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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육론

---교재개말을 위한 방향 모색---

1. 서 폰

류 :A:I
。

(체육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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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교육 (pedagogics of physical education)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discipline)도

아니며 知的體制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체육 교육은 교과 교육(subject matter

education)의 한 분야로서 體育學과 敎育學의 응용분야인 셈 이 다. 따라서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체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신체운동 기능을 가르천다는 입장보다는 敎科目을 통해서 그

들의 身體가 수단이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活動하고 또한 思考할 수 있는 能力을 키워 준

다는 입장이다. 즉 敎養敎育 (general education) 1)으로서의 체육은 단지 체육학자들의 昭究

理論과 그 방법을 단순히 실행해 보고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반적 敎育 目標(aim)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펄요한 敎育內容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체육을 통해서 개인에게 心身兩面의 모든 능력을 키워 준다는 입장이 받아 들여

질때 우리는 체육학과 교육학의 두 분야에 대한 끌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고 본

다. 그러으로 효과적인 체육교육을 위하여는 體育學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 敎育學의 내

용을 발견， 응용하는 작엽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擺念的인

정럽을 현실적인 敎育場面에서 찾아내어 그 구조블 고찰함으로써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椰뿔해 보고자 한다.

(l) 敎養敎育
敎育의 기본적인 機能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國家社會의 정신적 • 문화적 가치를 이해，

그 국가 사회의 運命을 개척하는데 참여 • 봉사함에 있다. 이같은 기능을 펼치는데는 흉흉한 A
間性을 치니고 좁任感있는 全人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능력을 발달

시 켜 주는 교육￡로 생 각되 었기 때 문에 Cultural edu., Liberal edu., General education이 라 하

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참된 의미의 교양교육을 못하기는 힘들다.

이 에 반하여 텀己素質과 능력에 부합된 知識과 技術을 익 히 기 위 한 것을 專門敎育 Profes
sional edu., Vocational education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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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경향

2. 체육학의 발전

師大論驚 (26)

우리나라 제반 과학의 연구는 학계 전체의 최근 동향에서 괄목할만한 學問的 發展이 아’

룩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편 체육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1945년 이후 새 교육의 물결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 1953년 體育學會가 설립되어 각 분과회로 나뉘어진 체육학이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인 獨自性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연구발표 활동에 있어서는 얼마간의 공백 상

태가 있어 체육학의 擺念定立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學會誌의 발간을 계

기로 體育陽究 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활말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柳iE옮， 1982:106).

체육학의 개념 청럽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뒤늦게나마 연구활동이 활발해 진 것은 바

람직한 일이며 앞날에 대한 展뿔을 밝게 해준 것으로 사료된다.

(2) 미국의 경향

구도라 (I顧， 1978) 가 1960 1건에 서 1976년까지 미국에서 출판된 體育原理에 관한 저서 22:

권을 자료로 하여 미국에 서 體育觀念이 어 떻게 변천하고 있는가를 규정한 것에 의하면 세

가지의 큰 時代的 碩向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대적 구분을 보면 1960"-'1963년에는 傳統

的안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의 개 념 이 지배 적 인 시 기로 「體育이 身體를 매개로

하는 敎育의 엽장」이 있으며 이에 대표적인 학자로는 Duncan , R.O. , Watson, H.B. , She

pard , N.M. , Cowell, C.C.와 Frence, W.L.이 있다.

또 1964"-'1970 1건에는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011 대 한 비 판이 나타났으며 Human

movement(신체 운동)을 연구하는 것을 체육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Neilson ， N.P.는

체육에 서 敎育이 라는 용어 를 없애자고 제 안했으며 Felshin, J. , Zeigler , E.F. , Updyke ,‘

W.F. ，와 Johnson, P.B. 등은 체육의 개 념으로서 Human movement에 대 해 지 지 하였다. 그

리고 1971，-...;1976년의 시기에는 체육을 “身體運動의 기술과 과학이다”라는 입장이 체육에

관해 共通的 見解로 대두 되었다.

科學的 昭究의 대상으로셔 체육에 관해 Howell , M.L. (1977)은 “많은 사람들은 체육이

라는 명칭이 현재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學問領域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S

며 , “체 육학과 교육학과의 전통적 인 관계 가 상당히 虛弱化되 어 學科나 學部도 교육학을 포함

한 학문영 역 에 서 분리되 어 가는 경 향이 있으며 대개는 Human Kinetics, Kinesiology , Kine

siological science, Human movement studies , Kin-anthropology 등과 같은 명 칭 을 가진 學

部를 졸업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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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美國體育學會의 명칭을 미국 신체활동 학회 (American Academy of Phyactology)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이 의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體育이라는 명칭에 확

실히 문제가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이 명칭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살

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柳正휩， 1983:18).

또한 일본의 경우는 生灌를 통해서 健康生活을 영위시킬 수 있는 심신의 調和的 發達을

촉진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체육학(physical education)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눈부신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으나 제 과학 분야에서 체육학이 교육분야의 진보에 관하여 과연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체육 과학(science of physical education)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것

을 문제로 삼는다는 것이 體育科學 본연의 목표에서 벗어난다고 할지 요르겠으나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펼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前J I I， 1974:2-3).

(3) 실천적 방향

Cobb (1943)는 교육에 있어서 體育의 位置에 관해 언곱하면서 체육은 까口的 生活과 건강

생활올 위하여 영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도덕적 말달을 위하여 또한

全人的 人格 (integrated personality) 오로서 개인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基本的 信念을

술회하였다(Zeigler， 1977:2). 물론 이러한 서술은 哲學的인 업장에서 보아 응용적 혹은 실

용적 각도에 서만 추측하려는 것은 아니 라고 본다. 요히 려 그와 같은 실용적 가치 (practical

value)와는 관계없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명백해 진 체육의 科學的 置理는 결코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실제 운동중에 있어서의 자체 기능이 생리학적 기전 (physiological mechanism)을 명백히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체육의 座標를 문제 삼으려 할 때 중

요한 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체육의 현장에서 실제로 지도하고 았는 교사가

體育科學에 기대하는 것은 매일 접촉하고 있는 피교육자 내지는 활동코자 하는 대상을 어

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敎育方法이며， 또는 얼정한 체육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에게 運動學習을 시키려 할 때 어떠한 敎材와 어떠한 내용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안 사례의 제시이며2) 그 교재를 매개로 해서 어떤 學習成果를 얻게 되며

또 이에 대한 과학적안 방볍은 무엇언지블 알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의 主體가 그 事象에

2) 교과의 특정과 관련시켜 개선시켈 키본방침

CD 건강 증진 ·체력향상을 도모하여 강건한 심신을 커른다.

@ 생애를 흉하여 운통을 실천할 능력 ·태도를 킬러 건강생활을 영위동록 한다.

@ 섬신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키초적 • 기본적인 사항을 정선한다.



238 師大論題 (26)

대하여 정확하게 把持하는 것과 그것이 관계될 때의 운동학습을 위한 환경적 제반 조건의

정버에 관한 질제적인 원리나 원칙같은 것을 체육과학에 바라고 있는 것이다(前川 : 8-9).

그림 1. 지 도의 구조모형

이려한 관점에서， 체육이란 명칭이 붙는 여러 분야의 과학이 일반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

는지 를 좀더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 해 體育現實과 각종 體育科學의 상호관련 및 그것이

체육 현실에 어떻게 공헨해 왔는가에 대하여 극히 개략적인 면을 考察하고자 한다.

과학적인 연구는 세련된 理論을 추구하는 끈질긴 경향을 따고 있지만 효과적인 지도 방

법을 개발하는 應用科學에서는 눈앞에 지도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純縣科學

이 이론적안 해답을 제시해 주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의 적부블

찾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와갚음 과정을 통해 고안

된 指導方法응 특정한 學習理論과는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

무로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를 깊이하고 適用과 그 限界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학습이론

의 구축에 크게 기 여 하게 된다(柳正행， 1981: 214).

예를 들면 우리는 트레아닝을 위해 그 방볍과 處方理論을 과학적으로 지도하려면 그것을

피교육자에게 적용하거나 체력을 異困分析하여 요소마다의 훈련방법을 개말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 기 능의 획득을 위해 각종 심 상법 (mental image method)을 활용하거나 全習，

分習法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지도 등에 많이 적용해 보아야 한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체육

의 현창， 특히 敎育一線에서는 체육과학의 응용에 관하여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첫째 체육의 科學的 昭究가현장 적용에 있어서 비현실

적이거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적용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체

로 얼선 지도자들이 과학적안 방법보다 經羅主義的 엽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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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둘째로는 체육과학의 이흔적 측면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非現實性을 내포하

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는 이론융 전개해 나가는 연구자 자신이 뚜렷한 問

題解決點을 시사해 주지 앓고 막연히 현상만을 나열하묘로써 척용점에 흔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四宮聲， 1975: 196). 그러묘로 현장에 펼요한 연구는 뚜렷한 문제의 진술과 해결 방

안의 모색， 적용의 한계점을 명확히 하여 그 이론이 현장 교육에서 뚜렷한 교육 목적을 이

룩하는 방법으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條件設定을 엄격히 하면 할 수록 연구는

단펀적 극한적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결과와 현장의 교육 지

도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體育指導者들과 현장교육자， 나아가 체육과학과 체육의 실천 현장에 있어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육교육의 현장은 너무도 복잡해서

꺼기 서 많은 요인을 모두 因果의 說明 (causal relationship)으로 처 리하기 란 곤란한 것이 다.

따라서 체육과학자들이 현장 연구에 선듯 나서지 못하는 일면이 있어 부득불 체육교육 현

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맑究物중에는 체육교육 현장 그 자체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겠으냐 체육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연구물이 시곱히 요청

되고 있다(體育昭究同志會編， 1978: 102).

’86, ’ 88년의 양대 國際察典을 맞이 할 우리틀은 「체육의 科學化」를 크게 표방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지도자가 스포추 지도 변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옷하

고 있는 것은 대체로 체육과학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乖離現象에 귀인된다고 본다. 그러묘

로 체육과학의 발전은 스포츠나 체육 교육 현장에 적용과 병행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현장

을 외면한 연구는 스포츠 과학의 價f直性을 안정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본다.

3. 체육 교육의 현장

체육 교육은 運動文化에 관한 과학을 교육하는 것 (中材， 1974)으로서 체육 교육의 주 대

상이 되는 초 •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

과적으로 교육시키려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목적 (objective)과 방법이 계획적으로 구안되어

의미있는 교육을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계획이 試行錯誤를 일a킬 지라도 같은 착오를 되

풀이 하지 않고， 보다 좋은 결과를 얻커 위한 연구가 끊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四宮

醫 : 131-132). 그러나 현장에 엄하는 교사들에게 체육 교육과 體育科學과의 관련성에 관해

물었을때 대부분의 교사가 그의 관계 규명을 대답함에 있어 다소 곤란함을 느낄 것이다. 왜

냐하면 스포흐 지도자나 체육교사 중에는 스포측 과학에 관심 이 없는 지도자도 있으며 과

학적 態度形成이 부족한 지도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수엽연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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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회가 수 없이 진행되고 있음응 주지의 사실이나 많은 數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체로 형식적으로 연구수업 實績에만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 한펀 수엽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점은 과학적인 방향으로 발

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간주된다.

체육 교육 현장의 연구는 일관성았고 지속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學習指導 모

형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지도 형태가 이뤄져야 하며， 형식적이거나 고답

적인 ￡다究事例는 지양되어야 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은 과학적 연구 계통과는 달리 교육일선 行政機關언 교육위원회의

雙學陣과 각급학교 연구주임교사 및 과제를 받은 지도교사들 사이에서 협의하고 발표된다.

그러나 권위적인 효과만을 위해 관계 대학과 연관시켜 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는 경우도 간

흑 찾아 볼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 장학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계속적으로 지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대개는 形式的次元을 벗어나지 뭇한 병이한 연구에 그치묘로 명칭은수

엽연구， 연구발표회로 되어있지만 질체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일반척인 추세략 할 수 있다.

현장에 있어서의 체육 교육 연구는 대체로 身體 機能的 측면이나 교육 형태적 측면의 양

면성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바람직한 연구의 결과를 얻어려고 하

지 않고 도중에서 그만두고 또 다른 과제로 옮아가고 말기 때문에 연구 건수는 늘어 나지

만 연구의 깊이는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토양에서 우수한 實錢的 價f直플 찾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장 체육 연구에 대한 견해， 방향，

指導方法 퉁이 체육 교육의 임장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를 방임하

지 않고 진정한 교육으로서 체육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현장 지도자 속에 체육

학자가 파고 들어가 서로의 문제점을 살펴가며 그 성과를 같이 확인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점이 들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陽究者測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도 있다. 질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

결하커 위해서는 한 학교만의 연구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속한 학교의 체육주임교사， 교

육위원회 장학진과 專攻別 대학연구진 모두가 합동으로 연구를 추진할 펄요가 있다. 만약

이와같은 連擊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장 교육의 연구는 한층 더 진전될 것이며， 이와같은

방향을 잡으려면 각 지방의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연구과제블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연구하

지 않으면 안되며 나아가 이러한 試案이 -般化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의

一例라고 본다.

4. 교육과정 및 교사용 지도서의 과학적 연구

각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學習指導書는 국가기관(文敎部)의 관여에 의해서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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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볍령으로 제정되고 그에 의존해서 지도서가 제작되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체육의

。~ 。

‘-‘、-

그에 따

며우지

심의되어 설정되면 전국 각 학교에 보급되어

그런 만큼 지도서는 진정한 뜻에서 문제상태를 파악하여 科學性， 合理性을

그러면 지도서는 실제로 어떻게 착성되고i 또 어떻게 체육교육의 현장을 규정

하고있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몇차례의 改定3)에 있어 종래의 것을 개청하지 않

으면 안될 만한 사태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또는 週期的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안다.

면 안띈다.

목표，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이

라 지도하게 띈다.

;ζ

-‘-충분한

체육 행정의 입장에서 體育課程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그러한 사유는 체육에 있어서 거의 무관한 영역으로 통일한 법주， 동일한 상태로

개정되고 있다. 말하자면 形式的인 意味로 개정되고 있으며 사실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데도 개정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체 육의 목표나 내용을 정 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권위자라고 일컴는 교과과정 審議委員들

의 집단 검로를 거쳐 그것을 기초로 정부 해당 부처의 소수 인원이 결정하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학교체육(school physical education)의 목표나 내용을 개정한다면 事前에

사 연구를 거듭해서 그에 따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리적이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일은 船究機關이라든가 흑은

大學같은데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본 자료가 나올 수 있

(3) 교과과정의 개정 상황

1945. 9.24. 군정 시 에 체 육이 필수과목a로 교수요목 발표.

국민학교 보건， 중학교는 보건체육， 대학은 체육￡로 명명.

1948. 교수요목칩 임 시 로 만듬.

1949.12. 교육법 제 정 교육기 본방천 수립 .

1950. 6. 2. 문교부령 제 9호 교육요옥 제 정 •
1952. 교과 과정 개정.

1955. 8. 1. 각급 학교 교수 요목이 교과 과정을 변경 공포.

1963. 3. 교과과정 개정 초 • 중 • 고교 교과명을 체육과로 통일.

1968.12. 국민교육헌장 공포로 학교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짐.

1969. 학교교육 방향이 확고해 짐 . 구체 적 목표 제 시 .

1970. 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장학방침 재구성.

1973. 2.14. 운교부령 제 310호 국민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공포.

1973. 8.3 1. 문교부령 제 325호 중학교 체 육과 교육과정 공포.

1974.12. 31. 문교부령 제 350호 고등학교 체 육과 교육괴 정 공포.

초 • 중 • 고교의 기본방침은 국민적 자질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 • 기술교육의 쇄신 등

에 바탕을 둠. 일반적 목표는 자아실현， 국가 말전 및 민주적 가치의 창조 등을 들고， 체

육과의 특성은 강인한 의치와 굳센 체력을 가진 강건한 새 국민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함. 그 구성은 일반 목표， 학년목표， 내용 및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되어 있다.

1981. 12. 31. 문교부 고시 제 442호에 의 해 1984년 3월 1일부터 시 행 한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민주주의를 로착화하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

는 한펀，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 창달을 지표로 해서， 건전한 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역첨을 두고 구성. 구성에는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및 내용， 치도 빚 펑가상의 유의점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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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V

가
X
그림 2. 교육의 재구성과청

는 組織體制가 있어 야만 한다.

연구된 각 發達段階의 특정에 따라 목표나 내용이 정해지게 되며 그 연령단계의 발달적

특칭을 찾아 그에 맞게 발달을 촉진시키고 적극적인 자극이 주어질때 어느만콤의 수행 가

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즉， 學習可能性 여부에 대해서 재검사 연구되는 결과를 가져야 할

것이다(松田， 1978:74-76). 대부분이 교사의 經驗傳達式에 의한 지도와 칩펼의 방향이 推

定되고 있는 것(四宮寶， 14-15)은 멀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학습의 주체에 대

한 말전상의 특성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확실한 지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도서 작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시는 선행되면서 基本的 調좁나 연구의 바탕은 중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서 착성되든지， 한번 작성이 되어 인정된

후는 학습을 制度的으로 강요하는 결과가 되무로 극단적인 표현을 벌리자면 作成過程이 너

무 경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학숨 내용의 펀성에 있어서도 지도서 그 자체의 작성에 기본이 되는 계속적 • 체계적 •

종합적 인 연구가 착수되 어 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행정의 책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체육을 지도하고 學問的 짧究를 계

속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자책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체육 교육에의 기대

(1) 문제의 훗접

學校敎育(schooling)에서 문제가 되는 체육 교육의 측연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문

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體育現象을 취급하는 여러가지 체육과학은 그 자체로서는 확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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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직 이것 만을 가지고 복잡하고 종합적인 체육 교육에 적용하기에

는 지 나치게 抽象的 擺念 (abstract concept)이 어 서 체 육과학을 통한 체육 교육의 성과는 자

칫하면 경원되기 쉽다. 그러나 과학척 연구가 체육 현장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셔 고려되

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체육 교육의 진보 발전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가 體育現場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산발적이고 동일하지 옷하며 또 그 성과가 넓게 파급되었다고

할 수 없기 애문에 체육지도 방볍 등의 t&善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體育의 효과적인 지도방향(toward better teaching in physicaleducation)과 성과

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어떤 형태로든 계획적이고 조직적언 방

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지막으로 체육지도 指針書의 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보면 행정척언 간접이 지

나치게 강하고 특히 체육의 실제 t&寧이 나 개 선에 있어 중요한 과학적 연구의 성 과는 별로

선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에블 들면 어떤 학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학습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至適發達 (op

timum development)을 고려하여 같은 연령에 대해 장기간의 조사 연구를 커초로 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Crug (1956)는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려면 체육 교육에 관계가 있는 목표의 설정 • 내

용의 선택 ·면성 ·교과서 ·視聽覺 교육수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의 결정 같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면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문제와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체육은 이론과 실제가 부합되는 合一點을 찾아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과

학적 기초 위에 경험을 가미한 완전한 학습지도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체육지도

의 장면에서 心理的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자의 활동은 학숨자 자신의 내

부 상태 즉， 심리적인 내용과 활동을 할때의 학송의 장， 즉 環境狀態와 연결될때 잘 이루

어지게 된다.

이 러 한 학습 활동의 결과는 성 장하고 발달하는 학습 주체에 최 저수준 (minimum essentials)

이 작용하여 그 성과가 올라 漸進的안 운동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된다(松田， 168). 따

라서 지도의 대상에 대하여 무엇을 학습시킬 것인가， 또 發育·發達過理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배열 펀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말할 것

도 없이 학습 내용의 배열， 즉 敎育課程의 연구안 것이다. 더우기 그것을 청확하게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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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목표하고 있는 것과 발달적 학습의 준비성 (readiness to learn) 및 학습 능력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교재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 요령은 각 학년에서 해야

할 내용을 청하고 있으으로 교사 내지는 치도자가 그것을 1년중의 언제 할 것인가 하는 時

期性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좀더 나아가 무엇을 언제 어떻케 지도할 것인가를 종합적이

며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교사 개개인이 모두 갖게 되려면 상당한 基健的 訓練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 과학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정한 학습자 또는 학숨 집단이 어떤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개개인의 행동이나 활동， 나

아가서는 運動能力으로서 억혀 간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그와 같은 성과를 나

타내게 하는 학습에는 어떠한 지도가 필요한 것인가， 힘차게 또는 활발하게 그리고 진지하

게 학습이 진전되려면 그에 상응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學習場의 諸意性(valance)

으로서 느끼는 주체 상태도 중요하며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학습에 동커를 유발시키는 것은

敎授法이라든가지도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적인 具體的 操作 (concrete opera

tion) 의 교수볍 내지는 지도법에 의해 진보 발달되고 있다(水野， 1973:7). 이러한 지도법

이 체육 교육의 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질이나 지도법의 과학적

인 接近 方法의 연구가 학습현장에서 다소 경시되고 있다고 보아 진다. 그러므로 완전한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지도법 연구에 심혈을 쏟아야 할 것

이다.

끝으로 개 인의 능력적 인 身體資源이나 수행능력 (performance)을 어 떻게 하면 올바르게 측

청할 수 있을까 하는 검사의 문제와 측정 분야의 연구가 선행되고 체육외 과정에 대해 계

획하고 개개인을 병기-하여 교육으로서의 체육을 유효하게 작용시킬 수 있는 연을 계획전문

가 (technocrats)가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體力이나 技能의 기준 등 척도의 연쿠 그 자체와

는 달리 교육문제로서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본래 검사나 측정 분야는 개인이나 집단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道具로 생긴 것이므

로 교육에 유효한 수단 임에는 블림없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알려짐으로써 우월감을 갖는

다든가 자기 엽등감에 빠지기 도 하는 것이 評價에 뒤따르는 학습자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교육적인 魚點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체육 교육학의 확랍

누차 언급한 바와 갇이 체육이 교육으로서 전개되어 가는데 있어서 주요내용을 서술하였

다. 서술된 사항들을 요약한다면

i) 체육 지도의 對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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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에서 추출해 낸 체육의 덤的 • 目標에 관한 연구

iii) 목적이 나 목표에 대 상자흘 맞춘 敎材 內容의 연구

iv) 至適發連에 따른 학습 내용을 시간적 S로 배열 • 펀성을 하는 등의 歡育課程의 연주

v) 교육과정을 전개하기 위한 학습과 그에 따른 과학적인 指導法의 연구

vi) 학습 성과에 대한 評價 맞 운동處方에 대한 연구

등으로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은 체육 지도법 또는 체육원리의 측면에서 다뤄졌으며 그러

한 科目에서 포콸적으로 수용이 가응할지 모르나 경우에 따라서는 敎授法이라 해서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체육관계의 차원에서 가볍게 취급되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에 이르러서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본다. 훨자가 지금까지 논술해 온 것은 이점을 지

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체육 교육은 확질히 연구의 일 분야 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복장하고 또 경험적인 것

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부료기는 미흡한 질정에 있으나， 응당 이

분야를 연쿠하는 專門化된 영역으로 구축하여 과목을 담당하는 전문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영역 만큼은 체육의 현장 수엽이라든가敎授(instruction)와의 中間에서 질

제로 체육 지도를 능률적 • 합리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융 궁극의

목적으로 체육 교육에 펄요한 일틀을 묶어서 체득시키는 분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그

렴 3 참조). 그러나 이 領域 또는 분야는 그러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敎職的인

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체육 활동과 관계되는 제 과목을 무시하게 되면 구태의연한 교수법

에 머무르고 만다. 그러한 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체육 교육학의 주요분야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고 체육 교육에 부합하는 學習計劃을 선택하는 풍의 문제 해

결을 위해 학숨을 정리해 가야할 것이다. 체육 교육학은 分析學問이라기 보다 종합학문이

며 더우가 그것을 전체로 해서 系統化해 가는 것이다. 거기에 알맞게 이론에서 실천으로，

다시 실천에서 이폰으로의 週期로 과학적안 인식을 구축해 가야 할 성격을 갖는다(中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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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이와 같이 생각할때 체육 교육학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서 체육학의 學問的 傳統(schola

stic tradition)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의 지식을 체육 교육이라는 점에서 종합해 가지 않으

면 안되는 船究課題를 갖고 있는 것이 다.

、상세한 연구 방법은 후속적인 연구에서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체육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내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 發達過程과 관련지어야 할 구체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 또 지역이나 個A

差는 어떤가 하는 세말한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체육과의 교육은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명백히 해서 각 학교 채육 지도에서 학습자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체육 학습에서는 스스로가 그 심신의 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능력을 익히려고 한다. 그래

서 각 연령 단계에서는 어떠한 學習能力이 있는가를 마리 파악하고 그것이 학습에 의해 대

략 어느정도 발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체육 학습을 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체육의 출발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

한 대밥을 즉시 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또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대

개가 적극적인 身體活動으로 충실하게 지도 요령에 제시된 내용만을 가르치는데 곱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도하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成就시

키기 위한 목표는 무엇인가 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

에 대밥할 수 있는 기본적언 것을 제공하는 것은 체육 교육에 있어 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라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체육 교육학 연구의 출발

점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성취하려면 일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체육에 관

한 제 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셔 또 다른 면에서는 체육의 生理 • 心理 •社會學的 상황

(physiological-'-psychological-sociological contex of physical education)의 각 전문분야 학자

연구자들과 현장 교사들과의 협력에 의해서 필요한 具體的 實行作業을 구성하여 체육 교육

의 질천에 불가결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블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결 론

同-한 학문의 법주속에서 體育學(physical education) 과는 달리 실천적 측면에서 체육 교

육 내지는 體育 敎育學 (pedagogics of physical education)은 교직자들을 위해 서 그 전환과

연구가 절실하며， 관심있고 능력있는 연구자의 養成 등이 당면한 문제들인 것이다.

1. 체육이란 A間形成을 指向하는 교육 활동을 표방하는 것으로 체육 교육이라는 영역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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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육 교육이 란 지 금까지 指導法 또는 敎材짧究로서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부과

된 과목중의 하나인 것이 다.

3. 체육 교육이 구성된 과거의 내용은 經驗을 통한 실천적인 것으로서 과학적인 연을 내

포하지 뭇한 초보적인 敎授法인 것이었다.

4. 체육 교육의 바람직한 연구가 추진되고 體系化가 이루어 진다면 기존 체육 과학의 성

과는 더욱 발전척일 것이다.

5. 체육 과학의 발전에 부응키 위해서는 체육 교육의 學問性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진보적 인 周邊科學의 연구를 모색해 야 한다.

6. 앞으로 이를 위한 構造·方法·評價 등의 모댈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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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성요소 신 • 구 비교표

’

교 과
·일반 목표로 진술 .교과 목표로 진술함 ·일반 목표를 교과 목표

모.， •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간 •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의 로대치함
목 표

의 연계 불분명 연계분명

학 년
·각 학년별로 목표 진술 • 져 학년 0， 2학년) ， 중급학

년 (3，4학년) ， 고학년 (5, 6

국 표
목 표

학년으로 묶어 학년 목표

진술함

학 년 | 여。 역 학 년! 영 역 ·기초력 운동이 기본운동

민
기초력운동 본기 게 우보 4 영역2-로 바챔

6 ‘1 ’ qι 개영역.보건여。어1 "1이 치n화를끼이
기계운동 학 년 운

해 l학년부터 도업함
육 상 운 동 개

동 엄 용건

학1， 2,년3 기 본 운 동 61- 수영 영역의 기능향상
학

공 운 동 여。
기 계 운 동 께 을강조합

수 여。 역 3, 4 게 임

내 용
우 용

학 년 무 용 영
보 건

고l
계절및민속운동 역

기초력운동

기 계 운 동 7 기 본 운 호 7

4학，5，년6
육상운동 기 계 운 동

공 ;。r 동
영 5, 6

육 상 운 동

수 여。 구 기 운 동

τE.. 용
학 년

무 용영

보 건
역 보 건

계절및민속운동 역

신 교 육 과 정 비 고l



‘체육교육콘

지도상의*

유의정

249

·건강‘층진과 체력 향상에 I· 운동능력의 개발 및 신장 I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학

역정 | 에 중점을 둠 ‘ 1 습방법을 지양하고 아동

·기초력 운동과 기계 운동 I· 기 능의 단순한 반복보다는 | 중심 • 흥미중심의 자발

및 융상 운동에 역점 | 신체 활동의 원리를 체득 | 적인 학습방법 강조함

·순환 운동 매시간마다 실 |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시 I· 기 본운동에 서 아동의 창의

성 강조함

·일만 목표로 제시 I· 교과 목표로 제시 I· 일반 목표가 교과 목표

목 표 I· 국가적 ， 시대적 요청에 따 I ·교과의 학문성에 초정을두| 로 바캠

중 I I 라 추상적으로 진술 | 어 간단 명료하게 진술함

• 체 력 향상이 라는 관점에 서 I· 다양한 운동기능의 습득과 ,. 내 용이 10개 영 역 에 서 8
운동영역 선정 l 운동경험의 극대화흘 위한| 개 영역우로 축소됨

·내용 :10개 영역 | 관점에서 내용 설정 I· 개 인 및 대인운동 영역

·순환운동， 체조， 칠서운 1 ·질서 운동영역은 체육이론| 신설함

동， 육상경기， 구기， 투기 | 에서 질서의 이흔척인 측 I · 구기 영역이 단체운동으

(남)， 계절운동， 무용， 보 | 면을 다루고， 질기는 필요 | 로 바챔

내 용 ) 건， 체육이흔 l 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도 I· 수영 이 독렴영역이 됨

·순환운동은 수시로 휠요에 ，.스케이팅은 개인 빚 대

따라 지도함 | 인 운동영역에 포함시킴

학 I \ \.내용 : 8개 영역 \.무용은 남녀 공히 이수
·육상운동， 체조， 개인 빛 | 토록 함

대 인운동， 단체 운동， 수영

무용， 체육이론， 보건

·체력항:상을 위한 교사 중 I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다 I ·체육 지도 방법을 다양

고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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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도 | 양한 학습지도방법 활용

·순환운동 매시간마다 지도 I · 각 운동은 칩중수업을 원

칙으로 함

• 과외 자율 체 육 (i ntramu
ral sports)프로그램을 적

극권장함

·지역 사회의 시설자원을

수업에 적극 활용함

화시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강안하여 융통정있게 체

육 수엽을 운영함

·일반 목표로 진술 /.교과 목표로 진술함 I· 일반 목표가 교과 목표

·국가적， 시대적 요챙에 부 ，.교과의 학문성에 의거하여 l 로 바챔

목 표 | 응하여 진술 | 진술함 I· 간단 명료하게 목표진솔

고 I I. 학년 목표 없이 학교 목표 I· 학년 목표 없이 학교 목표 | 함

로 진술 | 로 진술합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에 /.평생 체육과 경기 기능향 I· 구기 가 단체경기로 바캠

중점을 두어 내용 선정 ! 상을 그대화하기 위한 내 I· 평 생 스포츠 빛 야외활I -a -'2. • ~1 ""1 ...... 1 ... 1 ""-I "i.!. "1 1 I 동영역 추가함

·내용: 9개 영 역 | 용을 선청함 I· 우용은 내용의 일부를

등 | 내 용 I.순환운동， 체 조， 육상경 /. 내용 : 9개 영 역 | 제 외할고 남녀 공히 이I.... "1) -0 • ;;V fJ -d 4 I 수로슈 함

기， 구기， 투기(남)， 계절 I· 육상경 기 ， 체조， 단체경 I· 체 육이 론과 보건 내용을

운동， 우용(여)， 체육이 l 기， 평생스포츠 및 야외 | 집활시컴l 활동， 투커， 수영， 무용， I· 해 양교육 (수영 ) 강조함
론， 보건 l 체육이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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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향상을 위한 교샤 중 I- 체 력 과 운동기능 향상을 I- 체 육 지도방법의 다양화

심 지도 | 위한 다양한 학습 지도방 | 를 꾀함

• 순환운동 매 시 간마다 지 도 | 법 활용함 I- 칩 중 수엽 제 를 활용함

·운동 영역별로 칩중수엽을 I -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l 모색함，

·선태 프로그램에 의거한

체육수엽을 운영합

·과외 자율 체육활동 척극

권장함

·지역사회의 시설자원을 수

엽에 적극 활용함

* 과거에는 지도상의 유의정만 기술되었으나 1982년 3월 1일 개정에서는 평가상의 유의점이 첨가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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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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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ysicalEducation involves some educational activities which aim at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It necessiates a study on categories of Pedagogics of Physical Education to

be developed.

2. As an introduction .of teaching methodology or research of teaching materials , Peda

gogics of Physical Education is required for students who want to be teachers at primary

schools ,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3. The practical matters to be experienced in schools have been the content of Pedago

gics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teaching method doesn’t include scientific aspects.

4. Intense researches and systematization of Pedagogics of Physical Education would

result in more progress of the Scientific P~ysical Education.

5. The research of other sciences related to the Pedagogics of Physical Education is

important for heightening the academic quality and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Pedagogics

of Physical Education.

6. In the future , a model comprising structure, method , and evaluation etc. must be

established for the above-mentioned purpo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