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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等學校 體育敎育課程의 改善方案

姜 信 福

(體育敎育科)

I . 錯 論

현대사회에서 체육활동은 건강유지에 펄수적이다. 적극적인 건강의 실천은 운동을 통하

여 어렬적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은 평생동안 지속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학교 청소년학생을 위한 체육 표로그램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에 대한 중요성의 입장에서 최근 학교체육교육의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이 경주되었￡며 체육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읍을 부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체육의 개선을 위한 과제는 방대하다.

그중 대표적 안 연구과제는 학교체육교육과정의 개 선연구이 다. 특히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새 표형이 개말되어야 할 펄요가 요청되고 있다. 그 한 예가 사회에서 체력의 중요성이 점

차 안식 되어감에 따라 체력육성을 위한 운동이 생활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체육 표로그램은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이 개혁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

다. 즉， 전통적으로 체력은 체육의 목표로서 간주되어 왔지만， 활동자체로서의 독자적인

체력포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 세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체력의 중요성을 엽증하기 위한 행정적 뒷 받침의 예를 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83년 미국 일리노이주 교육국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청문회를 열

고 공개협의회를 거쳐 교육의 6개 목표를 설정하었다. 그중 첫째로 내세운것이 주민을의

신체말달과 건강을 내 세웠다. 그려하여 체력육성을 위한 뱀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

했으며， 학교체육교육을 활성화하여 1990'건에 가서는 10세에서 17세까지 의 청소년의 90%

이상이 체육활동(특히 심폐지구력 항:상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로록 유도할 것을

장기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학교체육은 전통적으로 경쟁 스포츠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며 평생동안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운동기능 발달에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체육에서의

운동기능 터득이나 스포츠의 참여는 어느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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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최근 한국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몇몇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국민학교와 중등학

교에서 정과체육을 모두 이수했으면서도 체력이나 운동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의 이해가 매

우 부족하며， 특히 운동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

존 학교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미 각국에서는 수년동안 체육프로그램운영 면에서 큰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 교사는 새로운 지도 방법을 개말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의한 포로그램 개

발이 활발하다. 한때는 움직엄 교육의 개념에 입각한 체육 지도가 별로 큰 인기가 없었는

데 인본주의 사상의 대두와 함께 오늘날 움직엄 교육위주의 체육 지도가 특히 국민학교 단

계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여학생의 운동참여가 사회적인 가치기준에서 받아들이지 않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여

학생의 운동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 남녀의 운동참여 기회는 균등시

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여학생의 배교경기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케 되었으며， 경우

에는 남성보다 여성팀의 수가 많은 현상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변화는 경기에의 고조된 비중이 낮아지고 전 학생을 위한 전이성이 높은 평생 스포츠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질이다‘

@ 오늘날의 체육프로그램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우게 되고

자신의 목적에 의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운동의 기본 기능을 터득케 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체육학회에서 발간되어 널리 일선 각급학교에 보

급시키고 있는 책자인 기초 자료집 iBasic StuffJ의 교재 성격에서도 말견할 수 있다. 이 자

료집의 발간 목적은 각급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위한 기 본 교육을 강초하면서 표로그램운영

의 기본 모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 요늘날의 체육 교육은 신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

세이다. 체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케 스포츠 기능을 가르치고 운동하는 방법만을 터득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다해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지도교사는 움직임의 개념을 이해시키

고 각 개인의 스포측 기능을 왜 배우는지 그 이유를 납득시켜야 하며， ζ二￡측 참여에의 만

족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으며，

즐거운 것이며， 또한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갱을 체험토록하여 공청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

에 있다.

이와 같은 외국 각급학교에서의 체육교육과정 개선 연구 동향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교

4주과정 개선의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선의 펄요정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

히 敎育 덤治制가 앞￡로 도엽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서 큰 변화가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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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전통척으로 文敎部가 중앙부서로

서 이를 주관하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교부에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엄격히말해 교육과정의 기본틀 또는 골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장학교교육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부 교육과정 수준까지는 손

을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려므로 앞으로 교육자치제에 대비키 위해서도 학교수준

에서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연 계획이 수렵되어야 할 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교수준에서의 체육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고 이를 토대로 그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體育敎育課程의 現況과 問題點

1. 體育 目標設定의 非合理性

學習의 目標는 곧 학습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目標는 學習內容(subject matter)을

수단으로 하여 학습자를 어느쪽으로 성장시켜 갈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따

라서 학습목표의 합리적인 설정과 운영은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서 현재 각급 학교 현장에서 안고 있는 학습목표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논의해 볼 펄요가 있다.

첫째， 체육목표의 分類와 目標間의 比重을 어떻게 달리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육

목표는 여러학자들에 의해 다르게 분류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A間發達의 균형성을 고려하

여 구분되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예 로 Bloom(1956, 1964) 등은 비록 A間의 行動特性의

입 장에서 心動的 영 역 (psychomotor domain) , 情意的 영 역 (affective domain) , 認知的 영 역

(cognitive domain)으로 목표를 구분하고 있지만 인간말달의 균형성을 감안한 全A的안 말

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어린이는 교육적 경험활

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 말달이 골고루 이루어져 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 위 해 나갈 수 있는 全機能的 人間(the fully functioning individuals)이 되 기를 기 대 할

수있다.

그렇다면 체육교과교육에서 Bloom이 분류한 세 목표영역의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

를 어느 기준에서 분류하며 어느 범위까지 교과의 독자적 목표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문제

가 논란이 될 수 있다. Kane(1974)은 200여 종 이상의 전문문헌분석을 토대로.하여 다음과

같이 9개 일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CD 운동기 능(motor skills), (%) 自我寶現 (self-realization) ， ® 여 가(leisure) ， @ 정 서 안정 (emotional

st!\bi1ity), ®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 @ 사회척 능력 (social competence) , (j) 기관체 력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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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fitness development) , ® 인지 적 발달 (cognitive development) , ® 마적 감상력 (desthetic

appreciation)

Kane이 분류 제시한 이들 체육의 9개 일반목표는 Bloom의 三大目標分類준거에 따라 구

분지울 수 있으며 또한 技能터득， 여가추구， 커관체력발달과 같은 明示的 目標(overt

objectives)와 미적 감상력， 도덕 및 정서말달과 같은 暗示的(또는 濟在的) 目標(covert

objectives)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각급학교 현장교육에서는 지도교사의 체육지도철학에 따라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

로 心動的 領域 또는 明示的 目標測面을 주로 강조하고 情意的 領域과 認知的 領域 目標

또는 將示的 덤標에는 Bl 교적 소흡히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체육교과목-표들이 Bloom의 3대목표영 역을 망라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목표를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 실제교육현장에서는 일부 체육목표영역에

편중되어 제획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육목표설정운영의 Bl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체육목표진술의 상세성과 위계성의 문제이다.

체육목표는 -般目標와 細部目標로 구분 지울 수 있다. 세부목표는 일반목표의 하위목표

로서 성취되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냐 일선 각급학교에서는 일

란목표와 세부목표진술의 요호성무로 설정목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업계획단계에

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각 설정목표에 대한 위계성과 통합성의 결여도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목표설정의 수준이 학습자의 요구， 능력， 性 • 연령과 같은

여러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또한 체

육목표설정의 천통적인 정근은 각 목표영역간의 횡적 연관성과 통합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

고 영역별로 분리하여 목표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목표설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소기의 학습

성과블 올려지 못하고 있는 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학습목표와 예측되는 학습 결과와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학습목표는 기대되는 학습의 결과에 따라 단력있게 설정 운영되어야 효괴적인데 현재 각

급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짝습결과의 기대치플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설정되

는 경향이어서 學習의 설정목표와 그 結果간의 관련성이 희박한 편이다.

Eraut와 그의 연구팀(1975)이 개발제시한 目標-結果 相關모형과 최근 각국에서 널리 활

용되고 있는 行動담標(behavioral objectives)의 개념 모형 등은 기대되는 학습결과즐 로대

로 하여 학습목표즐 설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체육학습 ‘目標의 진술체제는 단일모형을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를 보다 상세화 한것이 行動目標(또는 途行目標)라고 할 수 있다.

行動目標의 1:.몇 구성요소는 條件(conditions) , 水準(levels) ， 그리고 終홉行動(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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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 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구성요소를 엮는 목표진술방식에 의거하여 체육학습의

영역과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체육학습활동중 藝術性을 내포한

運動途行， 이를테면 체조， 다이맹， 무용 등과 같은 활동은 행동목표로 객관화하여 충분히

진술되기 어려운 업장이기 때문에 Eisner(1969)가 주장하는 대체진술방식의 하나인 表現目

標(expressive objectives)와 같은 옥표진술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Eisner(1969) , Stenhouse(1970 rv1975) , Pring(1973), 그리고 Sockett(1976) 등은 학습활

동이 투염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계획으로서의 學習目標設定 그 자체를 회의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형태아든간에 ‘目標模型’도 교수학습에서 별 의마가 없다

는 극단적 인 주장까치 펴고 있다. 特히 Pring(1973)은 事前設定目標에 대한 不合理性을 다

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전에 셜정된 상세화목표는 학생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우시하는 처사이다‘ 왜냐

하면 각 학생은 자신의 과거갱험을 토대로하여 새 학습경험을 이해하고 이블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수영학습에서 어느 학생은 불에 대한 공포로 입수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흔 학생은 처읍부터 기꺼이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기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둘째， 目標가 마리 설정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판단， 또는 평가에 의한 학습성

취수준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관

점에 反하여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공정적A로 역설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Davies

(1976)는 흘륭한 敎授(teaching)는 철저 한 사전준비계 획 (planning)과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학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아울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그러으로 사전에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수

엽지도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비판적 관점을

우리 학교체육교육의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이블 적절히 수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

속 연구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2. 體育內容 選定組織의 非體系化

體育內容은 앞서 논의되었먼 體育目標를 具現하기 위한 手段的 活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중등학교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체육교육과정 내용선정과 초직 및 그 운영

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체육내용영역별 시간할당량의 책정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중등학교의 체육내용은 내용(contents)의 특정에 따라 여러 영역오로 구분되

고 이 구분지 어진 영 역 별로 일정 량의 교수학습시 간이 합당되어 왔다‘ 1981년 12월 31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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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고시 제 442호로 공포되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의 內容영역을 보

면 육상운동， 체조， 개인 및 대인운동， 구기， 수영， 무용， 체육이폰， 보건 등 8개 영역우

로 구분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육상경기， 체조， 구기， 평생스포츠 및 야외활동， 투

기(남)， 수영， 무용， 체육이론， 보건 등 9개 영역으로 냐누어지고 있다. 현재 각 중등학교

에서 체육내용영역별 시간할당비율은 운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의 장학지침에 의거하여 시

달되고 있지만 체육을 직정지도하고 있는 담당교사에게 그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냐 지도교사의 교과내용시간할당의 준거에 대한 이해부족오로 획일적이며 편중된

시간할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묘로 교사간， 학교간， 그 할당비율의 폭이 크

게 달라 교육과정운영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 S로 교과내용의 시간할당은 학

습자의 성장단계， 학생의 능력과 요쿠， 학생의 性， 학교죠직， 내용의 특성， 시설， 용구，

예산， 지역과 기후， 학교와 사회의 철학 풍과 같은 여려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단력있게 조

정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남녁공학 체육표로그램에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

의 문제이다.

학교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로 하는 性別에 의한 분리교육이 지배적

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교육은 그 프로그램에서 二元化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요구변화와 교육철학의 변천으로 인하여 남녀공학의 붐‘

이 계속 높어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 최근의 일부 신설학교는 남

녀공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에서 남학교 94개 교(35.3%) ， 여학교가 88개 교(33.0%) ， 남녀공학이 84개 교(3 1. 6%)

이어서 전체 중학교의 약 융이 남녀공학엄을 알 수 있다 이 ell 율은 수년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남자학교 83개

교(50. 6%)， 여자학교 66개 교(40.2%) ， 그리고 남녁공학이 15개 교(9.1%)이 어 서 중학교에

비하여 남녀공학의 비율이 낮지만 이는 앞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남녀공학의 학교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체육교육은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중의 하냐는 남녀공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coeducational

prograns for physical education) 내용의 개 발이 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학교 체육은 움직엄교육의 개념 위주로 그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전

통적인 게임이나 스포츠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의 ι문제이다.

1968년 美國體育學會(AAHPERD) 용어분과 위원회에서 움직 임 교육 (movement education)

용어를 놓고 학교체육과 관련시켜 그 개념을 규명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 다음과 같이 용

어의 개댐을 풀이 하여 보고하였다(Corbin 1976"-'1977).

움직 임 교육(movement education) 은 체육 (physical education) 과 그 용어 상 같은 개념 이



中等學校 體育敎育課程의 改善方案 67

다. 따라서 움직임 교육은 체육의 일부영역이 아니며 체육과 다른 독렵된 교과 영역도 아

닌 체육 그 자체의 개념과 같다. 그러냐 움직임 교육철학은 종래의 체육 철학과는 달리 그

방법면에서 좀 달리 하고 있다. 움직엄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발달올 극대화하기 위

해서 문제 해결， 창의력 개발 등 개별화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체육의 내용 소재는 움직임 (movement) oJ 71 째문에 신체 (physical) 보다는 움직임이란 용

어블 채택 함이 더 타땅하다는 주장이 다. 움직 임 교육과 관련시 켜 탐색운동(movement

exploration)은 체육(움직엄교육)프로그램의 한 내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탐색운동

은 문제해결에 춧점을 둔 기본운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용어 탐색 (exploration)에서 의

미하는 바는 자유로운 경험 활동과 표현 활동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

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탐색 운풍이 그 실효성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도 믿고 있다. 특히

일선 각급 학교에서의 체육내용구성은 주로 지도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학생은 교사

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엽에 엄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학생중심에 의한 수엽 분위기

를 전제로 하는 움직임 교육이나 탐색운동은 우리 실정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

고 있다. 그러묘로 우리 일선 학교의 교사중심에 의한 수업상황에서는 보다 체계화， 조직

화， 형식화된 전통적인 게엄이나 스포츠 위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고 지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내용구

성에서 게업이냐 스포츠 종심에 의한 전통적인 접근과 새로운 움직임 교육의 접근을 함께

감안하여 새로운 내용모형 정립을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중등학교 체육내용은 평생스포츠 중심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오늘날 학교체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채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

지로 학교체육도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표로그램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고있다.

평생체육은 한정된 기간 동안의 학교체육의 범위를 벗어나 전 생애의 사회체육까지 포함

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맨 평생체육은 그동안 연령충별로 구분된 폐쇄적 학교체육과 조직

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회체육을 華直的이며 水zp:的ξ로 統合運營되는 교육적인

全過程을 그 範圍로 삼아야 한다.

“zp:生스포츠" (lifetime sports)는 평생동안 한 개안이 스스로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스포츠 활동을 뜻한다.

미국체육학회 평생스포츠 연구팀의 주장은 평생스포츠는 장기간 학습전이가 지속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간 후 여러해 동안

(또는 평생동안) 체력이나 운동기능과 같은 여러 제한을 받지 않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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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 (jogging)과 같

은 個A 및 對人運動을 의마한다.

이와 같은 평생스포츠 종목이 우리 학교체육의 내용구성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안과 사회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평생스포츠 중심에 의한 내용구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돼면 테니 ζ二， 배도민턴， 탁구， 궁도， 수영，스포츠를 들고 있다.

3. 體育指導와 評價方法의 훌!-化

내용분야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의 요소이 다.

지도 및 평가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체육지도에 관한 개말된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현장학숨에 널려 적용되어 지느냐

의 문제 이 다. 그동안 운동학습에 관한 여 러 연구(Lawther 1968, Cratty 1973, Singer 1975)

가 수행되야와 체육지도에 대한 새로운 망향설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냐 야러한 연구들은

주로 동기부여， 학습의 전이 등과 같은 학습지도에서의 지엽적인 면안에 국한되아 왔으며

또한 이들 연구도 대부분- 질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학습지도 상황에 적용하

뜰때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연구가와 설제 교육현장

참여하는 지도자와의 전문적 정부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기- 확립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학습지도 이본의 개발과 함께 이블 효과적오로

설정된 목표도닫을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하느냐의 문제는 앞서 논의된 목표와

중등학교에서 관찰펼 수 있는 체육

려

에

적용시키기 위한 어러 방안모색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 체육지도에서 전통적 방법 (traditional methods)과 새로운 방볍 (innovative methods)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체육지도 방법의 유형은 그동안 여러

학자에 의해 분류되어 소개 되었다 Mosston (1972)은 학습참여 과정에서의 의사결과 허용

수준이 교사와 학생 중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지 도방법을 분류하고

있다. 7가지 지도방볍은 지시학습， 과제학습， 상호학습， 교사중심 개별학습， 유도발견학

습， 문제해결학습， 그리고 학생중심 개별학습이다. 여기서 교사에 의한 의사결정수준이 가

장 높은 지도방법은 지시학습이며， 학생에 의한 의사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지도유형은 학

생중심 개별학습이다， 교사중심 학습방법일수록 전통적 지도방법이며， 학생중심 학습방법

일수록 새로운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서로 다른 지도방볍이 체육학습 상황에

셔 어떻게 적절히 선택되어 활용되느냐의 문제는 교사와 학생에 의한 의사결정 허용정도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전통적 방법과 새로운 방볍의 선택 또는 그 비율의 조정문

학생의 특성， 교과내용의 특성， 수엽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달리 융

전통적으로 중

제는 지도교사의 철학，

통성있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풍학교 체육은 성취모형 위주로 지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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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체육은 역 학적 성 취모형 (achivement biomechanical model)에 입 각한 철학에 의 해 서

체육지도가 이루어져 왔다. 경기에서의 성취(성공)블 위해서 스포흐 기술과 전략을 배우고

연마하여 시합장에서 펄승을 71 대 해 왔다. 필송이 곧 비-람직한 결과(product)로서 그 자체

블 높이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스포츠 경기가 곧 체육의 모든 현상이라고 까

지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중등학교의 체육은 경기기능 위주로지도되어 왔으며 대

성한 운동선수의 기술이나 동작을 분석 요방하여 그대로 가르쳐 왔다. 이것이 역학적 분석

모형에 의한 체육지도 .방법이다. 이 모형에 의한 체육수엽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을 불어 넣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압박감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못 찾고 있다. 결국

게엄에서의 성취와 압박감은 깊은 상관관계가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역학적인 성취

위주 학습모형은 학생을 효율적￡로 지도하기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모형은 안간

의 제한된 사회적， 기계적인‘관점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인간은 생체의 여러 부분을 합한

그 이상의 것이라는 Plato의 주장과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넷째， 체육지도에서 학생펀성을 이질집단(heterogeneous groupings)으로 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동질접단(homogeneous groupings)으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체

육지도는 학년， 성， 학급과 같은 변안에 의해 펀성된 학생집단별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체력이나 운동기능수준， 또는 자신의 취향과 적성과 같은 변인은 각급학교에

서 널리 고려되지 않았다. 체육학습의 학생펀성을 이질집단으로 하느냐， 동질집단으로 편

성하느냐의 문제는 서로 강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목표와 내용， 그리고 학생의 요구와 능

력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다젓째， 체육학습의 정의적 영역 평가방법에서 신뢰성과 객관성의 문제이다.

체육학습의 정의적 영역은 사회성의 발달， 정서발달， 그리고 미적 감상력 발달 등을 목

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태도를 주로 평가대상으로 삼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는 태도를 어떻게 신뢰줍고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안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m. 體育敎育課程의 改善 方向

학교 현장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하

여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해 부면 다음과 같다.

1. 체육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전제하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학승자는 loll 위 협 적 인 환경에서 운동에 참여하게 될때 학습 효과를 더 올렬 수 있다.

@ 학승자는 누구든지 서로 사귀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행통하고 짚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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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는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활 뿐만 아니라，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며 그

운동효과는 무엇인지 응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 학습자는 어느 한 기회에 어떤 운동에 참여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학생

은 계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강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운동참여는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 운동 참여자는 자신의 체릭과 운동 기능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더 찰 알고 있기 때문

에 그 한계를 벗어나 우리할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참여는 자아 주도적아어야 하며

참여자 스스로가 운동의 강도， 반도， 시간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또는 동료 친구와 함께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 다양한 신체활동 중에서 션택된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때 보다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

2. 중고등 학교의 체육은 평생체육(life- long physical education) 위주로 그 방향융 세워야

할 것이다. 체육활동에 참여 해야할 필요성과 욕구는 평생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체육활동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초성되어야 한다.

평생체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스포츠에 대한 태도 함양에 있다. 즐겨 스스

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운동 또는 스포초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

한 정도의 지식과 기술 습득 과정이 요구된다.

3. 학습목표는 학습의/결과(product) 보다는 과정 (process)에 치중하여 全A敎育측면에 서

진술되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일반목표(general objectives)와 세부폭표(specific objectives)로 구분지 어 진술

되어야 한다. 학습성취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학교 수준에서 行動目標

(behavioral objectives)의 개 발 활용이 이 루어 져 야 한다. 행동목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 하

여 표현목표(expressive objectives)의 활용도 함께 고려 되 어 야 한다.

4. 학습목표는 지역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설정되어 문서화 되어야 하며， 그 목표는 학습

자의 특성， 요구， 기대 성취 수준 등과 같은 관련 요인을 감안하여 탄력있게 설정되어야만

한다.

목표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즉， 이 목표에 따라서 학습 경험의 유형

과 수준， 또는 기대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목표를 실정하기 위해서는

체력， 운동기능， 사회적 행동， 자아개녕， 려더쉽， 미적 강상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여

러 발달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요구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적 요구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파악키 위해서는 관련 평가자료， 조사， 학부모로 부터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하여 목표 설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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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학습 성취 수준은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완료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수준으

로서 개인차와 과거학습경험의 배경 등에 따라 탄력있게 적정화 되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가능한한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지역단위 또는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야만하며， 설정된 목표는 문서화 되어 지도자와 학습자에게 널리 공포되어야만 보다 교육

효과를 올렬 수 있다.

5. 중등학교 체육은 體力의 上位目標에 치중하여야 하며 아울러 擺念接近에 의한 체육학

습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우수한 체력 결과치를 얻어 내면 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

했다고 성급히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실시중얀 체력장제도 운영이 그 좋은 본보

기이다. 궁극적으로 평생체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上位目標(이를테면 개인 체력의

문제 해결)를 성취해야만 할 것이다. Corbin은 아래와 같이 體力目標 분류 모형 (Corbin

1980)을 제시하고 있다.

下位目標

體力 目標 分類

O 운동과 제력의 문제해결

O 체 력 평가

O 운동의 생활화

。체력성취

。운동

평생체력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體力의 개념접근(concepts approach)에 의한 방볍

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념 접근은 학습자 개개안에 초점을 두어 왜 (why) 그가 운동을 해

야 하며， 개개인의 체력이나 운동욕구는 무엇(￦hat) 이 며 그 욕구를 어떻게 (how) 충족할

수 있나를 터득하도록 관심을 두어야 한다.

6. 중등학교 체육내용의 選定과 組織은 從的敎育課程 模型(그럼 1 참조)에 엽 각하여 系列

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각급학교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설정해야 할지

망서리게 련다. 설정된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범위와 계열의 적정선을 찾기

란 힘든 일이다. 이블테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단계에 설정된 목표수준 만큼의 기관발달

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시수를 어느 만륨， 어느 범위 수준까지 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이다.

교육과정이 균형화 되기 위해셔는 이와 같은 법위와 계열이. 어느 한쪽￡로 치우치지 않

고 구성 조직 되어야만 한다.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균형화하느냐의 문제는 지도교사와 행정가의 철학， 지역의 특수

성 , 시 간수， 목표별 강즈 비 율，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 발달특성 , 학습방법 , 수직 교육 과

정과 수평교육 과정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즉， 위에 열거된 요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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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적 , 형 적 교육과정 모형 (Corbin 1976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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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웅칙 엠 형 태 의 位階 (Corbin ， 197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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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질의 미흡， 행정가의 이해부족 붕으보 다양한 운동총옥이 폴고루 이수되지 못하

고 불균형적으로 펀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나 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운영지칩

은 문서상의 지침일뿐 계펙대로 적용이 되질 옷하고 있다.

8. 체육교육과정은 각 개인의 움직임기능의 발달과정과 발달 요구 수준을 관련지어 내용

을 구정하고 지도되어야 한다.

움직 엄 내 용은 스￡츠 유형 (sports forms) , 무용 유형 (dance forms) , 운동 유형 (exercise

forms)으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의 움직임 기능을 터득하든간에 다음과

같이 3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CD 움직 엄 수행을 위한 조절 능력 터득→@ 움

직임 수행을 위한세부 기능터득→@ 움직엄 수행을 위한운동 유형 터득 단계를 밟게 흰다.

이러한 움직임 기능 발달 단계는 운동 참여자 개개안의 기본적 요구 발달과 서로 관련지

어 설명할 수 있다. 위 CD단계는 자아개념(self-concept)의 요구，(2)단계는 자아존중(self

esteem)의 요구，@단계는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의 요구와 직결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때에 기능 발달의 과정과 요구발달의 과정을 결부시켜

계획 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이다. 체육내용은 단지 신체활동의 집합체로서만 볼 것이 아니

라 여려 유형외 움직임의 수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학습 깨개인의 움직업

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과정에 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

을 여러 움직임 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각 개인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움직임의 참얘 과정을 통하여 즐거움과 성공감 등을 느껄 수 있게되

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감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9. 중학교 단계 (12'"'-' 1 4시11)는 국민학교 단계에서 터득된 기본 기능의 숙련에 강조 되면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갖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게임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

학습 내용은 각 개인의 발달특성과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즉， 운동영재， 일반내기， 운동 지진아， 장애자 별로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양한 게임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 태도， 지식을 터득하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가능하떤 학생들이 이 단계에서 부터 게임참여를 통하여 즐거움과

성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과외자율체육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

며 인근 지역단위의 학교대항 경기 활동 기회도 확충되어야 한다.

10. 고등학교 단계 (16 '"'-' 18세)는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되 자신이 보다 깊이 있게

학습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운동종목 선택의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선택된 운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해와 기능터득이 가능하고， 운동참여에 적극적이

며 자신있고 즐거풍게 참여할 수 있는 태도가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선택 프로그램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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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고등학교 학생을의 스포츠에의 생활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한종목 이상의 평생스포츠 활동 기능을 터득하도록 권장되어

야 하며， 가족단위 또는 소그룹단위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간이 게임， 야외활동， 레크레이

션활동 프로그램도 도업 소개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지도는 각 개인의 개인차， 기능수준

과 요구의 차이에 따라서 초급반， 중급만， 고급만과 같이 만펀성을 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

람직 하다. 아울러 과외자율체육과 대교경기 활동도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

11. 각급 학교에서는 완전학습모형에 의한 체육교육과정이 개발 운영 되어야 한다.

완전학습모형에 의한 교육과정 계획운영은 일반 교과교육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아

울러 성공의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모형의 적용연구가 활발치 못하지만 외국

각국에서는 이 모형에 의한 체육교육과정 운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특기할만

하다.

완전학습요형을 도엽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녕을 기초로 하여 야 한다.

@ 학슴자 재개인의 학습 진보도에 따라 학습되도록 허용 되어야 한다.

@ 학습자에게 광뱀하고，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

@ 교수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인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개개인의 학습자는 학습 참여의 개별화와 학습활동에서의 활발화가 요구된다.

@학습은 정규교과 경험활동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자유시간에까지 참여토록 유도 되어

야한다.

@ 운동기능 학습의 시기와 시간량 등은 각어린이가 같지않고 서로 다르다는 검을 안정

하여야 한다.

@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기능 성취수준을 탄력성있게 설정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12. 중등학교에서는 男女共學 體育 프로그램이 도엽되 어 야 하며 프로그랩 구성의 기 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목표는 남여학생의 개인차에 의거하여 단력성있게 설정되어야 하며 학습자 각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에 춧점을 두어 구성되어야 한다.

(2) 지 도교사는 남학생과 여 학생 에 대 한 性偏見(sex biases)을 3銀f려하고 그들은 동등한

업장에서 지도되어야 한다.

냥녀학생에 대한 교사의 일관성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학생에게 체육의 치

식 이해를 위한 과제를 부과할 때 남학생한테도 상응하는 적절한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3) 남녀공학 체육 포로그램에서 지도교사는 남여학생을 유일한 개체로서 안정하여 각

개인의 특성， 요구， 그리고 흥미에 바탕을 두고 학습이 지도 되어야 한다.

(4) 남녀공학 체육 표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스포측의 방법， 규칙， 작전 등을 변형하여



中뿔學校 體育敎育課程의 Glc善方案 75

남녀가 모두 부담없이 즐겨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5) 남녀공학 체육은 내용중심이 나 교사중심이 아닌 學習者中心으로학습지도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교사는 남녀공학 교수학숨 상황에 맞는 교수행동과 전략 그리고 새 수업

모행을 개발 적용로록 하여야 한다.

(6) 남녀공학 체육치도는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특히 개별화 학습지도

가 강조되어 야 한다. 계 약학습(contracting) , 패 케지 학습(learning packages) , 튜토리 얼 프

로그램학습(tutorial prognlms) , 독자학습(independent study)과 같은 개별화 학습방법이 적

극 활용되어야 한다.

(7) 담녀공학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스포츠 종목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단 복싱， 레스령， 유도， 럭비， 아이스하키와 같은 신체 접촉이 요구되는 접촉 스포츠

는 남녀 격리 포로그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접촉 스포츠를 남녀풍학 프로그랩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적절한 게임방법 변형과 안전 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8) 표로그램 활동 종목과 내용선정은 남녀 운동 참여자와 각 개인의 특성， 배경， 요구，

흥미와 학교의 철학， 시설 용구 및 교사의 자질과 같은 여러 관련 여건에 의거하여 단력있

게 조직 되어야 한다.

(9) 남녀공학 학습을 위한 편성 (grouping)은 운동 참여자의 체력과 운동기능수준， 요구

와 흥미도에 의거하여 융통성있게 초직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조직은 전통적인 체제를 벗어

나 모율라스케줄(modular scheduling)과 같은 새 로운 방법을 도입하면 더 효과적이 다.

(10) 담녀공학 체육 프로그램 학습평가는 다양한 학습평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평가

준거와 규준치 등을 학년 수준에 맞게 다원화하여 탄력 있게 평가되도록 하여 야 한다.

])I. 結 語

현채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인 교육개혁의 성패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교육과정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도

록 계획하고 조직되어야 한다. 체육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체력을 유지 ·증진하여 개인의 건

강을 도모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운

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체육교육과정 설계자는 창의력에 의한 프로그램 구성이 절대척으로 요구된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하고 여러 개인의 요구에 충족키 위해서는 체육프로그램은 단일화를 지양

하여 다양화 위주로 계획 조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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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육교육과정 모형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습자 개안의 요

구와 특성， 지역의 특성， 학교의 여건， 시설， 용구의 상태， 행정가와 지도교사의 철학 등

에 따라 교육과정은 단력성 있게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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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rt the Deγelopment of Curriculum in Physical

Education for Secondary Schools

Sinbok Kang

Abstract

An effort had been made to improve the school programs. The success of the program

in schools is dependent upon how the school program be implemented with rational

foundations and specific guideli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be evaluated and improved as the results of a learner’s performance in school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ays in which teachers plan and

implement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 and to give the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The present status and emerging problems on the implementing of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re as follows:

1. There is the irrationalityof the purpose of the physical education.

2. There is the unsystematization in selecting and organizing the physical education

contents.

3. There is the standardization of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from this investigation, the following basic guidelines can

be made for the planning and implemetinng of the physical education currlicuum which

has real bearing on our present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s.

1.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plan for life-long physical education.

2. The purposes and objectives should be emphasized more process than product, and be

considered the whole aspect in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 l.

3. The written purposes and objective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mmunity

and the school‘ Also, the main components such as characteristics, needs, expectations

and levels of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4. The physical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should matter highest ranked aims of

physical fitness, and in addition, proceed the physical education program with the

conceptual approach in learning.



中等學校 體育數育課程의 改善方案 79

5.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constructed and taught on the basis of

developmental processes and stages, needs, and interests of each individual.

6.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school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ncepts

of mastery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