경에 적용하여 실질적 프로그

램으로 구성하였다. 또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이 중심이 

되어 생활에서는 체육 아침활동, 체육 문학활동, 체육 모둠활동을 통해 수업

에서 배운 것을 실천, 적용, 반성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환경에서

는 스포츠 학급문고, 스포츠 자료터, 스포츠 게시판이 앞선 수업 및 생활에

서 신체활동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수업, 생활, 환경 전반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 89 -

[그림 31]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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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효과

  통합적 체육교육은 운동소양을 함양하게 하고 운동소양은 그것을 지닌 사람

으로 하여금 운동향유력을 구사하도록 한다(2018, 최의창). 체육 친화적 학

급운영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향유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전인적 차원의 발달

   1) 능향유로 실천

    

    가) 증가된 운동 참여시간

  연구의 모든 주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

신의 체육 참여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 

내용상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했지만, 수업 이외의 학교생

활, 수업 후의 학교 밖 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

졌다는 것을 관찰 및 심층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평소에 체

육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던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 

효과였다.

연구자 : 열심이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은 어때요?

열심이 : 그...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체육을 좀 더 열심

히 하게 되었어요.

연구자 :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죠?

열심이 : 그.. 체육을 매일매일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체

육 시간에만 주로 체육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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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럼 매일 매일 어떠한 방식으로 체육을 실천하고 

있나요?

열심이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체육물품 빌려 아이들하

고 나가서 많이 놀았어요.

(열심이, FHaAT190130-1)

연구자 : 호감이는 체육 아침활동이 제일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거야?

호감이 : 꾸준하게 하다보니까 체육에 대한 관심을 더 주게 

한거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이전보다 체육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나? 

어떤식으로요?

호감이 : 예전엔 체육을 하다말다하다말다 했는데, 요즘에는 

매일 매일하고 있어요. 한 십분씩이라도요

(호감이, MLaAT190131-1)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가는 참여 빈도의 증가와 참여 시간의 증가, 참여 인

원의 증가, 참여 방법의 증가 형태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는 참

여자들의 신체활동 참여양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왔고 이를 관찰반성일지를 

통해 기록해두었다. 평소 신체활동과 거리가 먼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실

행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반성 단계의 자료로 사용되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다음은 연구자가 작성한 관찰 반성 일지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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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점심시간에 가만히 앉아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

는지 지켜보았는데, 단 한명도 앉아 있는 학생이 없다는 것

에 놀랐다.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에 무언가 뿌듯함도 느꼈다.

  교실 가운데의 놀 터에서는 자칭 1x3 그룹의 콘서트가 열

리고 있었다. 나에게도 공연 초대권을 주어서 감사히 받아 

지갑에 보관해 두었다. 아이들이 추고 있는 안무는 지난 발

표회 때 만들었던 안무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 거 같았다. 원

래 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긴 했지만 쉬는 시간에 저렇게 춤

을 새로 만들어보고 콘서트를 한답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

습을 보고 있으니 기특하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교실 오른쪽에선 깃털공과 바운더룬을 이용해 야구 놀이를 

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다. 말려야하나 살짝 고민이 되었

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오죽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켜보았다. 그래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은 한번 더 아이들에게 강조해야겠다.

(관찰반성일지, 12월 11일)

  이 날은 교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체활동과 관련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관찰해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아이들은 놀이라는 이름으

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거나, 수업시

간에 이용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프

로그램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배운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컨

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사전 조사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마땅히 즐길 컨텐츠의 부재가 신체활동 참여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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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교 밖에서의 체육 경험 또한 증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프로그램 후에 체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

어요?

착실이 : 예전에는 그림 그리고 많이 놀았는데, 요즘은 친구

들하고 체육물품 빌려서 많이 놀아요. 또 친구들하고 

놀 때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게 된거 같아요.

연구자 : 체육일기에 스포츠 클럽 학원도 새로 다니게 되었

다고 나와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착실이 :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했는데, 요즘 체육이 재밌어

서, 학원 다녀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어요. 

(착실이, FLbAT190131-1)

  위의 착실이의 경우, 체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학교 밖에서의 체육의 실

천으로 이어진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특정 종목을 배우기 위해서 시

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체육이 가지고 있는 내적 즐거움을 더 느끼기 위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체육 참여 시간이 증대한 참가자들의 경우, 

그 양상이 혼자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체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확

인 되었다.

    나) 높아진 운동기량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 기량의 향상을 양적으로 때론 

질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도전 중심 융합수업에서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로 양적으로 높아진 체력 수준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래프로 표현해 봄으로써 본인의 체육 기량의 향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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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은 두 달이라는 긴 기간동안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대부분 체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

감도 얻을 수 있었다. 몇몇 학생은 더 나아가 PAPS 기준 4학년의 체력 1등

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PAPS 기준 왕복달리기 개수 1등급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32] 수학 시간을 통해 체력 증진을 확인한 모습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 기량의 향상을 체육일기를 통해 기록하고 스스로 자

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체육일기를 통한 체육 글쓰기 활동은 

교사가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최고의 체력운동 ”셔틀런“을 했다. 나는 

11개->16개->19개로 개수가 오르면서 내 체력도 점점 올라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믿음이, FMaDA18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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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체육시간에 셔틀런을 했다. 나의 원래 기록은 18

개인데 20개로 올렸다. 20개로 올라간 것을 알자 기분이 좋

았다. 이제 30개를 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더 열심

히 체력을 길러야겠다.

(현실이, MHaDA181017-1)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 기량의 향상을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질적 성장 모

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창의적 신체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표현 중심 융

합 수업은 최종 목표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행되는 학년 학예발표회에 창작 

안무를 선보이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완성도 높은 창작 안무의 완성과 선

보임이 곧 결과이자 평가가 될 수 있었다. 창작 안무는 참여자 스스로와 외

부인들의 시선 모두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소감문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 체육 활동 소감문 

  소감문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체

육 활동과 글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서사적 체험과의 연결은 학생들의 학

습 수준을 파악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의 새로운 점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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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내면의 깊은 부분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곁들인 그

림을 통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학생의 생각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실천

적 행동과 그와 연결된 서사적 체험을 통한 통합적 평가가 도움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학예회를 했다. 1달동안 꾸준히 연습했던 춤을 추니 모든 춤

이 능숙하고 쉽게 느껴졌다. 다른 반과 다르게 우리는 춤을 

만들어서 춰서 조금의 어려움도 있었고, 안무 짜느라 연습이 

느려지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척척 잘 맞았던거 같아서 만족

스러웠다.

(표현이, MMbRE181011-1)

우리반은 학예회를 표현활동 향유day로 정했다. 나는 춤을 

추었다. 나는 가운데여서 부끄러웠다. 그리고 난 몸동작을 크

게 못해서 좀 아쉬웠다. 앞으로 춤을 추면 몸동작을 크게 크

게 해야겠다...(중략)...2반 선생님이 ‘ 이 춤은 6반이 고민해서 

만든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춤’이라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

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믿음이, FMaRE181101-1)

  학생들이 스스로 안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연을 통해 완성시키는 것은 

체육과 음악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성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기량이 좋아짐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위와 같이 교사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량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단순히 춤을 잘 추게 된 것이 아

니라 잘 추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지식 등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동 뿐 아니라 정의, 지식의 평가도 함께 이

루어진 좋은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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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양해진 운동 참여 방법

  학생들이 운동을 향유,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체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대

부분 ‘체육시간에 한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논다’ 등의 단순화된 답변만

을 보여줬다. 하지만 프로그램 후 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체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34]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모습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는 모습은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연구자가 사진을 통해 남겨두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초기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의 연습을 위해, 또는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향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참여 방

법을 변형하여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스포츠 자료터의 자료들을 활용

하여 아예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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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 서사적으로 다양하게 체육에 참여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연구자 : 믿음이는 앞으로 체육을 어떻게 실천할거 같아요?

믿음이 : 사소한 체육이라도 매일매일 하는게 좋을거 같아

요. 직접 체육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보기

도 하고요.

연구자 : 그러한 활동들이 믿음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믿음이 :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경험도 할 수있고, 많은걸 

느낄거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막 따라하고, 책을 읽고 영상 따라하면

서 하고 싶어요.

(믿음이, FMaAT190131-1)

믿음이는 위의 인터뷰와 같이 체육의 실천을 책, 영상 등을 통해서 하겠다

고 밝혔다. 믿음이는 실제로 달리기와 관련된 도서를 직접 구매해서 읽은 것

을 체육일기에 기록하기도 하였고, 달리기 주법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를 검

색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체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하는 모습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제공

할 체육 컨텐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튜브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운동 방법 소개 뿐 아니라, 스포츠 도서, 스포츠 

영화 등을 모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하면 학생들의 체육 참여 

방법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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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향유로 심화

지향유는 지성으로 즐기는 것으로서 운동을 머리로 향유하는 것이다. 운동

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생산함으로써 온전한 신체활동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은 

다소 생소한 것이었다.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을 하기 전 학생들은 체육을 

재미로 한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체육이 

아닌 다른 방식의 체육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더불어 그동안의 체육 경험이 단순한 놀이를 통한 체험 또는 피구의 반복

과 같은 제한된 경험이 많아 체육의 가치에 이해가 낮은 학생들이 많았다. 

즉, 단순히 재미만을 주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는 체육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의 지속적 

향유로 이어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통합적이고 다양한 체육경험으로 

지향유를 통한 즐거움도 능향유에 못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했다.

    가) 운동에 관한 지식 증가

  학생들의 운동에 관한 지식 증가는 신체활동 원리에 대한 이해나, 활동에 

대한 전략의 이해 등 체육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내가 모르던 새로운 체육 지식을 알아가는 등 지식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몸으로 실제 운동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길이다(최의창, 2018). 

아침활동 때, 체육 수업(경쟁 중심 융합수업 시기)에서 배운 

것을 계속 지키면서 하려고 하다보니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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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렇게 방법을 터득해서 직접하는게 더 재밌고 좋다는 

걸 알았어요.

(꾸준이, MMaAT190130-2)

  꾸준이의 경우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운동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식의 습득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식의 습득은 직접접 체육활동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꾸준한 실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즐겨하는 체육활동이 축구, 야구인 것을 확인하

여 스포츠 도서문고에 축구와 야구와 관련된 책들을 비치해두었는데, 학생들

이 이러한 도서를 찾아 읽고 운동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함으로써 운동 

지식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관련 책을 읽었는데, 축구를 할 

때 필요한 축구 기술 같은게 책에 나왔거든요. 그걸 읽어서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책에 읽은거를 많이 연습해봤어요. 또 

야구 배트 휘두를 때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걸 책에서 읽어

서 배웠어요. 축구교과서라 하면은, 상대에게 어떤게 파울이

고, 파울이면 프리킥이 된다는거 뭐 그런걸 알게되었고... 체

육을 하다 다쳤을 때 응급처치하는법도 알려주고 기술이나 

그런것도 알려주고, 체육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려줘서 좋았

어요.

(현실이, MHaAT19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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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체육에 관한 지식 습득은 스포츠 도서 등 간접적 활동을 통해

서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사전 설문조사

에서 그동안 스포츠 도서와 같이 간접적으로 운동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학생들이 체육과 관련된 지식을 

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 했다. 

하지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은 국어 시간을 활용한 안전

표어 만들기, 스포츠 독서 시간을 통한 책읽기 등 서사적 체험을 경험하였고 

그를 통해 관련 체육 지식 및 가치가 내면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체험은 능동적 지식탐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호감이는 신체활동 빈도가 낮은 반면 학구적인 생활방식을 가진 학생이었다. 

그런데, 간접적 방법을 통한 체육지식 습득을 경험한 후 이를 실천적 지식으

로 발전시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체육은 막무가내로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하는 운동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까 과학원리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

러한 과학원리를 책을 통해서 알게되고 익혀서 또 다음에 해

보고 하니깐 훨씬 도움이 되었어요.

(호감이, MLaAT190130-2)

  호감이는 운동 기능이 또래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간접적 체육활동을 통해 

직접적 체육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이렇듯 체육에 관한 지식의 습득은 직접적, 간접적 체육활동을 통해 가능

하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실천이 학생들의 

생활과 환경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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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동을 활용한 지식의 습득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지소양의 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

소양의 함양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양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최의

창, 2013b). 운동을 통해서 삶의 지식, 지혜를 얻는 것은 운동을 통하여 삶

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이상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체육 친화

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업 시간보다는 수

업 이후의 지속적 실천, 응용의 과정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1등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계를 극복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꾸준이, MMaAT190131-2)

꾸준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경쟁 활동에 치우친 체육 

경험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체육을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어제 학교 끝나고 축구를 했다...(중략)...나는 열심히 했

다. 하지만 계속 골을 먹혔다. 그래도 어제 읽은 책을 생각하

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축구를 했다. 그래서 3:1에서 3:3

으로 따라 잡을 수 있었다. 경기결과는 3:3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현실이, MHaDA18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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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는 연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승부욕이 강하고, 그것이 거친 행동으

로 이어져 체육을 하면 다른 친구들과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

만 현실이는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능활동뿐 아니라 지활동, 심활동에도 열심

히 참여 하였으며, 위의 사례처럼 간접적 체육 활동을 통한 삶의 지혜를 얻

는 모습을 연구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경험

이 확장되어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더 새로운 깨달음을 얻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이 포기하려다가 노리코라는 마라톤 선수를 

보고 다시 런닝화를 신고 도전하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이

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보게되면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 같다....(중략)...또 나는 이 책 주인공을 보고 마라톤을 완

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다시 한번 수없는 노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마라톤 2년차 책 

기대된다.) 

(믿음이, FMaDA181231-2)

  믿음이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리기라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와 관련된 도서의 독서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책을 통해 단순 달

리기를 넘어 마라톤이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고, 삶에서 노력

과 의지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함양한 삶의 지혜는 학생들

의 인성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운동을 통한 지식의 생산

  운동을 통한 지식 생산은 학생들이 새로운 체육 활동을 만들거나 기존의 

체육활동을 재구성하여 실천하는 등 창의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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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다음은 연구자가 작성한 관찰반성일지 중 일부의 내용이다.

우리 4학년 학생들에게 배구를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운 요

소가 많아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바운드 배구의 

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를 변형하여 아이들끼리 공을 이

어서 주고 받고 어느 모둠이 가장 많이 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경쟁하도록 했다. 그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 했

었는데, 오늘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바운더룬을 활용하여 같

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프

트발리볼 같은 경우 공이 크다보니 넓은 공간이 필요했었는

데, 바운더룬과 깃털공을 활용한 활동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

지 않다보니 교실에서도 할 수 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활동을 활용해보아야겠다.

(연구자, 관찰반성일지,181211)

오늘은 오뚝이가 교실에 있는 콘과 피구공을 이용해 공을 던

져서 콘의 뒷부분으로 받으며 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오

뚝이가 시작하니 2~3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을 받는 횟수를 

세면서 누가 더 많이 공을 받는지 경쟁하는 활동으로까지 이

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 자료터가 정말 좋은 것 같다라

는 생각을 했다.

(연구자, 관찰반성일지,181114)

  연구 참여자들의 지식 생산은 주로 스포츠 자료터의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

용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도구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던 학

생들도 수업 후 도구에 대해 기본 사용법을 익힌 후 그것을 활용하여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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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하였다. 재생산된 지식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신체활동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교사에게 새로 적용해볼 수 있는 체육활동을 생각

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심동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심동적 활동의 창

작으로 시작하여, 그와 관련된 주변 요소들의 창작 및 활용으로 범위를 넓혀

갔다. 예를 들어 학급운영 프로그램 중 표현 중심 프로젝트는 음악에 맞는 

동작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학생들이 그 이후 자신

들끼리 동작을 지속 발전시켜, 학급 내에서 공연을 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공연을 하는 사람,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 등으로 나

누어 활동하는 사회적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또 경쟁 중심 융합수업에서 모

둠을 위한 로고 만들기 활동을 했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끼리 팀명을 

짓고, 그룹 로고를 만들고, 홍보 앨범 및 공연 티켓까지 만드는 등 다양한 

서사적 체험으로의 연결로 이어져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의 시작은 바로 체육 중심 

융합수업 프로젝트였다. 무에서 유가 창조 될 수 없듯이, 학생들은 체육 중

심 융합수업에서 배운 것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생산으로 이

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들

은 교사의 존재를 꼽았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아

닌 지원자의 역할이 필요했다.

연구자: 이런 프로그램이 다음에 또 후배들이 경험하거나 하

는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해요?

표현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은 저희가 하고 싶은거 하실 수 있게 허락해 주신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도구도 준비해주시고, 교실도 

쓸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체육을 또 잘하시잖아요.

(표현이, MHbAT190130-2)



- 106 -

   3) 심향유로 성장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정의적 영역이었다. 학생들이 그동안의 재미만을 추구하던 신체활동에

서 벗어나 신체활동 가치에 대해 인식하는 등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심소양의 함양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심소양이 선행되고 

지소양, 능소양의 함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체육에 관한 흥미와 관심의 증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체육에 관한 흥미와 관심이 

크게 증가한 모습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다.

셔틀런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점은 뛰면서 너무 힘들었긴 

했는데 친한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어서 조금만이라도 

더 달려서 나의 체력을 기르겠다고 생각했다. 또, 내가 점점 

체력을 기를 수 있으니깐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림 35] 프로젝트 후 새롭게 재구성되어 실천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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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중략)...그래서 나는 달리기처럼 뛰는 운동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도 역시 최고급일거라고 느

낀다...(중략)...체육일기를 쓰면서 4학년이 끝나서 선생님을 못 

만나도 열심히 체육을 할 자신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체육

일기는 참 소중한 것 같다.

(믿음이, FMaDA181106-3)

믿음이는 운동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외 시간에서 운동을 따로 실

천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하지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경험하면서 건강 및 

도전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로 이어진 좋은 경우였

다. 지속적 참여로 이어진 학생들은 능활동 뿐 아니라 지활동 또한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아진 운동에 관한 흥미와 관심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과 관련된 도서 찾아보기, 체육 일기를 통한 자기 반성하기,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즐기기, 체육 대중문화 체험하기, 새로운 전문적 체육 

활동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산되어 실행되었다.

연구자 : 체육 일기 보니까 요즘 주말에도 친구들하고 만나

서 춤 연습을 한다고 쓰여져 있던데 무슨 춤 연습하

는거에요?

혜안이 : 그때 학교에서 학예회 준비하면서 같이 만든거 고

치고 있어요.

연구자 : 발표회는 끝났는데 더 할게 있어요?

혜안이 : 교실에서 나중에 따로 저희끼리 콘서트하기로 했어

요. 나중에 선생님도 보러오세요. 그룹 이름도 정했어

요.

연구자 : 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전에 아침 체육활동 시간

에 셔틀런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체육이 좀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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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진 건가요?

혜안이 : 음.. 그냥 친구들하고 함께 연습하고 하는게 좋고 

즐거워요.

(혜안이, FLaAT190130-3)

사전 설문에서 평소 운동을 즐기고 좋아한다고 대답한 학생들보다 운동을 

평소에 즐기지 않는 학생들이 운동을 포함한, 학교 생활에 흥미가 생기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혜안이의 경우는 조금 일찍 성장의 변화가 찾아와

서인지 운동 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 의욕이 없어 걱정을 하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이 실행된 2학기를 지나는 동안 본인

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춤과 관련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던 것이 학교 생활 

전반의 능동적인 참여로 확장되었고, 여러 체육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성장하였다. 놀이에서 춤까지, 체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넓은 스펙

트럼 중 혜안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춤이 마침 프로젝트 수업과 연결되었

고, 함께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가 참여를 촉진시켜, 혜안이가 좋은 방향으

로 발전하게 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학급의 학생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흥미와 관심을 느낄지

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의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전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체육을 재미를 위해 하는 것, 신체를 

기르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후 연구 참여자

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체육을 향유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신체만을 이용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서사적인 방법으로도 체육을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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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연구자 : 현실이는 프로그램 후에 학교에서 체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니?

현실이 : 흠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달리기나 술래잡기를 

하면서요. 선생님이 가져다 놓은 책 같은거 읽고 기

술 배우기도해요.

연구자 : 여전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군. 그러면 혹시 현실이

가 바라보는 체육에 대한 시선,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나?

현실이 : 네, 원래는 체육을 그냥 활동적으로 하고.. 하면 꼭 

이거야 한다..뭐.. 그런것들을 체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고 듣고 하면서도 체육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축구 같은거 할 때 꼭 이겨

야 했는데, 이제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좋

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 혹시 그렇게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게 영향을 

끼친거 같아요?

현실이 : 음.. 아무래도 마음이랑 지식이 따기 위해서 노력했

던게?.. 지식이 따려고 일부러 안해봤던 것들.. 스포츠 

도서읽기나 체육일기 쓰면서 많이 바뀌 느낌? 책에서 

배운 축구기술 실제로 연습해볼 때 좋았어요.

(현실이, MHaAT190131-3)

  현실이 같은 경우는 평소 운동에 대한 관심도 크고 기능 또한 우수한 학생

이었다. 하지만 강한 승부욕으로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서사적 체험을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과 연계하



- 110 -

여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치의 습득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의 효과가 

교사의 지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 더 크다는 것을 확인

한 순간이기도 했다.

  체육이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인 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렇게 체육을 실천하는 방법이 직접 하는 것과 더불어 간접적

인 방법으로 확장이 되면 운동을 못하는 학생이라도, ‘나도 체육을 실천, 향

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낮은 운동 기능 수준의 학생들이 스스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

업 참여를 꺼려하는 성향이 있는데(김성훈, 2014), ‘체육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기능적으로 체육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

이라도 체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체육과 더 가까운 삶

을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체육 친화적 삶에 더 가깝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체육이 단순히 재미를 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 자신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치 있는 교과

라는 인식의 변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각의 확장과 더불어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재

미를 주는 교과이고 배울 내용은 없는 교과(김성훈, 2014)라는 인식이 있었

다면, 이제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하는 교과로, 인식의 깊이가 

더해져 교과의 중요성과 함께 참여도 또한 늘게 되었다.

셔틀런을 하면서 친구들이 응원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협

동심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옆에서 같이 계속 뛰어주

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체육은 몸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배우면서 협동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느낀 것 같다.

(믿음이, FMaDA18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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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 체육에 대한 생각이 바뀐거 같아요.

연구자 : 어떻게요?

표현이 : 예전에는 체육이 그냥 땀쓰는 운동? 그런거라 생각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이, MHbAT190131-3)

믿음이와 표현이의 경우, 체육이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서 느끼고 나누는 것,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도전, 

건강과 관련된 활동이라 협동이 필요한 활동이 아니었는데도, 친구들의 응원

으로 자신의 기록이 더 좋아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협동의 가치로 이어져 체

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는 체육이 하는 것

을 넘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 체육이 실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체육을 할 

때 느끼는 점이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게 뿌듯함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힘들게 얻어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게 

얻어낸거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고 그런거 같아요.

(꾸준이, MMaAT190130-3)

꾸준이의 경우도 체육을 통해서 자부심과 같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통한 체육에 대한 인식 변

화는 재미를 넘어 배움의 가치를 얻음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에 참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꾸준이의 경우가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생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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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 내 몸이 힘들지만 몸이 가벼워지

는 느낌이 든다. 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셔틀런

을 또 하고 싶다.

(활달이, MHcDA, 181107)

활달이는 평소 신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었지만, 좋아하는 활동

이 대부분 경쟁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건강·도전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참여하려 하지 않고, 힘들면 그만두는 식의 참

여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위의 체육일기에서 밝힌 것과 같이 활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도전 중심 프로젝트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그 바탕에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농구 같은거 할 때 애들 이기려고 반칙까

지 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셔틀런 같이 자기의 한계랑 싸

우는 활동도 해보니 애들끼리 경쟁심도 많이 안붙고 좋았어

요...(중략)...일단 협동심이 많이 길러진거 같고, 꼭 경쟁심을 

가지지 않아도 자기의 한계를 이길 수 있다는걸 알았어요.

(활달이, MHcAT190130-3)

  

   이렇듯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학생들이 가치를 함양하고 지속적으로 

체육을 향유하는 삶을 살게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다) 체육을 통한 내면의 성장

  운동을 통한 내면의 성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관찰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 자기 자신의 인성 수련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 113 -

프로젝트가 자신의 인성과 관련된 수련의 기회이기도 했다. 자신과 관련된 인

내, 끈기, 자존감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예전에는 단순히 재미로만 하는 체육이었는데, 지금은 한계

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체력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친구들과 협동심도 기르니까 친구들

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꾸준이, MMaAT190131-3)

이정택(2015)은 체육을 수행하는 것이 도적적 행위이며 도덕성의 함양이

라고 말했다. 이처럼 체육의 수행을 통해 인내심, 끈기 등 도덕성과 관련된 

가치들을 습득하는 것은 체육을 통한 교육에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반성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그를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서사적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

고 많은 포맷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면의 성장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

육 모둠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료들과 연습하고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협동심의 중요성을 느끼고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얘기했다. 꾸준

이의 경우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연구자에게 많이 호소하던 

학생이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와 어울려야할지 모르겠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 기간동안 체육이라는 공통 분모로 계속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신체활동이라는 실제적 상황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을 겪

을 때마다 교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내면의 성

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향유를 통해 관찰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효과는 서로 연결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에 대한 흥미, 관심의 증가는 인식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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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결국 학생 내면의 성장, 가치의 함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

한 선순환적 효과는 통합적 체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인적 발달과 가깝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문화로서의 체험 증가

   1) 교실 문화로 공유되는 체육

  

    가) 틈새 시간은 체육 시간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하기 전, 연구자가 지켜본 학급의 모습은 활발한 

신체활동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적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향유하는 학생들을 관찰하기 힘들었다. 하지

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 

와서 신체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에서의 일과 중 당연한 일이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을 체육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반겼고 열심

히 참여했다. 학교 행사나 미세먼지 등 외부적인 이유로 아침 체육활동을 못

하게 되면 아쉬워했고 이를 달래고 이해시키는 일도 교사의 일이었다. 

예전에는 책보고 그림 그리고 놀았는데, 요즘에는 쉬는 시간

마다 나가서 놀아요. 바나나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니

깐 좋은 것 같아요.

(착실이, FLbAT190131-4)

  학생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운동장으로 나가거나, 교실에서 체육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주목할 점은 착실이의 사례와 같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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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림 그리기나, 수다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도 체육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연습하면서, 새로운 체육도구를 체험하면서, 친구들과 새로운 체

육 활동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또한 교실의 몇몇 학생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체육이 

교실 문화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재 많은 학교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신체활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교사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

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신체활동을 하며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

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결국 이는 학생들 스스로 신체활동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학생들은 체육시간 이외에는 신체활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

트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연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틈새 시간들을 체육 

활동으로 채워나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보니 어느새 틈새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이 되었다. 즉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안에서 안전하게, 함께, 즐겁게 신체활동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고, 익숙

해졌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다양한 서사적 체

험을 동반한 간접적 체육활동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체육활동에 대

한 긍정적 흐름도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 

  학생들이 틈새시간을 항상 체육활동을 하며 보내는 것에 연구자도 안전사고

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안전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야할 안전 규칙을 만듦으로써 조금 더 열심히 규칙

을 지키려 노력하였던 점, 많은 학생들이 가까운 공간에서 서로를 관찰하며 

체육 활동에 참여하다보니, 안전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되면 연구자에게 즉각 

알리고, 서로 제지하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안전한 상황을 만든 것도, 결국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안에서 생

겨난 안전의 문화였다. 이렇게 교실 문화로 공유되는 체육 속에서 또 학생들

은 성장하고 있었고, 교실 내 안전사고는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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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으로 하나 되기

  초등학생들은 중·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 녀로 갈라져 놀

고, 체육을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 체육을 못해 안하는 아이로 구분되어 각

자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다. 연구자의 학급도 1학기 때는 

분명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

는 모습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동작을 만들고 나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을 활용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 오늘 재미있었던 것은 애당

초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아이들이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느새 안무를 따라서 배운건지, 신기하게 잘 따

라한다.

(연구자, 관찰반성일지, 180928)

[그림 36] 틈새시간을 체육으로 보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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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지에 나온 사례는 표현 중심 융합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사례이

다. 연구자는 발표회에서 공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체 프로그램 또한 준비를 했었다. 그

러자 반 아이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춤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겠다고 선택했었

다. 하지만 아침 시간,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해 아이들이 계속 협동

하여 준비하고 안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면서 점점 참여를 희망

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그리고 학예 발표회가 가까워졌을 땐, 음악이 나오

면 반 아이들 모두가 동작을 따라하며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연

구자는 그 모습에서 춤으로 학생들이 하나로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모두가 창작 안무를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따라할 수 있기에 이 

동작을 체육 수업 전 준비활동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더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XX이의 부모님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XX이가 여자아이들과

도 어울려서 함께 논다며 신기하다고 얘기해 주셨다. 3학년 

때부터 이미 여자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려 놀지 않아 4학년 

들어서는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동네 놀이

터에서 모여서 함께 공놀이를 하거나 술래잡기 등을 하며 논

다고 했다. 주말에는 어떤 아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여서 

노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2학기 학부모 상담 일지 중)

  그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기능 중심의 체육수업은 체육을 잘하는 학생

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 짓고, 체육을 못하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

고 소외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아직도 일선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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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피구활동을 관찰하면 그 양상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공을 잘 잡

고 잘 던지는 학생들 위주로 체육 수업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학생

들의 체육 기피 현상도 심해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체

육 친화적 학급 운영 안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체육의 방법을 경험하면서 남녀 

구분, 실력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위의 학부모 상담 일

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자의 학급에서 많은 학생들이 남, 녀 구분없

이 함께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프로그램에는 남, 녀 차이에 따라 다른 활동이 없었고, 동료가 필요했

기 때문이다.

[그림 37] 점심시간에 함께 교실체육을 하는 학생들

예전에는 피구 하는 것만 체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니에요...(중략)...애들이랑 새로운 활동 만들어서 노는게 재밌

어요. 요즘엔 바운더룬 가지고 노는게 제일 재밌어요. 야구처

럼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활달이, MHcAT190130-6)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뭉쳐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과 컨텐츠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함께할 때의 즐거움을 체육을 통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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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았기 때문이다. 활달이의 경우처럼 체육이 상대방을 이길 때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며, 그러한 

어울림이 재미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점이 큰 효과였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한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명 있었다. 

같은 활동을 하는 존재를 넘어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경쟁하는 가운데 하

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학생들은 그것들을 다른 반 

학생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연구자 : 프로그램 중에 어떤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혜안이 : 체육 아침활동이요. 아침에 다른 반은 안하는데 저

희 반은 해서 좋았어요.

연구자 : 어떤 점이 좋았어요?

혜안이 : 원래 아침에 운동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

을 해가지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게 많이 하기 힘든 

경험이니까, 잘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친구들과 함

께해서 좋았어요

(혜안이, FLbAT190130-6)

  연구가 진행된 학교는 한 학년에 8개의 반이 있고, 각 반의 특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반은 학생들 사이에서 체육으로 특화된 반이었다. 원래 체육

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 초등학생의 특성상 우리 반은 다른 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자부심으로 연결되었다. 공부를 잘하는 

반, 체육을 잘하는 반이 아닌 체육을 즐기는 반이 학급의 정체성으로 형성되

었다는 점은 체육이 교실 문화, 또래 문화로 향유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

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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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실 밖으로 전이되는 체육

    가) 낭만을 넘어 배우는 삶으로

  초등학교 체육은 낭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스포츠를 배우

는 교육법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

로 운동을 접한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음 체육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있거든요. 배구 같은것도 방

법을 원래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다보니까 배구 방

법도 잘 알게되고 배구를 학원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꾸준이, MMaAT190131-6)

   

  이와 같은 욕구를 넘어 실제로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학생도 관찰되었

다. 연구 대상자들의 학년인 4학년은 체육에 대한 맛을 보고 즐거움을 깨닫

는 낭만의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스포츠의 실력을 심화시키는 정밀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경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낭만의 단계에서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올바로 형성되었다면, 정밀의 단계로 넘어가 더 

깊은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방학 중 XX이를 따라 스포츠학원을 갔다. 학교에서 배웠던 

활동도 했고, 처음 배웠던 활동도 했다. 요즘 XX이랑 많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놀았는데...(중략)... 앞으로 꾸준히 학원 다

니면서 재미난 체육활동 많이 배우고 싶다.

(착실이, FLaDA19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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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체육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전인교육이지만, 체육 교과의 시선으로 보

았을 땐, 스포츠를 문화로서 향유하는 삶을 살고, 평생 신체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전인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시작된 신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육을 배우는 

삶으로 진입하는 것은 문화로서 체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학생들이 가

지게 된 것이라 보인다.

  나) 체험을 넘어 문화생활로

  현대 사회의 스포츠는 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강력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

고 있다. 이미 많은 프로 스포츠들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생활로서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예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는 혼잡한 상황에

서 몇몇 학생들은 새롭게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

끼는 활동들을 했다.

오늘 처음 농구장을 가봤다. 원래 원바운드 배구 때문에 배

구장을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농구장부터 가보자고 해서 가

보았다. 농구 규칙을 잘 몰라서 어려웠지만, 한번 농구를 직

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응원한 팀이 이겨

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규칙을 제대로 배워서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호감이, MLaDA190105-6)

  호감이의 사례는 학교에서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스포츠를 문화생

활로 향유하는 삶으로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농구 경기를 

처음 관람한 문화 경험이 다시 농구를 해보고 싶다는 실천적 삶으로 이끈 모

습이다. 이런 긍정의 선순환 사례는, 스포츠에 대한 작은 관심의 씨앗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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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포츠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작은 관심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 평소 읽는 스포츠, 보는 스

포츠 등을 통한 전문적 스포츠에 대한 지식의 학습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해 주는 것이 스포츠 문화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학생들은 전문 스포츠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재미를 위해 여가시

간을 체육으로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나는 뭔가가 추울 때 몸을 풀어야지 더 유연해지고 건강해지

는거 같다. 그래서 오늘 많이 o 이만했던 체력이 O이만해진

거 같았다. 역시 인생에는 운동과 건강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다시 한번 다음부터 자주 나와 밖에서 운동해야겠다. 

(믿음이, FMa190111-6)

  믿음이는 자신의 여가시간을 달리기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경험한 지속적인 달리기 경험은, 믿음이를 달리기 자

체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고, 이것이 달리기와 관련된 여러 도서, 영상들

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믿음이에게 운동과 건강의 중요

성을 심어주었고, 달리기를 하나의 문화생활로써 즐기는 모습으로 성장한 모

습을 보여주었다.

  다. 학급 공동체의 성장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그 진행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리

터러시 함양 뿐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학급 공동체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

기도 했다. 이는 장기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간 이루어진 끊

임없는 상호 교류 속에 형성된 유대감이 바탕이 되었다. 공동체 간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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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유대감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 및 참여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

서 학생과 교사 모두 유의미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1) 학생 : 학급운영의 주체로, 배움의 주체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구성은 교사가 했지만 참여는 강제할 수 

없었다. 즉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큰 효과

를 얻을 수 없는 구조였다. 준비된 프로그램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학생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교사가 강제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아침활동

으로 실시한 왕복 달리기를 그냥 대충 보내기 위한 시간으로 삼을지, 자신의 

체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지는 학생들의 선택이었다. 체

육 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체육 일기는 그냥 안 쓰면 그만이고, 스포

츠 전인 게시판을 통해 도전하는 것도 참여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기 때

문이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마중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 학생들 간에 민주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

난 주체성이었다. 예를 들어 표현 중심 융합 수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안

무를 직접 구성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실행되어야 했다. 교사는 안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대

신 상호작용을 통해 주축이 될 리더 그룹의 선정을 돕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어주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해 나갔다.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4학년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끊

임없이 소통해나갔다. 쉬는 시간 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이야기 나누고, 조금

씩 만들어냈다. 조금씩 만들어진 안무를 통해 유능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다

시 주체성을 가속시켰다. 그리고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점점 성장했다.

우리반은 학예회를 표현활동 향유day로 정했다. 나는 춤을 

추었다. ...(중략)...2반 선생님이 ‘ 이 춤은 6반이 고민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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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춤’이라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믿음이, FMaRE181101-1)

  믿음이가 소감문을 통해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을 통해, 창조하는 역할을 잘해내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능동적으

로 참여하였다. 

[그림 38] 스스로 만든 체육활동을 즐기는 학생들

  

  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주체성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자신의 참여

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고, 주체적으

로 참여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나갔다. 이러한 성장은 학

생들이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속적 참여를 하였기에 가능한 것

이다. 결국 역량의 함양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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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 교육과정 개발자로, 학습의 촉진자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학생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다. 담임교사이자 

연구자 또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교육과정의 수용자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자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체육 중심 융합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 분석을 통한 재구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정 분석

에는 무관심하고,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던 연구자에게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

나더라도,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오히려 그러한 과정이 필요

함을 깨우쳐 주었다. 

  즉,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

사 수준에서 이루어진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함을 깨닫는 과정이었

다. 그 결과 연구자가 구성한 체육 중심 융합수업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성취기준 달성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활동으로 개발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둘째,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의 촉진자로 발전할 수 있었다. 

Whitehead(1929)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야 할 것은 확실히 

가르치라고 말했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한 기간은 이처럼 교사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교사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가는 길에 적절한 방향 설정

과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했다. 즉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촉진자

가 되어야 했다.

  이 과정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다. 현대 교육에서는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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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야 하는지는 와 닿지 않는다. 

  이정표 외(2012)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를 학급 교육과정을 교육적 의

도성과 민주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이처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

에 기반한 유대감이 꼭 필요했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끝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

의 촉진자 역할에 충실하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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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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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요인

  가. 교육목표 : 개인별 다양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즉, 반 학생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

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현재 소양 수준에 따라서 지향점이 달랐다. 

  예를 들어 건강·도전 중심 융합수업에서는 체력의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기능의 증진이 아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의 함양을 프로젝트의 목

표로 삼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 체육시간에 셔틀런 중간점검을 하였다. 나는 최고 기록

이 11단계이다. 나는 체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달

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중략)...셔틀런 20단

계까지 도전할 것이다.

(표현이, MHbDA181107-7)

지난 한달간 노력을 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연습

했다. 1차는 4등급이어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 2등급을 만들

었다. 인간승리!...중략...앞으로 1등급을 따기 위해서 더 노력

할 것이다.

(호감이, MLaDA181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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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학생은 왕복달리기를 통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에서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모두가 1등급을 목표로 했다면 포

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각자의 목표를 세워서 참여하는 것이 프로그램

의 목표였기에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

습을 보였다.

표현이 : 저는 체육을 열심히 해서 실력이가 되는 건 쉬웠는

데, 사랑이가 되는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랑이가 

되려고 체육일기 쓰면서 반성해보기도 하고 체육할 

때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노력했던거 같아요 그

래서 재밌었어요.

연구자 : 보상은 따로 없었는데 괜찮았나요?

표현이 : 뿌듯함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표현이, MHbAT190131-7)

  표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체육 기능이나 실력 면에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지식과 태도에 관련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

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호준(2018)에 따르면 학생들의 참여는 과제활동에 대해 선택권을 주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도 이렇게 개

인별 다양화된 목표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끌어 스포츠 리터러시 함

양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교육방법 :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

예전에는 피구 같은 것만 하니까, 체육시간이 재밌긴 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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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뭘 배우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셔틀런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연습할 수 있고, 원바운드 배구도 모둠 애들이

랑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뭔가 배우는 느낌이

에요. 공도 잘 다뤄지는거 같고 체력도 늘어난 느낌?

(꾸준이, MMaAT190130-7)

  지금까지의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생활과 통합되지 못해 일회성 또는 단발성

으로 끝나 재미 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재미 위주의 수업은 그 순간

은 즐거울 수 있어도 학생들에게 체육은 내용이 없는 교과라는 인식(김성훈, 

2014)을 심어주게 되어 체육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심어주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적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생활, 환경과의 통합적 교육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넘어 생활,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은 실천적 기회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기회, 평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성을 갖추고 언제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서 운동소양이 함양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성취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활동과 더불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박윤

혁, 2009)는 연구결과와 같이 지속성은 필수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0] 그림으로 표현된 체육수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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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평가 : 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역할은 지식의 습득, 수행을 일회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과 연계되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 2016).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서는 평가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프로젝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학생과 교사간, 학생과 학생

간,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는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

를 부여했다. 특히 학생들의 주요 참여 동기요인으로 사용된 스포츠 전인 게

시판은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

했다는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스포츠 전인 게시판은 

자칫 기능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를 지식 및 태도를 포함한 가치 중심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연구자 : 프로그램 중에서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뭐

야?

현실이 : 스포츠 게시판이요. 

연구자 : 왜? 어떤점이?

현실이 : 게시판에서 실력이나 사랑이나 지식이에 골고루 도

전하고, 결국에는 스포츠 전인에 올라가는게 매우 재

미있고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게 한거 같아요.

연구자 : 현실이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

현실이 : 어, 저는 사랑이 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최대한 

협동하고 배려하려구요. 그러니깐 점점 좋아지더라구

요.

(현실이, MHaAT19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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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현실이 같은 경우, 운동 기능은 뛰어났지만 승부욕이 강해 친구들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구자가 그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었고, 그러한 점이 좋아졌을 때, 스티커 보

상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평가 받고 

이는 곧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평가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평

가보다 학교의 교실 수업과 학습상황에서의 평가, 즉 과정중심의 형성평가로 

평가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효과가 있다(김정민, 2018)는 연구결과와 일치했

다.

  라. 교육환경 : 도전을 자극하고 지원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은 수업 중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

다. 가치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 후 

생활에서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다.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더 깊이 경험해보려고 다채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양의 함양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체육 친화 교실환경이었

다.

연구자 : 교실 내 체육창고는 어땠나요?

호감이 : 제가 발리볼 연습을 하고 싶은데, 소프트발리볼 같

은 공을 마트에서 찾으려면 돈도 내야하고 힘들잖아

요. 그런데 저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반납만 

잘하면 되니까, 좀 더 쉽고 편하게 체육을 할 수 있

었던거 같아요. 그 전에는 한번도 체육 물품 빌려본 

적이 었는거 같아요.

(호감이, MLaAT190131-7)



- 133 -

연구자 : 교실 체육창고는 어땠어요?

표현이 : 쉬는 시간마다 안 심심하게 저기서 빌려가지고 수

업시간에 배웠던거 연습해볼 수도 있고, 굳이 체육물

품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다는게 체육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더 좋아지게 된거 같아요. 그

리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표현이, MHbAT190131-7)

  이제행, 박채희(2009)는 근접성을 참여에 대한 중요 동기 요인으로 삼았

다. 하지만, 위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동안 스스로 연습하고, 해보고,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맞는 환경적 지원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체육 친화적 학

급운영에서는 수업과 연계되어 구성된 환경이라 학생들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맞춤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없는 노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중략)...이 책속의 사람도 우리처럼 해야

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냥 했었던 것이다. 이 책 주인공이 포

기하려다가 노리코라는 마라톤 선수를 보고 다시 런닝화를 

신고 도전하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을 보게되면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다.

(믿음이, FMaDA181231-7)

  위의 경우는 믿음이가 체력 증진을 위한 왕복달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포츠 도서문고에 있던 달리기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서, 자신도 달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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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목표와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믿음이

는 최종 왕복달리기 측정에서 여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는데, 

체육 학급문고에 배치된 도서를 읽고 더 큰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사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과 의미를 통해 체육을 

알 수 있다(Esates & Mechikoff, 1999)는 연구결과와 일치함과 동시에 그러

한 서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 것이 체육 친화 교실환경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다.

[그림 41]  체육,수학,미술로 연계된 수업 결과물

  마. 학급친구 : 지켜보고 함께하는 존재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는 동기 요인으로 함께하는 동

료의 존재를 뽑았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이 친구들

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힘들 때는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을 주는 동료, 가끔은 더 잘하고 싶도록 자극을 주는 동료의 존재는 긴 프로

그램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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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혜안이 : 좋았어요.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서 좋았어요.    

                       (중략)                

연구자 : 스포츠 전인게시판에서 스티커 많이 땄던데 왜 열

심히 참여한거에요?

혜안이 : 음..친구들에게 자랑하려구요.

연구자 : 혜안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게 있었어요?

혜안이 : 실력이요.

연구자 :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혜안이 : 친구들하고 맨날 달리려고 노력했어요.

연구자 :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또 참여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혜안이 : 네.

연구자 : 왜요?

혜안이 : 재밌으니까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요.

(혜안이, FLbAT190130-7)

  프로그램의 목적도 분명 있었지만, 혜안이에게는 이 모든 활동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체육은 관계를 맺는 활동적 요소가 많다. 그리

고 관계 속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뛸 때 마음속에 ‘ 아, 이제 그만 뛰자’라는 생각이 들었

는데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니까, 너무나 묘한 기

분이었는데 갑자기 10%였던 내 힘이 30%로 늘어나서 3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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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뛰었다...(중략)...나는 달리기를 할 때에는 응원하는 사

람이 있으면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걸 알았다

(꾸준이, MMaDA181106-7)

  바. 담임교사 : 자율성 지원 및 신뢰 있는 존재

  기능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교육과정 패러다임 변화 후, 수업에서 학

생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기능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

야할 방향을 알려주고,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이다. 잘하는 모습

을 보여주는 교사보다는 잘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존재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표현 중심 융합수업에서 교사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안무를 짠 모습을 함께 보고, 조언을 주

고, 격려를 줄 수 있는 존재였다. 건강·도전 중심 융합수업에서는 달리기의 

기초만 알고 가르칠 수 있으면, 더 가르쳐줄 것도 없었다. 학생들이 연습하

는 것을 지켜보고, 노력하는 학생은 격려하고, 잘할 수 있는 학생은 자극하

는게 교사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고 최대한 자율

성을 지원해주는 존재였다.

연구자 :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활달이 : 선생님이요.

연구자 : 선생님? 왜요?

활달이 :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선생님은 항상 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1,2,3학년 때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도구도 빌려주시고...체육을 잘하시

기도 하구요.

(활달이, MHcAT19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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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현장에서는 학

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학생들

은 더욱 수동적이 되고 스스로 시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본 연구

자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학생들의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것이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했다.

예전에는 그, 간단한 규칙, 그냥 선생님이 지켜보지 않고 선

생님이 다른데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걸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항상 함께 있어서, 좀 어렵고, 저

희가 그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었, 같이 

애들이 필요한 활동을 하다보니 더 재밌었던거 같아요. 그리

고 체육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던거 같아요.

(표현이, MHbAT190131-7)

  교사는 학생들의 훌륭한 지원자이면서 신뢰 있는 존재로 권위를 가지기도 

했다. 표현이의 경우처럼 학생들은 자율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가 지켜보

고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전은주, 양은주(2018)

가 초등교육단계에서 교사는 어린이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신뢰에 기초한 

공감적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교사는 무작정 허용해

주고 자율성을 지원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을 지원하되, 학생들이 스스

로 안정감을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주는, 신뢰와 권위를 함께 

가진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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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효과 및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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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 수업, 생활, 환경을 아우르

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을 구성, 실천한 후 그 효과와 요인을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

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체

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

과가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체

육 중심 융합 수업을 중심으로 생활과 환경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특징은 내용적 측면으로는 통합

성, 다양성, 실행적 측면으로는 연계성, 지속성, 참여적 측면으로는 자율성, 

협동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체육 중심 융합 수업, 체육 중심 학급 생활, 체육 

친화적 학급 환경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은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체육 영역 내 통합, 

체육과 타 교과 간 융합, 체육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재구성 과정을 거쳤다. 

체육 중심 학급 생활은 체육 아침활동, 체육 문학활동, 체육 모둠활동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실천 및 촉

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체육 친화 학급 환경 프로그램은 스포츠 자료

터, 스포츠 학급문고, 스포츠 게시판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함양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생활과 환경 프로

그램 모두 체육 중심 융합 수업과 연동 되도록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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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 환경을 통해 지속적 배움 및 실천이 일어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는 함양 효과는 향유와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능향유는 운동 참여시간의 증대, 높아진 운동기량, 다양해진 운동 

향유 방법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지향유는 지식 습득을 통한 운동 이해, 운

동을 통한 지혜 함양, 운동을 통한 지식 생산의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심향

유는 체육에 관한 흥미와 관심 증가, 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 체육을 통한 

인성 함양의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체육이 문화로서 향유되는 모습은 첫째, 학교에서 체육이 교실문화로 향유

되어 체육으로 시간을 보내고, 체육으로 하나되어 어울리고, 체육으로 학급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체육을 학교 밖 삶

으로 전이되도록 하여, 낭만적 체육을 넘어 전문적 배움의 길로 이끌고, 체

험을 넘어 문화생활로 향유하는 삶으로 이끌었다. 

또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학생이 교육의 대상을 넘어 학급운영의 주체,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사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자로, 학습의 촉진자로 성장하게 되었

다.

셋째,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요인은 

‘개인별로 다양화되는 교육목표’,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방법’, ‘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평가’, ‘도전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교육환경’, ‘나를 지켜보고 함께하는 학급친구’, ‘자율성을 지원하

고 신뢰 있는 담임교사’로 총 6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개인별로 다양화되는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속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방법’은 수업, 생활, 환경이 서로 연계된 가운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였다. ‘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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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는 단발성이 아니라 수업, 생활, 환경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참여 속

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했다. ‘도전을 자극하

고 지원하는 교육환경’은 수업에서 학습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 경험과 창의적 경험으로 이끌었다. ‘나를 지켜보고 함

께하는 학급친구’는 때로는 경쟁자로서 발전을 촉진하고, 때로는 동반자로서 

협동하여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을 

지원하고 신뢰 있는 담임교사’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신뢰와 권위를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해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지원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체육 교과를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생활과 환경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함으로서 체육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체육의 가치를 통해 

통합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주체

적이고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돕고, 

체육을 통해 건전한 학급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학생이 주인공인 교육을 실현

함으로써 체육 교과의 위상을 높이고 전인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통합적 

체육교육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제언

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제언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하여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프

로그램을 진행해본 결과, 뒷받침 되어야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나타났다.

첫째, 체육 중심 융합수업을 위한 교사 연구 협의체가 필요하다. 체육 친

화적 학급운영 프로그램의 중심은 체육 중심 융합수업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

을 통한 교과 내, 교과 간, 비교과 간 연계 과정이 필수이다. 체육 교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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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어떠한 주제를 형성하여, 어떤 대상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

램이 적용될 대상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학교·지역급 교육과정을 고려한 재

구성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므로, 연구 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교육과정 분

석은, 보다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을 위한 교사 연구 협의체는 체육 수업에 자신이 

없는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많은 교

사들이 체육 수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육 중심 융합수업은 체육

을 잘하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매년 일선학

교에서는 ‘과학의 달’과 같은 특색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과학의 달’ 행사 

같은 경우는 학교 급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되어있고, 많은 인적, 물적 지원

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보다 집중적인 과학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

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도 체육을 위한 ‘체육의 달’ 운영과 같은 제도의 

운영으로 일정기간 집중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프로젝

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실천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또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생활에서의 실천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체육문고를 위한 도서 구입, 스포츠 자료터에 구비할 자료 구입과 

같이, 환경 구성에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소비되므로 제도적 지원이 뒷받

침된다면 보다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체육 친화적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담임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수업의 구성뿐 아니라 생활과 환경이 서로 연

계된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경우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치 못한 학교의 사정으로 수업이 미뤄지거나 앞당겨지는 상황이 존재했다. 따

라서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학교의 협조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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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다행히 학교 현장에서는 양질의 체육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

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육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은 체육 수업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건강, 도전, 표현 영역 중심 융합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경쟁 영역 중심의 활동으로 체육수업이 이

루어진다. 이는 학생들이 경쟁 활동을 원하고 재밌어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 

하지만 경쟁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육 수업은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 위주

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체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는 학생들도 많이 생겨난다. 그런데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해 여러 영

역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건강, 도전, 표현 영역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

다. 경쟁의 상대가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심신의 단련을 가져

오고, 함께하는 동료도 경쟁의 대상보다는 협동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건강, 

도전, 표현 영역의 경우 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등이 상대적으

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건강, 도전, 표현 영역 중심의 융합수업 및 학급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학년과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학년은 비교적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용이한 학년에 속한다. 인지적 능력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 간 개별적 수준 편차도 심하지 않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달라짐에 따라 신체적 차이, 기능적 차이, 성별 차이 등이 많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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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년

과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성 확보 

및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초등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도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

포츠 도서는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을 통한 통합적 체육교육을 실현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였다. 스포츠 도서를 통하여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간접적 체육활

동을 실천했으며, 이는 직접적 체육활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서사적 체험 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용성

도 큰 것이 스포츠 도서를 통한 접근이다. 때문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

년 및 활동에 어울리는 스포츠 도서의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체육 친

화적 학급운영은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각 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과정에서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

이 따를 수 있다. 아직도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의존적 수업에 익숙

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으로 과목 간 연계를 구성하기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

라서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은 과감히 교과서를 벗어나 성취

기준 중심의 과목 간 연계를 이루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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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physical 

education(PE)-friendly class management program to cultivate the sport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pply it to the field of school 

through action research, investigate its effects, and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is a PE-friendly 

class management program organized and practiced to cultivate the sport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 what kind of effect 

does sport literacy cultivated through PE-friendly class management 

have on students? and third, what factors have impacts on the 

cultivation of students' sport literacy?

Employ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otal 17 months in February, 2018~July, 2019. The research procedure 

went through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selecting a 

research topic, formulating a research question, making a research plan, 

selecting participants, collecting data, analyzing data, interpr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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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and reaching a conclusion. Since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course of a regular curriculum, the investigator selected total nine 

students from his class through purposeful sampling. They included four 

boys and five girls that varied in th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level. 

Data was collected with an open-ended survey, in-depth interview, 

observatory participation, and field document(PE journals, PE reports, 

and PE activity sheets). Collected data was put to the 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 with efforts made to ensure research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inter-peer review, inter-colleague consultation, and 

triangulation.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paid attention to and observed 

the research ethics during the study so that the participants would not 

suffer any research problems or disadvantag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 PE-friendly class management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six organizational principles to cultivate 

the sport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1) the principles of 

integration and diversity in the aspect of content, 2) the principles of 

connection and continuity in the aspect of implementation, and 3) the 

principles of autonomy and collaboration in the aspect of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investigator developed a program each fit 

for lessons, life, and the environment, which are the major elements of 

class management, and designed the programs in a way that they could 

be connected together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1) PE-centric 

fusion lessons underwent the curricular reorganization process so that 

they could provide various narrative experienc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other subjects within the area of PE around the PE subject, fusion 

between PE and other subjects, and connection between PE activities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based on a topic-based design model. 

2) PE-centric class life was comprised of smaller programs including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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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ased morning activities, ② PE-based literature activities, and ③ 

PE-based group activities each of which was planned to enable the 

practice and facilitation of sport competence, knowledge, and 

disposition, respectively. 3) A PE-friendly class environment program 

was comprised of a ① sports data site, ② class library for sports, and 

③ sports bulletin board each of which was planned to support the 

cultivation of sport competence, knowledge, and disposition. Both the 

life and environment program were organized to be connected with 

PE-centric fusion lessons.

Secondly, sport literacy cultivated through PE-friendly class 

management had effects on 1) development at the whole person level, 

which was confirmed through ① practice of enjoyment of sport 

competence, ② reinforcement toward the enjoyment of sport knowledge, 

and ③ growth through the enjoyment of sport disposition. Specifically, 

the practice of enjoyment of sport competence was confirmed in the 

increased hours of participation in exercise, improvement of exercise 

skills, and various methods of participation in exercise. Reinforcement 

toward the enjoyment of sport knowledge was confirmed in the 

increased knowledge about exercise, acquisition of knowledge based on 

exercise, and production of knowledge through exercise. Growth through 

the enjoyment of sport disposition was confirmed in the increase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physical education, changes to the 

perceptions of physical education, and internal growth through physical 

education.

Another effect of sport literacy cultivation was observed in 2) 

increased experiences as culture, which were confirmed in ① physical 

education shared as part of the classroom culture and ② physical 

education transferred to the outside of the classroom. Specifically, 

students usually spend a break on PE activities and becam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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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hrough physical education in physical education shared as 

part of the classroom culture. In physical education transferred to the 

outside of the classroom, they develop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along the path of learning beyond its romantic nature and enjoyed it as 

part of their cultural life beyond physical education.

The last effect of sport literacy cultivation was found in 3) 

community growth in PE-friendly class management. During PE-friendly 

class management, continuous exchanges among students and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 resulted in strong fellowship, which became a 

powerful force to promote their shared growth. In such fellowship, the 

students were able to grow into the subjects of class management, and 

the teacher made growth to the next stage through research and 

introspection while preparing and implementing a program. 

Thirdly, there were total six factors of PE-friendly class management 

to affect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among students: 1) goals of 

education diversified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2) methods of 

education enriched by narrative experiences, 3) integrated evaluation of 

education in a process, 4) environment of educa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ractice, 5) peers being closer to each other through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6) permissive teacher to support autonomy. 

In "goals of education diversified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set various goals according to their levels for 

continuous participation. In "methods of education enriched by narrative 

experiences," student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various and 

autonomous ways based on connections between life and the 

environment, which facilitate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integrated 

evaluation of education in a process," evaluation moved away from 

one-time events toward connection with lessons, life, and the 

environment so that the students could be assessed in their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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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 of educa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ractice," students were supported to practice what they learned in 

lessons in their life in various ways. In "peers being closer to each 

other through continuous participation," students were encouraged to 

develop as competitors to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as partners 

during the long project, thus forming strong fellowship and cultivating 

their community capabilities.  A "permissive teacher to support 

autonomy" enabled strong rapport with the students and ensured their 

independent participation, thus supporting the cultivation of sport 

literacy. 

Finally,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in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PE-friendly class management and for follow-up study: 

in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PE-friendly class management, it is 

first needed to form a consultative group for teachers' research to 

develop PE-centric fusion lessons; second, it is also needed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s to run a PE-friendly class; and third, there should 

be the homeroom teachers' thorough preparation and the school's 

collaboration to run a PE-friendly class. In the future, follow-up study 

will first need to do research on fusion lessons around the areas of 

health, challenges, and expressions; second, follow-up study will have 

to cover subjects of various grades and backgrounds; third, follow-up 

study should conduct more systematic and analytical research on books 

about sports; and fourth, activities should be structur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students, away from textbook contents.

Keywords: sport literacy, integrated physical education, 

humanities-oriented convergence physical education, class managemet

Student number: 2015-2167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전인교육과 초등체육  
	가. 전인교육과 체육교육  
	나. 초등교육에서의 체육 
	다. 초등체육의 방향 
	라. 초등체육의 목표와 방법 

	2. 스포츠 리터러시 
	가. 스포츠 리터러시의 정의 
	나.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방법 

	3. 통합적 체육교육과 학급운영 
	가. 하나로 수업 
	나. 체육 중심 융합 수업 
	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환경 
	3. 연구 참여자 
	4. 자료 수집 
	5. 연구의 진실성 
	6. 연구의 윤리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및 실행 
	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원리 
	1) 내용적 측면 
	2) 실행적 측면 
	3) 참여적 측면 
	4)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나.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실행 
	1) 체육 중심 융합수업 
	2) 체육 중심 학급생활 
	가) 체육 아침활동 
	나) 체육 문학활동 
	다) 체육 모둠활동 

	3) 체육 친화 교실환경 
	가) 스포츠 자료터 
	나) 스포츠 학급문고 
	다) 스포츠 게시판 



	2.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효과 
	가. 전인적 차원의 발달 
	1) 능향유로 실천 
	가) 증가된 운동 참여 시간 
	나) 높아진 운동 기량 
	다) 다양해진 운동 참여 방법 

	2) 지향유로 심화 
	가) 운동에 관한 지식 증가 
	나) 운동을 활용한 지식의 습득 
	다) 운동을 통한 지식의 생산 

	3) 심향유로 성장 
	가) 체육에 관한 흥미와 관심의 증가 
	나)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 체육을 통한 내면의 성장 


	나. 문화로서의 체험 증가 
	1) 교실 문화로 공유되는 체육 
	가) 틈새 시간은 체육 시간 
	나) 체육으로 하나 되기 

	2) 교실 밖으로 전이되는 체육 
	가) 낭만을 넘어 배우는 삶으로 
	나) 체험을 넘어 문화생활로 


	다. 학급 공동체의 성장 
	1) 학생 : 학급운영의 주체로, 배움의 주체로 
	2) 교사 : 교육과정 개발자로, 학습의 촉진자로 


	3.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요인 
	가. 교육목표 : 개인별 다양화 
	나. 교육방법 :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 
	다. 교육평가 : 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 
	라. 교육환경 : 도전을 자극하고 지원 
	마. 학급친구 : 지켜보고 함께하는 존재 
	바. 담임교사 : 자율성 지원 및 신뢰 있는 존재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개발 및 실천에 위한 제언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5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문제  7
 4. 용어의 정의  8
 5. 연구의 제한점  8
Ⅱ. 이론적 배경  9
 1. 전인교육과 초등체육   9
  가. 전인교육과 체육교육   9
  나. 초등교육에서의 체육  12
  다. 초등체육의 방향  16
  라. 초등체육의 목표와 방법  18
 2. 스포츠 리터러시  20
  가. 스포츠 리터러시의 정의  20
  나.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방법  23
 3. 통합적 체육교육과 학급운영  25
  가. 하나로 수업  25
  나. 체육 중심 융합 수업  29
  다.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33
Ⅲ. 연구 방법  39
 1. 연구 설계  39
 2. 연구 환경  42
 3. 연구 참여자  44
 4. 자료 수집  48
 5. 연구의 진실성  53
 6. 연구의 윤리  54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55
 1.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및 실행  55
  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원리  55
   1) 내용적 측면  57
   2) 실행적 측면  58
   3) 참여적 측면  59
   4)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구성  59
  나.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실행  60
   1) 체육 중심 융합수업  60
   2) 체육 중심 학급생활  72
    가) 체육 아침활동  73
    나) 체육 문학활동  75
    다) 체육 모둠활동  78
   3) 체육 친화 교실환경  80
    가) 스포츠 자료터  80
    나) 스포츠 학급문고  83
    다) 스포츠 게시판  85
 2.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효과  90
  가. 전인적 차원의 발달  90
   1) 능향유로 실천  90
    가) 증가된 운동 참여 시간  90
    나) 높아진 운동 기량  93
    다) 다양해진 운동 참여 방법  97
   2) 지향유로 심화  99
    가) 운동에 관한 지식 증가  99
    나) 운동을 활용한 지식의 습득  102
    다) 운동을 통한 지식의 생산  103
   3) 심향유로 성장  106
    가) 체육에 관한 흥미와 관심의 증가  106
    나) 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108
    다) 체육을 통한 내면의 성장  112
  나. 문화로서의 체험 증가  114
   1) 교실 문화로 공유되는 체육  114
    가) 틈새 시간은 체육 시간  114
    나) 체육으로 하나 되기  116
   2) 교실 밖으로 전이되는 체육  120
    가) 낭만을 넘어 배우는 삶으로  120
    나) 체험을 넘어 문화생활로  121
  다. 학급 공동체의 성장  122
   1) 학생 : 학급운영의 주체로, 배움의 주체로  123
   2) 교사 : 교육과정 개발자로, 학습의 촉진자로  125
 3.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요인  128
  가. 교육목표 : 개인별 다양화  128
  나. 교육방법 :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  129
  다. 교육평가 : 결과가 아닌 도전의 과정  131
  라. 교육환경 : 도전을 자극하고 지원  132
  마. 학급친구 : 지켜보고 함께하는 존재  134
  바. 담임교사 : 자율성 지원 및 신뢰 있는 존재  136
Ⅴ. 결론 및 제언  139
 1. 결론  139
 2. 제언  141
  가.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개발 및 실천에 위한 제언   141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록  156
Abstract  16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