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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융합형 학습체험을 통한 

여고생의 체육수업 인식 및 참여 변화

조      연      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운동기능과 평가 중심의 체육수업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신체적,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의 여학생들에게서 가장 소극적인 체육수업 참여를 보이고 이러한 상황은 학

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융합형 학습활동의 체육

수업을 실천하여 체육수업 참여 변화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에 근거한 융합형 학습활동을 계획, 

실천하고 그것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과 수업참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창인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각 학년에서 5명씩 총 

10명의 여학생을 주제보자로 선정하였고, 그 외 198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진행되었

으며,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수업관찰,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 학생 교사 관

찰일지, 융합형 학습활동과 관련된 수업 자료와 과제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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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형 학습활동의 구성 방향을 직접

체험과 간접체험의 융합, 학생과 학생과의 융합, 창의적 과제와 친근한 분위기

의 융합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융합형 학습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기본 방향으로 패별 활동, 창의적 활동, 친근한 활동의 내용으로 실천

되었다. 

  둘째,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해서 여고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운동기능만 반복 연습하는 체육시간이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체육시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수행평가를 위

한 개인 연습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 됨을 느끼

는 체육시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단순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체육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 

운동기능만 연습하는 지루한 체육시간에서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친화적

인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감성적인 체육시간이 되

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특성상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밖에 나가서 

뛰어 놀고 싶은 욕구가 큰 학생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체육시간이 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셋째, 융합형 학습활동에 따른 여고생의 수업 참여변화는 전반적으로 부인

소참형(부정적 인식, 소극적 참여)과 긍인소참형(긍정적 인식, 소극적 참여)형

태에서 긍인적참형(긍정적인 인식, 적극적인 참여)형태로 변화하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융합형 학습활동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한 요인과 

학습과정의 사회성, 지도방식의 체계성, 체육교사의 친근성의 요인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주요어: 융합형 학습체험, 고등학교 여학생, 인문적․서사적 접근, 직접․간접체험

학번 : 2010-2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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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자반은� 선생님이� 다� 맡는게� 어때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편할� 거� 아

냐.� 남자�선생님들은�여자반�가르치는�거� 힘들어.� 여자애들이�수업시간에�움직

이질� 않아.� 운동을� 싫어해서� 앉아만� 있으려고� 해서� 말이야...”� 동료� 남자� 체육

선생님의�이러한�이유를�먼저�들어서�일까,� 여고생들은�정말�체육을�싫어하고,�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었다.� 하지만� 여학생

들로만� 이루어진� 수업을� 경험하면서� 동료� 남자� 체육선생님이� 말이� 전부� 사실

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

“여학생들은� 정말로� 체육활동을� 싫어할까?� 지금까지의� 체육수업이� 어떠했길래�

여학생들이�체육을�싫어한다고�했을까?� 싫어한다면�그� 이유는�무엇일까?� 여학

생들을�체육시간에�재미있고�적극적으로�참여하게�하는�방법은�무엇일까?”�

(2011.� 5.15� 교사�반성일지)

위의 글은 연구자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경험하면서 적은 반성일지의 일부이다. 연구자의 동료교사는 여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앉아있기만 한다는 이유로 여학생반의 수업을 꺼려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을 더 좋아하고 수업 

참여가 긍정적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햇볕, 땀으로 인한 헤어스타일의 망가짐, 체육복 탈의의 어

려움과 귀찮음, 남학생의 시선 등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과

목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더군다나, 수업내용까지 지루하

고 재미없고 힘들다면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기대

하기란 힘들다.

곽은창․권순정(1999)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체육활동을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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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있고, 최근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기피하며 체육수업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이옥선․전세명, 2012). 그렇다면 

왜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것일까?

아직도 많은 체육교사가 운동기능 중심의 수업을 구성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체육에 대한 이론 역시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한 과학

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체육을 잘 하는 것이 운동기능을 잘 하는 

것, 실기를 잘해서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수업이 

또한 그것에 맞는 배구 토스 몇 개, 농구 자유투 몇 개, 달리기 몇 초 등 반복

적인 기능 연습과 기록의 단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학생 수업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여학생을 배려하여 단지 남학생보다 시

간을 늘려주거나, 기록의 수를 낮춰주는 것으로 이미 수업을 진행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기능 위주의 수업은 여학생으로 하여금 체육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심어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소극적, 부

정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전호정(2002)은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인을 체육수

업에 대한 흥미 부족, 소극적 성격, 강박적 외모의식의 개인적 요인, 사교중심 

수업참여와 지나친 타인의식의 대인적 요인, 제한된 교과내용과 시설 및 용구 

부족의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평가위주의 기능연습으로 이루어

진 교과내용은 체육시간의 즐거움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상석(2002)은 체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

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여성의 신체활동 참여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

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편견이 신체활동에 대한 여성의 잠재력을 인정하

지 않게 되어 신체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

사의 성향, 교수방법, 수업환경, 학습자의 개인적 성향 등의 요인으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평가결과의 공개, 획일적인 학습내용, 운동기능이 

낮은 여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교수방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

다. 이는 그동안의 체육수업이 여학생의 성향을 배려하지 못하는 단순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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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수업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여 체육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enway, William, Blackmore, 그리고 Rennie(1998)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외에도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체육수업 내용이 그

들의 부정적인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응욱․김종욱

(2002)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이 입시위주의 수업 전개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시

간으로 인식되어 활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반복

적인 운동기능 습득이라는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학

생들로 하여금 체육이 지루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체육 수업에서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박찬

홍․김종환(2006)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육교과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요인이 여학교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

의 도입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과는 비주지교과로 분류되어 체육수업은 

중요하지 않은 시간, 자유 시간으로 인식되어 ‘스트레스를 풀며 노는 시간’이

라는 식의 ‘허울만 좋은 체육시간’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

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구(2010)는 초, 중등 교육에서 신체적, 생리적으로 수업에 가

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기피, 재

미, 교사의 지도유형 요인과 교육과정 관심, 선호도 요인 적용이 체육수업 참

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시설, 환경적인 요인 보다 교사의 지도,

수업의 안정성, 평가 요인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육교사의 유연한 자세와 여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방법이 필

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체육수업내용 이외에도 권위적이고 엄격한 체육교사 

스타일 또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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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생리적으로 민감한 여고생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능중심 

수업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를 토대로 반복적인 운동기능 연습으

로 이루어진 수업, 평가 위주의 수업, 남학생에게 어울리는 수업이 여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참여를 높이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내용이 요구된다. 또한 체육교

사도 그것에 맞는 교수방법과 여고생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운동기능 

한 가지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운동기능 이외에도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수업이어야 한

다. 기능연습과 기능을 위한 이론만으로는 여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엔 부

족하다. 아니 오히려 체육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 지루함을 느끼기 쉽다. 그렇

기 때문에 여학생이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능 

연습 한 가지만이 아닌, 다양하고 “융합(통합)”적인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수

업이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그들

의 감성과 덕성을 자극해 체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써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체육의 융합(통합)적인 접근은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최의창(2007)은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의 

측면과 교육목표의 측면의 방향이 ‘통합화’와 ‘다양화’라고 주장하였다. 통합화

는 수업활동을 통하여 학생발달의 인지, 심동, 정의, 심미 등 여러 측면이 동

시에 관여하고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양화는 수업활동이 하는 것 

위주가 아니라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등 다중적 체험을 제공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신체활동가치(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직

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인지, 정의, 심동, 심미의 영역으로 이해,

실천, 수행, 감상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형 학습활동”을 통해 체육

교육의 목표인 전인(whole person)을 이룰 수 있다.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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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은 말 그대로 창의성과 인성의 융합(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체육활

동은 신체활동 안에 인간의 덕성, 사람됨, 창의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 본래의 

속성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교수학습의 방향도 개인의 수준에 따른 지도와 

신체활동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통합적 운영 및 창의적인 교수학습의 방법

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조한무․전세명, 2011). 그런 의미에서 “융합(통합)형 

학습활동”은 창의․인성교육의 취지와도 맞물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

적인 운동 기능습득 중심의 체육에서 벗어나 읽기, 쓰기, 감상하기, 만들기, 조

사하기, 토론하기 등과 같은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학습활동을 함께 학습함으

로써 총체적인 체육 문화로 입문할 수 있는 것이다.

체육교육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방식을 ‘인문적 체육교육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이라고 부른다(최의창,

2002b). 인문적 체육교육에 기반을 둔 ‘하나로 수업모형’은 서사중심의 통합적

인 접근 방식의 수업 모형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인문적 지식을 서사적으로 체

험함으로써 ‘공적문화로서의 스포츠’에 담긴 스포츠의 정신을 간접적으로 체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체험하는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의 교육내용이 하는 

것 위주가 아니라,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등의 다중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통합화와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어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

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로 수업과 관련하여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을 통한 통합적 

체육수업의 가능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강유미,

2009; 김숙경, 2005; 유은정, 2008; 윤기준, 2010; 이승재, 2007; 이장형, 2005; 이

주희, 2007; 조동호, 2008; 조민주, 2005; 한민국, 2007). 특히, 이주희(2007)는 하

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 수업에서 중학교 여학생들이 기능적 측면만 학

습할 때 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좋아졌음을 밝히면서, 하나로 수업이 여학생들에게 체육의 다양함과 재미

를 알게 해주는 수업 모형이라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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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2008)는 하나로 수업 모형이 중학교 여학생의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

식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는 교육의 효과를 기술하면서, 여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꺼리’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으며, 또한 새로

운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여고생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체육수업을 적용한 사

례들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합형 학습활동의 체육수업

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 방식으

로 이루어진 융합(통합)형 학습활동 체육수업에 대한 여고생들의 인식과 체육

수업 참여변화에 주목하여 융합(통합)형 학습활동의 여학생 체육수업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교육현장에 활용을 도울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고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융합형 학습활동의 체육수업을 계획, 실천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과 

수업참여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첫째, 여고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둘째,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따른 여고생의 수업참여 변화 형태와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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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융합형 학습활동 : 체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써 책읽기, 그  

림그리기, 율동 따라하기, 토론하기, 쓰기, 조사하기, 감상하기, 만들  

기 등의 활동을 운동기능과 함께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적 수업 : 전인교육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통한 체․지․덕의 조화로  

운 통합(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하여 학생의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인문적 체육교육 : 학생을 바람직한 성인(전인, 참 좋은 사람)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 자유교양교육에서의 인문적 성격을 강조한 대안적 체  

육교육론이다. 인문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체육이 가진 인문적 측  

면(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을 강조하는 것이며, 체  

육 활동의 입문은 이러한 인문적 측면을 전수시키려는 체육교육론  

이다.

4) 융합형 직접체험 : 운동기능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말한다.

음악과 운동기능을 결합하여 연습하기, 음악줄넘기 동작 도안지   

그리기,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 작성하기, 자신의 운동 동작이나  

스스로 만든 작품을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녹화를 통해 촬영 후,

동작을 분석하는 일 등이 해당된다.

5) 융합형 간접체험 : 운동을 잘 알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말한다. 자신  

의 운동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배구쏭만들기, 시화 그리  

기, 탈춤 스토리 보드 구성하기, 응원도구 만들기, 공연소품 만들  

기, 스포츠 관련소설․에세이 읽기, 반성일기 쓰기, 런던올림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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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청하기, 스포츠 영화 감상하기 등이 해당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가 가르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학생의 변화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 9 -

Ⅱ. 이론적 배경

1. 여학생 체육수업

가. 체육수업 참여 연구

지금까지 여학생 체육수업의 참여도, 인식,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체육수업에의 참여는 체육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유상석, 2002).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여학생의 체육에 대한 소극

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외적 요인이다. 여학생들은 햇볕, 추위와 더위, 땀, 체육복 탈의의 

귀찮음 등과 같은 이유로 체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 탈의실, 기구나 운동 용품의 부족 등 물리적으로 

열악한 체육수업 환경이 그들을 더욱 더 체육수업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정구, 2007; 류완희, 2002; 유상석, 2002; 전호정, 2002; 홍원택․

곽은창, 2000). 김정구(2007)는 여학생들이 수업시설 및 환경으로 인한 체육수

업의 기피 요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적 요인 중에서 날씨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수업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여학생의 체육수업에의 참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체육수업내용과 교사의 성향, 학습자의 성향과 같은 내적 요인이

다. 이정민(2011)은 기능중심 체육수업 속에서 여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환희와 

즐거움 대신 슬픔과 좌절을 경험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업 내용을 기능 위주로 

구성하고 반복 연습으로 그 기능을 숙달시키는 수업과정이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수업을 힘들고, 어렵고, 잘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여겨지게 한다고 하였다.

유응욱․김종욱(2002)도 체육수업이 반복적인 운동기능의 습득이라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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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유상석(2003) 또한 체육수업 

참여를 싫어하는 이유로 수업 환경 다음으로 교사의 교수방법이 원인임을 밝

혔다. 김수덕(2003)은 쳇 바퀴 도는 듯한 획일적인 수업방식이 여학생으로 하

여금 체육수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였고, 체육활동 자체가 남성

적 요소, 즉, 근력이나 파워, 그리고 지구력이 포함된 활발한 신체활동이 근간

이 되기 때문에 남성적 요소가 많아 남학생 위주의 수업인 듯한 경향이 짓게 

나타나 여학생은 운동능력과 운동기능이 스스로 낫다고 판단하여 공평하게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곽은창, 박온

서, 1998; 권순정, 곽은창, 1999; Griffin, 1984).

유상석(2002)은 교사의 성향과 관련된 요인이 체육에 대한 여학생의 부정적 

태도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안일한 수업운영,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 빈번한 체벌의 원인을 소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부실한 수

업운영과 실기 평가와 같은 교사의 수업형태 또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곽은창․홍원택, 2000; 김수덕, 2003; 김정구, 2007; 성창훈․백성수, 2000).

학습자의 성향은 체육에 대한 흥미의 부족, 소극적인 성격, 지나친 타인의식

과 같은 개인적 성향이 체육수업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유상석, 2002; 전호정, 2002).

여기서 내적 요인 중 ‘체육수업내용’의 원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운

동 기능 중심의 수업, 획일적 수업, 남학생 위주의 수업, 반복 연습 수업 내용 

등의 이유로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여학생은 이러한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여학생을 고려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체육수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여학생의 체육수업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수덕(2003)은 수업

내용과 환경(38.2%), 수업결과(43.1%), 교수행동(10.4%), 교사성품(8.3%)에 따라 

선호요인이 발생하며 체육수업 기피요인으로는 움직이기 싫은데 신체활동을 

하는 것, 체력과 운동능력의 부족, 운동에 소질이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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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하게 하고 엄격한 교사,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체육

수업의 재미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수업의 자유스러움

(25.2%)과 과제의 선택성과 자율성(23.0%), 신체적 이득(11.1%)이 여학생의 재

미 촉진으로 나타났고, 재미 저해 요인으로는 원하는 종목을 하지 못하거나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수업방식, 부족한 수업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들은 수업방식과 관련해서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창훈․백성수, 2000).

김윤희(1999)는 체육수업의 선호 이유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

음을 밝혔다. 남학생들은 체육수업 선호 이유가 특정활동/내용의 한 영역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들은 특정활동/내용뿐만 아니라 실기수

업의 즐거움, 이론수업의 해방감과 같은 선호 이유를 보이고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더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권순정․곽은창(1999)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학교 남녀 학생들이 체육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체육시간이 공부와 친구 문제

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중학교 보다 높은 것으

로 보아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허은주․김나연․손봉희․김지숙, 2006).

하지만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은영(2004)은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

는 반면,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앞

서 밝힌 여학생의 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여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명선(2007)은 스포츠 교육모형을 여고생 체육수업에 적용하여 여학생들의 

참여도의 변화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고생들

의 체육시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으

며, 운동기능이 아닌 스포츠 자체의 매력에 빠져 일상생활에서도 스포츠를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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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려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혼성학급 체육수업에 새로운 수업내용을 적용하여 여학생의 수업참여개선을 

알아본 김문휘․이규일(2008)의 연구에서는 츄크볼과 치어리딩 수업을 통해 여

학생들은 체육수업의 참여증가와 주도적 역할 수행과 같은 긍정적으로 변화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츄크볼은 기존의 핸드볼의 변형

으로 기술의 종류나 수준을 최대한 쉬운 수준으로 낮추고 경쟁적인 요소를 많

이 낮춤으로써 여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으며, 치어리딩은 여학생들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수업으로 츄크볼과는 달리 질적으로 다른 주도적인 참여양상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체육수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체육수업의 요인별 적용이 여학생의 

체육수업참여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체육수업내용, 시설,

환경적 요인 보다는 교사지도, 수업 안정성, 불공정한 수업평가 요인으로 인하

여 체육수업에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수업 재미 요인에서는 ‘경쟁

과 시합’, ‘대인관계’, ‘정신-신체적 건강’ 요인 적용이 체육수업참여태도에 (+)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정구, 2010).

장진우․이양구․오수학(2009)은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체육수업을 통해 

여학생의 체육 수업 재미와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다중지

능 이론을 적용한 체육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이 전통적 체육수업을 받은 비교 

집단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수업의 용이성, 성취감의 재미거리 요

인이 다소 높게 향상되었고, 재미 노력, 긴장, 유능감의 내적 동기가 향상된 것

으로 밝혔다.

허은주 외(2006)는 청소녀들의 체육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여학생들의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이 체육

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체육시간 중에 다양한 종목

을 배우면서 몸 활동을 알차게 하고 싶다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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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수업의 융합(통합)적 접근

융합은 서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융합(融合)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일’ 이다. 영어의 

convergence는 ‘수렴(收斂)’을 의미하는데 하나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문분야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intergration), 교

류(interchange), 학제간(inter-disciplinary),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범학문

적(trans-/cross-disciplinary)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문 

분야 간의 경계 허물기를 뜻하는 용어이다(한명우, 2010). 박양우(2011)는 “학

문분야는 다양한 분야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현대적 사회와 학문적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학문 융합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융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체육활동을 통한 체․지․덕의 조화로운 통합은 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

적 측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체육교과는 신체적인 측

면의 발달을 그 목표로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운동 기능과 체력 발달 중심

의 수업은 특히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수업의 흥미를 잃게 하고, 체육에 대

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기능 연습 ‘한 가지’만으로는 청소년기 여학생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하다. 신체적인 활동에 그들의 지적, 정서적, 감

성적인 활동을 통합하여 가르친다면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

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가. 인문적 체육교육

인문적 체육교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은 체육활동에 담

겨진 운동 기술적, 정신적 요소는 물론,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종교

적 요소를 함께 전달하고 받자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최의창, 2002b). 즉, 인

문적 체육교육에서는 ‘체육활동이 갖는 문화적 의미의 구현을 통하여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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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문화에 입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문적 체육은 과학적 체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체육에 있어

서 과학적인 것으로 파악되기 어렵고 실천되기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측면,

현상, 차원 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체육교육에서는 스포츠 기능을 습득하여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규정과 전술을 숙지해서 시합을 노련하게 잘 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잘 

하는 것은 각 종목의 기술, 전술, 규칙을 완전하게 익혀서 상대방과의 게임을 

잘 하고 기술을 잘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체육교육에서는 기능을 

완전하게 익히기 위해서 학문적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 학자들이 밝혀놓은 결과들을 운동수행에 적용시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오거나 기술습득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 체육

학의 이론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기법보다는 심법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과학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보다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이야기가 중시된다. 기법이

란 어떤 스포츠의 기술, 전술, 규칙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신체를 통해 

스포츠를 기능적으로 잘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 심법이란 어떤 스포츠

의 정신과 전통, 안목과 관련이 있다. 사람의 정신과 안목을 그 사람의 마음이

라고 할 수 있듯이, 어떤 스포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심법이라고 

한다. 스포츠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스포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스포츠의 정신과 전통과 안목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의 스포츠 배우기는 그 

스포츠의 내면적 차원을 학생의 내면적 차원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스며든

다는 말은 스포츠를 내면화 한다는 말이며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체육문화에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기능의 습득(기

법적 차원)만이 아닌 운동의 정신, 전통, 안목의 체득(심법적 차원)이 절대적이

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적 체험과 지식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체육의 역사,

철학, 예술, 종교적 차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사적 체험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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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된 수업내용이 된다. 예를 들면 축구 기술과 전술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역사에 남을 훌륭한 축구 시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배운다. 축구 선

수들 가운데 가난과 부상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선수로 자라 멋있

는 게임을 펼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읽고, 축구의 기쁨과 즐거

움, 축구의 어려움과 두려움, 축구의 어이없음과 무의미함 등을 남은 시나 노

래구절을 음미한다. 축구의 멋진 동작을 미술적으로 표현한 페인팅이나 조각

상이나 작품사진을 감상한다. 축구를 내용으로 한 선수들의 세계를 감동적으

로 그려낸 스포츠 영화를 감상한다. 축구 시합과 경기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기독교적 정신이나 불교적 교훈을 상세하고 흥미롭게 서술해나간 수필집을 읽

는다. 이런 다양한 인문적 활동들을 통해서 축구의 정신과 축구의 안목을 함

께 키워나갈 때에만 축구는 실천하는 사람의 온전한 인간성을 긍정적인 방향

으로 자라나게 해주는 일을 해낼 수 있다(최의창, 2010b).

나. 서사적 접근

서사(敍事, narrative)의 어원으로 볼 때에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환시

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알고 있는 사람(narrator)이 알고자 하는 

사람(naratee)에게 전하는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 혹은 허구의 사건(event)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정미진, 2003).

서사적 인식론은 Bruner(1985)가 실증주의적인 기존의 ‘명제적(the

paradigmatic mode of thought)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내러

티브적(the narrative mode of thought) 사고방식’을 제안한 데서 비롯된 것으

로  ‘명제적 사고방식’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사고’로, ‘내러티브적 사고방식’

은 ‘서사적 사고’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인교육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며,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지정의”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이계학, 1991;

이홍우. 1996; Nussbaum, 1997). 체육교과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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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통합을 도모한다. 이것을 “체지덕”의 통합이라고도 말한다. 체육교과 

속에 들어있는 “지식, 정서, 덕성”의 측면들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아쉽게도 학문적 접근은 신체활동에 들어있는 지식의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것으로는 정서와 덕성의 측면은 포괄하지 못한다. 인지적 접근은 

그 성격상 ‘본래적으로’ 서사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다. 학생의 감성과 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학문적 통합은 역부족인 것이다(고

미숙, 2002; 최병태, 1996; Noddings, 1991).

인문적 체육교육은 서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의창(2010)

은 신체활동에 들어있는 지식의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학문적 접근으로는 

덕성과 감성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접근을 통

한 경험으로 스포츠의 정신, 안목, 전통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문화에 입문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체육에서의 서사적인 접근은 오래 전부터 몇몇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Estates 와 Mechikoff(1999)는 “이야기를 통한 앎”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서사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과 그 의미를 전달을 통해 체육에 관하여 알아가는 방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야기를 통한 앎”은 관찰, 실험, 사변 등을 통한 앎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낸다. 체육활동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그것을 서사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을 통하여 체육적 앎

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스포츠 문학, 즉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서사적 형태로 가시화된다.

Estates(2003)은 최근에 체육교육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데카르트와 뉴튼적 세계관에 근거한 모던 사회의 

체육교육에서 중요시 여겼던 종류의 지식(문자적, 일반적, 객관적, 부시간적 특

성의 사실적 진리)은 이제 포트스모던 사회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

이다. 구어적이며, 구체적이며, 지역적이며, 현재적인 종류의 지식이 체육교육

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ain(1995)은 주관적이며 서사적 종류의 지

식이 바로 이런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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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속에 담겨진 체육의 서사적 차원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통로는 

바로 인문적 지혜 혹은 인문적 지식이다(Anderson, 2002; Charles, 2001,

2002a, 2002b). 일반적으로 인문적 지식은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종교를 포함

한다. 인문 영역에서 다루는 지식은 앞에서 언급한 과학적, 명제적 성격의 지

식이 아니다. 이들은 그 성격상 서사적 특성을 지닌 지식을 다루고 만들어낸

다. Charles(2002a)는 “인문적 지식의 각 영역은 신체적 감각, 정서적 느낌, 신

체활동 체험의 맥락 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둘도 없는 훌륭한 가회

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술은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음미할 수 있도록 가르

쳐 주고, 문학은 운동장, 코트, 필드의 공간을 넘어서는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한 

성찰을 얻도록 해주며, 철학은 미학적 감식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고 말

한다. 이 같이 음미하고, 성찰하고, 감식하는 능력은 서사적 인식을 통해서 가

능한 능력이다.

최의창(2006)은 체육에서의 서사적 접근은 자신의 내면에 마음의 참된 바탕,

마음의 결을 길러주는 도덕적 행동이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많이 보고, 따라하고, 도덕적 이야기를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 선행연구

체육수업에서 융합형 학습활동은 체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써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체험을 통한 활동을 함께 학습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하나로 수업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정민(2011)은 여자 고등학교 체육수업에 글읽기와 글쓰기 활동을 실천하여 

여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고, 서사적 접근의 가능

성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서사적 활동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앎의 통로로서 공부하는 체육시간, 자신의 체험을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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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시간으로 인식하였다. 또 체육수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서사적 활동

이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하였다.

이주희(2007)는 여자 중학교 체육수업에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

의 수업 참여와 태도,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

들은 체육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직접체험활동

과 간접체험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조동호(2008)는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나로 수업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해서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 생겼으며, 태도 면에서는 성실함, 자신감, 책임감, 성찰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유은정(2008)은 체육수업에의 서사적 접근이 학생의 인성교육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수업내용을 직접체험활동과 간

접체험활동으로 구성하고 인문적 체육을 바탕으로 한 서사적 학습 자료를 사

용한 결과, 학생들은 서사적 접근을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체육, 삶을 사랑하

는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과 같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학생의 인성적 측

면(인식, 태도, 행동)에서는 타인의 입장에 대한 동일시, 도덕성 함양, 자존감과 

타인 존중, 옳은 것을 실천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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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융합형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체육수업이 고등학교 여학생

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동을 잘 

하기 위한 ‘하는’ 활동 위주의 직접체험활동과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 방식

의 간접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학습을 실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물

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사물과 현상의 양을 통한 부차적 감환

(reduction)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조용환, 1999).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이 현상

을 확률적 논리로 ‘설득’하려 할 때, 질적 연구자의 눈은 어떠한 현상이나 환

경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쓴다. 이것이 바로 질적 연구와 양적연

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또 세부적인 연구 형태는 ‘자기수업연구’형

태를 띤다. 자기수업연구(self study)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 혹은 수업활동을 보

다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교육 혹은 수업활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자기탐구활동이다(최의창, 1998).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2012년 3월부터 창인 고

등학교에서 인문적, 서사적인 융합형 학습활동의 체육수업을 적용하여 여고생

들의 체육수업의 인식과 참여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 분석하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의 분류상 질적 연구 중 문화기술적 관점(Creswell, 1988)과 

사례 연구 방법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또한 교사에게 초점을 둔 현장개선

연구의 방법으로 자료를 심층 분석하였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가장 철저한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이

다. 문화기술적 연구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이 있다. 이 두 가지 연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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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인류학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으

며, 교육학에서도 교육인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적 연구에 흔히 활용되

고 있다(조용환, 1999). 참여관찰은 문자 그대로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

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심층면담은 참여관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문화기술적 심층면담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면담자-피면담자의 관계와 면담

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이다(조용환, 1999).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수업관찰, 심층면담, 연구자의 반성일지, 학생의 

반성일지, 수업 자료, 심층면담, 설문지,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이용하였고 이

렇게 수집된 자료는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삼각검증

법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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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융합형�학습활동

융합형 직접체험
(운동을�잘� 하기�위한�활동)

융합형 간접체험
(운동을�잘�알기� 위한�활동)

1 혜택인식

▪운동과�건강의�관계에�관한�
동영상�시청

(연예인�다이어트�등)

▪운동과�건강의�관계에�대해�
생각하고�발표하기

▪운동으로�인한�
혜택�찾기

▪현재�나의�운동�방해� 요인은?�
그리고�그것을�극복하기�위한�

방안은?

▪운동과�건강의�관계에�관한�
책읽고�감상문�쓰기

▪수업시간에�발표한�내용을�
토대로�극복방안�포스터�

만들기

▪나의�모토는�누구?
-몸짱�연예인�사진을�

내� 방� 문짝에!

2

~

3

운동이해

▪운동의�원리�알기
▪체력�관리를�위한�운동� 익히기
-스트레칭,�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패별�스마트폰을�이용한�
다양한�체력운동�방법�탐색

4

~

5

운동준비�및�

설계

▪ 나의�체력� 상태는?
-체성분�측정으로�자신의�건강과�

체력의�상태�파악하기

▪자신의�목표�정하기
▪목표에�맞는�나만의�프로그램�

만들기

▪가상의�목표�달성�
-상상하여�표현하기

(글,� 그림�등)

▪나의�운동�프로그램과�
어울리는�음악은?

2. 융합형 학습활동을 위한 수업 구성

가. 수업개요

수업은 창인고등학교 1학년 3개 학급, 2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6개의 학급은 모두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학생 수는 34명이

다. 연구가 진행될 수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시간씩 인문적이고 서사중

심적인 융합형(통합적) 학습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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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1

운동실천

▪패별로�운동�프로그램�실천하기
▪커플운동�방법�만들어�
발표하기․실천하기

▪가족이나�친구에게�운동비법�
전수하기

-� 나의� 운동비법은?

▪운동�다이어리�작성하기
▪동료�보조해주고�
응원해주기

▪패별로�운동하는�모습�
사진�찍어주기

▪운동을�직접�할�때와�
가르쳐줄�때의�느낌은?

12

~

13

점검� 및

평가

▪자신의�체력상태�점검�및�
평가(다이어리�확인)

▪체성분�검사

▪운동�다이어리�발표�및�
시범

▪동료�발표�감상하고�
평가하기

▪반성일기작성
<표 1> 융합형 학습활동 체육수업 계획서 : 체력운동 전차시

나. 수업방법

1) 교육과정 특징

새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은 고등학교시기에 익혀야 할 체육의 신체 활동 

가치(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포현 활동, 여가 활동)를 중심으로 교과

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교육적 가치들을 인문 사회적, 자연 과학적, 예술적 

현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특성이 있다. 2학년은 고등학생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교양 성격으로, 건강한 생활에 필수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통합 과목의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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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교과서�명칭 체육 운동과�건강�생활

영역

건강�활동

도전과�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

건강과�자기�관리

운동과�비만�관리

운동과�체력�관리

운동과�체형�관리

운동과�스트레스�관리

특징

다양한� 신체�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

여하며,� 체육� 활동에� 대한� 호기심으로� 갖

고� 지속적으로� 여가로서� 체육� 활동을� 즐

길�수�있도록�구성

각�영역은�이론과�실기를�

포괄적으로�통합하는�관점에서�

다양한�체험으로�구성

<표 2> 교과서 구성 체계와 특징

2) 수업활동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영역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융합형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적이고 서사적

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학습활동이다. 각 영역은 운동을 잘 ‘하

기’위한 활동인 운동 기능, 전술, 게임과 같은 실기와 이론에 관련한 융합형 

직접체험과 운동을 잘 ‘알기’위한 활동인 글쓰기, 토론하기, 음악 듣기, 만들기,

그림 그리기 같은 운동의 정신과 안목, 전통에 관련한 융합형 간접체험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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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영역 융합형�학습� 활동

1

표현활동

융합형�직접체험

줄넘기�스텝,� 커플줄넘기,�
단체줄넘기�연습�

음악줄넘기�동작�계획․구상하기
공연과�감상하기

융합형�간접체험

우리패의�공연�음악� 선정
음악줄넘기에�어울리는�안무구상하기

안무계획서�작성
공연에�필요한�의상�및�소품� 만들기

도전과�경쟁활동

융합형�직접체험

우리가�좋아하는�다양한�구기운동�
맛보기

한�가지�구기운동을�선정하여�
규칙�변형하기

변형한�구기운동�다른�패에� 전수하기

융합형�간접체험

선정한�구기종목에�대해서�구글링~
내맘대로�규칙,� 에티켓�만들기

우리패�구기운동에�필요한�준비물은?
응원가,� 응원도구�만들기

2

운동과�체력관리

융합형�직접체험

나의�몸상태�확인하기(체성분검사)
다양한�운동방법�구글링~

 나만의�체력운동실천�프로그램�

실천하기

나만의�몸매관리�동작�비법� 전수하기

융합형�간접체험

나에게�꼭� 맞는�운동�프로그램�만들기
매일매일�운동�다이어리�일지� 작성

나의�운동엔�이�음악� 필수!!
운동�방해�요인� 극복�포스터�만들기

나의�모토,� 나의� 이상형�몸매는�누구?
베스트�운동포즈�사진찍기

운동과�

스트레스�관리

융합형�직접체험

여자도�축구한다!-미니�축구
골대�없이�축구를?

피구와�축구의�결합!

융합형�간접체험�

우리패의�포토�스토리�만들기
내가�만드는�우래� 패의�유니폼

골�세레머니�만들기
응원가,� 응원도구�만들기

<표 3> 인문적, 서사적 융합형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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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학습활동�분야

영역 인문적,� 서사적�활동� 예시 영역 인문적,� 서사적�활동� 예시

음악

우리패의�공연�음악�선정
나의�운동을� UP!� 시켜주는�음악은?
나의�응원가?�우리� 패의�응원가!!
우리가�만든� 배구쏭
리듬배구로�따라해�봅시다!
골�세레머니에는�이�음악을�틀자!
탈춤과�음악�Mix&Match!

영화

다양한� 스포츠� 영화� 속� 스포츠� 종목� 얼
마나�많을까요?

춤과�관련된�영화는?
진정한�야구선수-슈퍼스타�감사용
우리나라�야구�역사� 알기-YMCA야구단

미술

시화그리기
응원가,� 응원도구용품�만들기
우리패의�포토스토리�게시판�꾸미기
공연에�필요한�의상�및�소품� 만들기
운동�방해�요인� 극복�포스터�만들기

토론

패별�다양한�운동방법�찾아보기
음악줄넘기에� 어울리는� 안무� 패별로� 구
상하기

‘이야기가�있는�탈춤’� 스토리� 토론하기
나의� 모토,� 나의� 이상형� 몸매는� 누구?�
너는� 누구?

‘창의적변형게임’� 구기� 종목�토론하기

글

쓰

기

스포츠기사�읽고�비평글쓰기
나에게� 꼭� 맞는� 운동� 프로그램� 만들
기

매일매일� ‘나의� 운동�다이어리’� 쓰기
우리패의�탈춤�스토리(드라마)�
스포츠문학�독후감
음악줄넘기�안무계획서�작성
스포츠영화,� 우리패의� 동영상� 보고�
감상문쓰기�

주말가족운동(등산)수기�
스포츠맨십예절쓰기
나에게�홈런이란� (� � � � � )다.

감상

예술

프로�배구,� 축구경기�감상하기
런던�올림픽�경기�감상하기�
스포츠다큐감상하기(박태환,� 김연아�등)
우리�패�축구� 경기�감상
뮤지컬,� 무용� 감상하기
우리나라�탈춤�감상하기
선배들의�음악줄넘기,� 탈춤�감상
우리가�공연한�음악줄넘기,� 탈춤� 감상

글

읽

기

스포츠�소설,� 에세이�읽기
런던�올림픽�기사�읽기
운동과�건강의�관계에�관한�책�읽기
스포츠만화�읽기(야구,축구,춤)
마음으로�이끌어라에서�명구절�찾기

기타

나만의� 몸매관리� 동작� 비법� 가족과� 친
구에게�전수하기

변형게임을� 위한� 우리패가� 선정한� 종목�
인터넷�서칭!

내맘대로�규칙,� 에티켓�만들기
스마트폰�활용�체력운동�검색
오늘은� 내가� 포토그래퍼!(핸드폰,� 디카�
활용하여�사진,� 영상� 촬영)

스포츠방송(댄싱위드더스타),� 스포츠게
임(위닝),� 스포츠건축,� 스포츠잡지,�

<표 4> 융합형 학습활동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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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가. 참여자로서 연구자

연구 참여자로서 연구자인 교사는 2012년 현재 교직경력 9년차인 체육교사

로서 경기도 과천시의 창인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

아하여 꾸준히 운동을 해왔으며, 고등학교 때 주변의 권유와 연구자의 희망으

로 인하여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 

후 체육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스

포츠교육 분야의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연구자의 여자 고등학

교 시절의 체육수업에 대한 느낌과 지금 체육교사가 되어 혼성학급, 남학급,

여학급을 각각 가르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각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고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 체육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성명 성별 나이 학교명 학생유형 경력 학력 지위

조기쁨 여 32 창인고 공학 9년차 대학원�재 교사

<표 5> 연구자의 특성

나. 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는 자기 수업 연구(self-study research)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연구

자 자신이 연구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고 탐구하였다. 또한 연

구자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5명과 2학년 여학생 5명을 유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주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어떠한 현

상에 대한 발견과 이해와 통찰을 얻고자 할 때 활용되는 표집방법(유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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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인 유목적적 표집법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부합되는 표집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연구자가 한 달 여간 관찰과 비구조화된 면

담 등을 통하여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고, 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흥미

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수업을 듣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배부하여 융합형 

학습활동을 통한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인문적, 서사적 체험활동에 대한 감

정, 이로 인한 체육수업에의 참여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대상학생 창인�고등학교� 1,� 2학년� � 총� 10명과� 그� 외� 여학생� 198명�

학년�및�여학급�편성

․ 1학년� 9~11반�
․ 2학년� 9~11반
-� 분반�총� 6개� 학급

‘중학교

체육수업에�대한� 경험과�

인식‘에�관한� 설문지�분석�

결과

․ 지역적�특성으로� 한� 반의� 90%학생의� 출신� 중학교가�두� 개의�
학교로�정해져�있음.

․ 체육시간은� 친구들과� 앉아서� 수다떠는� 시간,� 수행평가� 볼� 때
만�연습하는�시간으로�인식하고�있음.

․ 체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하지� 않고� 앉아
서�노는� 분위기

․ 대부분� 운동� 기능만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였고,� 게임경험은� 피
구만으로�매우� 한정적

․ 고등학교�체육시간은� ‘재미있는’� 수업을�기대하고�있음.

전반적인

특징

․ 지역적�특성으로�학부모들의�학구열이�높음.� �
․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수업과� 보충,�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 �
� 생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고� 있음.

․ 체육시간�이외에는�운동�시간이�거의�없음.
․ 친구들과�어울릴�수� 있는�체육수업을�좋아함.
․ 움직이고�활동적인�것을�좋아하나�힘든� 운동은�싫어함.
․ 재미있는�수업을�선호함.
․ 대부분�예의바르고�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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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년 과거 체육 경험 및 특성

박혜원 1 체육에 대한 인식은 좋으나 수행평가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

이민지 1 운동을 좋아하지만 소극적인 성격

김석주 1 운동을 좋아하지만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성격임

석지은 1 운동을 잘 하지는 않지만 매사에 적극적인 학생임

박소영 1 운동을 잘 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를 잘 내는 학생

지유현 2 체육을 제일 싫어했었으나 고등학교에 와서 체육을 좋아하게 됨

황보미 2 운동은 잘 하지 않지만 보는 것을 좋아함

조윤민 2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지만 글쓰기와 만들기를 좋아함.

심채영 2 체육을 좋아하고 평소에도 즐김

오한나 2 체육을 좋아하지만 소극적인 성격에 잘 드러나지 않음

<표 6> 연구 대상자 및 주 제보자의 특성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융합형 학습활동의 체육수업을 

통한 여학생들의 체육 수업 참여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사적인 통합 방식을 적용한 체육수업에 대한 여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을 하고, 개방형 설문

지와 교사와 학생 반성일기, 심층면담 그리고 각종 학생 과제물과 관련 문서

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 기록 분석(Case Record Analysis), 귀납적 범주 분석

(Inductive categorical system),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다

각도 분석법 등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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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관찰

질적 연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상태를 완전히 이

해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관찰, 비 

참여관찰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한다. 문화기술지적 관점의 연구는 

조작되지 않은 환경에서 대상에 대한 관찰과 청취를 주요한 자료수집 수단으

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비 참여관찰 방법으로 나누어 

체육 수업을 관찰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진행하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학

생들이 수행하는 수업 활동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관찰하였다. 참여관찰시, 연

구자는 자신이 학생의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이

용하여 최대한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 참여관찰 방법으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수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

서 수업 현상을 관찰․기록을 한다. 비 참여관찰로 얻어진 동영상과 사진 자

료는 학생들의 인식과 참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

나. 심층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 의견 혹은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

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Lincoln & Guba,

1985)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업관찰과 함께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 

기법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과 생각, 감정 등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전, 중, 후에 연구 참여자들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시로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래포(rapport)를 형상하며, 질문지를 구성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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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다. 교사의 반성일지

교사 반성일지는 수업 장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전반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해진 양식 없이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서사적인 

체험 활동을 대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과 융합형 학습활동을 실천하기 위

한 수업 준비, 운영에 관련된 연구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었다. 이 모든 것들

은 수업 반성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라. 학생 반성일지

학생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체험한 신체활동과 서사적인 체

험활동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반성일기를 작성하였다. 자유로운 일

기 형식의 반성일기와 연구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반성일기를 같이 작성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체육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지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림 2> 학생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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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자료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원 관련 유인물, 게시자료, 간접체험활동 

자료 등이 해당된다.

<그림 3> 수업활동자료    

마. 각종 과제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관련 인문적, 서사적 체험활동 과제들은 체육 

수업에 대한 여학생의 참여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통합적인 학

습활동의 다양한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시화 그리기,

포토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음악줄넘기 작품감상지 작성하기,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운동과 건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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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1.� 체육시간에�자신이�경험한� ‘융합형�학습활동(다양한�학습활동)’은?�

2.� 음악줄넘기�수업에서�다양한�활동들(스마트폰�음악써칭하기,� 음악줄넘기�안무계획서�작성� �

� � � 하기,� 패별� 단체� 줄넘기� 안무� 만들기,� 우리가� 만든� 작품� 감상,� 감상문� 쓰기,� 음악줄넘기� �

� � � 포토스토리� 만들기,� 반성일기� 쓰기� 등)을� 하였는데,�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활동은� � �

� � � 무엇인가요?� 그리고�그�이유는?

3.� 이번� 음악줄넘기� 수업이�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줄넘기�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 �

� � � 요?

4.�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5.� 창의적� 변형게임�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들(기존의� 스포츠� 종목� 서칭과� 조사,� 우리패만의� �

� � � 창의적� 변형게임� 만들기,� 토론하기,� 우리패가� 만든� 변형게임� 발표하기,� 응원도구머리띠� � �

� � � 만들기,� 반성일기쓰기)가장�인상� 깊었던�활동은�무엇인가요?�그리고�그�이유는?

6.� 이번� 창의적�변형게임�수업이� 과거에�여러분이�경험했던�구기운동�수업(농구,� 배구,� 축구� �

� � � 등)과�비교했을�때�어떤가요?

7.�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8.�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음악듣기,� 포토스토리꾸미기,� 응원도구� 만들기,� 반성일� �

<그림 4> 학생 과제물

바. 설문지

연구 참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여 융합(통합)적인 

학습활동으로 구성된 체육수업이 여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변화

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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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쓰기,� 스포츠도서� 읽기,� 작품� 동영상� 감상,� 읽기자료,� 스포츠영화� 감상� 등)을� 하면서� �

� � � 어떤� 점이�좋았나요?�그�이유는?

9.�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음악듣기,� 포토스토리꾸미기,� 응원도구� 만들기,� 반성일� �

� � � 기� 쓰기,� 스포츠도서� 읽기,� 작품� 동영상� 감상,� 읽기자료,� 스포츠영화� 감상� 등)을� 하면서� �

� � � 어떤� 점이�좋지�않았나요?�그�이유는?

10.� 운동기능만�하는� 체육수업(몸만�움직이는)과� 다양한�활동을�하는� 체육수업(음악듣기,� 운� �

� � � 동다이어리,� 포토스토리꾸미기,� 응원도구� 만들기,� 반성일기� 쓰기,� 스포츠도서� 읽기,� 작품� �

� � � 동영상� 감상,� 스포츠맨십자료�읽기,� 스포츠영화�감상�등)에� 대해서�여러분의�생각과�느낌� �

� � � 을� 자유롭게�적어주세요.

11.�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수업� 참여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 이유� �

� � � 는?

<표 7> 개방형 설문지 내용

5. 자료 분석

가. 자료 분석 절차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원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하고, 검토하

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폭넓게 수집된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수업관찰, 심층면담,

교사와 학생의 반성일지, 수업자료, 각종 과제물,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연구 문제에 맞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구조화 하였다. 둘째, 귀납적 범주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하위주제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자료의 진실성을 위해 구성원 간 검토, 삼각검증법 등을 이용하여 자료의 진

실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사례별로 구조화된 자료를 정밀하게 읽고 분석하여 

사례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연구 주제 및 범주를 잘 나타내는 기술 내

용과 인용문을 선정·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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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분석 방법

1) 사례 기록 분석

수업관찰, 심층면담, 교사와 학생의 반성일지, 수업자료, 각종 과제물, 설문지

등의 내용을 각각의 사례 기록이 완료 된 후에 요소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

다. 이렇게 원자료를 사례별 기록으로 분류함으로써 구조화된 자료를 통해 연

구문제와 관련된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2) 귀납적 범주 분석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일련의 순환적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자료 

수집 이전의 분석적 귀납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로부터 범주화하여 유형화하

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수집된 원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내용에 

알맞은 주제별로 범주화한다. 따라서 각 범주들은 연구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을 통해 교사의 수업관찰, 심층

면담, 교사와 학생의 반성일지, 수업자료, 각종 과제물, 설문지 내용을 사례별

로 기록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기입한 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자료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은 질적 연구에의 자료의 내적타당도 혹은 자료 분석의 적법

성,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연구주제의 개념화과정,

자료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등 연구문제에서 연구결과의 도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타당도이다(김종택, 1996).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검증법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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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다.

가. 구성원 간 검토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

과 결론을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일부를 선정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재

평가해주도록 요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김영천, 2006). 즉, 구성원 간 검토는 

수집된 자료와 해석한 정보를 연구대상자에게 재점검 받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업관찰, 심층면담, 학생 과제물, 수업 자료,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12명의 학생과 함께 구성원 간 검

토를 가졌다.

나. 동료 간 협의

김영천(2006)은 연구자의 연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비슷한 연구 동료를 선정하여 연구자 자신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동료의 관점과 조언, 그리고 평가를 지원 받는 것을 동료 간 협의라고 정의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스포츠교육연구실 구성원들과 협

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편견 및 왜곡을 최소화하고 객관성 있는 연구 자료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다.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원자료를 이

용하여 결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연구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다. 즉, 삼각검증법은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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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수집과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

류를 감소시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료 조사자, 연구방법 및 이

론 등에 대하여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종택,

1996).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관찰, 심층면담, 교사와 학생의 반성일지, 수

업자료, 각종 과제물, 설문지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

를 상호 비교하여 연구 과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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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융합형 학습활동의 실천

가. 이전 체육수업의 체험 기억

융합형 학습활동의 실천에서는 먼저 여학생들이 과거 체육수업에서 어떤 경

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체육시간 하면 그냥 노는 시간, 아무것도 안했어요. 뭐 한다고 

하면 줄넘기 2단 뛰기,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시험 기간에만 선생님이 문제 알려주고 

그때만 교실에서 수업하지 나머진 다 밖에서 놀기만 했어요. 그냥 진짜 수행평가 때문에 

하는 운동...

(2학년 지유현 학생 심층 면담, 7/16)

   좀 뭔가 룰이 심했구요. 딱딱했다고 봐야 하나? 운동만 막 시키고, 그냥 운동만 하고 

시험기간에 이론하고, 재미없었어요.

(2학년 오한나 학생 심층 면담, 7/27)

  중학교 때 운동기능만 하는 체육수업은 항상 더웠고, 짜증났고, 지루했다. 매 시간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보니 할 마음도 의욕도 떨어졌다.

(학생 설문지, 7/20)

 

창인고등학교 여고생들은 과거 그들의 체육시간을 수업이 아닌 노는 시간이

나 자유시간, ‘힘들고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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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체육시간은 곧 ‘수행평가 시간’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을 수행평가를 

운동, 반복적인 기능연습과 같이 단지 평가를 위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평가의 내용 또한 농구의 자유투, 50m 달리기, 배구 토스의 개수와 같이 기록

을 평가하는 ‘개인 활동’ 위주였다. 특히 단체로 하는 활동은 피구게임 정도로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둘째,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을 힘들고 지루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반복

적인 기능연습과 단순하고 재미없는 수업 내용으로 인해서 여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재미나 흥미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체육시간은 곧 재미없는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을 자유시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체육선생님

과 수업분위기에 의한 것으로, 엄격한 수업규칙과 무서운 체육선생님으로 인

해 수업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수행평가를 위한 연습 이외에는 벤치

에 앉아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떠는 분위기가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이었다고 말

하고 있다. 이렇게 사춘기의 민감한 여학생들은 수업의 내용뿐 아니라 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

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면 애들이 기부터 죽어가지고 체육 나가기도 싫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체육수업 전이면 또 그 선생님 봐야 한다고 짜증내고...

(1학년 김석주 학생 심층면담, 7/20)

    중학교 때 체육선생님은 애들을 놔주는 분위기에요. 그냥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 말아라

항상 자유시간 이었어요. 그래서 할 사람 솔직히 체육하라고 하면 누가 더운데 운동장에서 

뛰고 싶어 하는 여자애들 별로 없자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더 안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박소영 학생 심층면담, 7/20) 

이와 같이 창인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남녀 공학이었던 중학교 시절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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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체육수업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남학생들의 시

선 때문에 체육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재미없

는 수업내용과 방법, 선생님, 수업 분위기의 영향도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은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에서의 '다른' 체육수업을 기대하고 있었

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고 여학생들의 성향과 특성, 그들이 선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2011년 11월부터 융합형 학습활동을 준비․계획하였다.

나. 융합형 학습활동의 구성방향

본 연구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

의․인성교육의 취지와 사전의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도

출해낸 문제점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그 방향을 구성하였다.

첫째, 융합형 학습활동은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의 융합이다. 반복적인 운동 

기능만 하는 것이라 운동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과 함께 운동 기능이 아

닌 다양한 간접 활동을 함께 체험하면서 체육, 스포츠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민

감하면서 또한 감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운동기능 ‘한 가지만 체험

하는’ 수업으로는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어려움이 많다. 운동 기능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체육 수업은 체육에 대

한 어려움과 지루함을 느끼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융합형 학습활동은 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형태의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문학, 역사, 종

교, 철학, 예술 등의 인문적 지혜를 서사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융합적인 방식으

로 체육에 다가가는 것으로, 체육의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성과 인성의 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

다. 최의창(2011)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인 창의인성교육의 맥락에 

있어서 ‘단일교과중심적 융합’을 강조하였다. 단일교과중심적 융합이란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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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기타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형식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조처”하

는 것으로, 체육+(체육에 관한)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을 함께 학습하

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인문적 접근을 통

한 서사적 통합 방식의 ‘하나로 수업’을 제안하였다.

둘째, 융합형 학습활동은 학생과 학생과의 융합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

간에 여학생들을 보면 서로서로 모여서 얘기하며, 웃고 떠드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이 학창시절의 여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모습이

면서 또한 연구자의 경험이기도 하다. 이렇듯 여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

리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활동

이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융

합형 학습활동은 패별(모둠)1)로 활동하는 형태이다. 패 안에서 과제에 대한 각

자의 역할을 맡고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

라 책임감, 친구들과의 화합, 협동, 배려, 공동체 의식 등을 느끼게 된다.

셋째, 창의적과제와 친근한 분위기의 융합이다. 몸으로만 움직이는 과제는 

체육에 대한 어려움, 힘듦, 지루함을 느끼게 하여,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수업

과 더욱 멀어지게 한다. 학생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 내는 과제, 재미를 느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 과제,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간접적인 

활동들과 그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섭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음악과 영상을 이용한 친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

다. 또한 친근한 분위기는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 방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친

근한 말투, 환한 표정, 여학생들과의 대화와 같은 간접적인 교수방식에서도 영

향을 많이 받는다.

다. 융합형 학습활동의 실제

1) 패(모둠): 수업시간에 직․간접체험활동을 행하는 학생들의 그룹을 말한다. 일반적인 ‘모
둠’의 형태로 하나로 수업에서 사용하는 ‘패(牌)’라는 용어를 본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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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융합형 학습활동의 목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운동기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의 맛을 느끼면서 체육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내용

융합형 학습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기본 방향으로, 크게 ‘패별 활동’, ‘창의적 

활동’, ‘친근한 활동’의 내용으로 실천되었으며, 이는 여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가) 패별 활동

3월 첫 수업시간,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학생들의 눈, ‘중학교와 별 

다를게 없겠지’라고 말하는 관심 없는 눈 등,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학생들의 눈

과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여학생들을 위한 융합형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겠다는 마음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우선 융합형 학습활

동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기에 가장 중

요한 과정은 먼저 함께하는 패별 활동이었다.

학기 초, 특히 1학년일 경우는 더더욱 반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다.

서로 다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수업을 한다면 아마 서로를 의식하다가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수업시간 끝나는 종이 울릴 것이다. 이럴 때 패별 활동은 이

런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홉 명씩 네 개의 패로 나누기 위해서 분홍, 노랑, 파랑, 초록의 네 가지 색

깔로 이루어진 탁구공을 반 인원수만큼 준비하여 하나씩 뽑도록 하였다.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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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특성상 색깔, 디자인, 아기자기한 것, 예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패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위바위보 같은 단순한 방법 보다는 좀 더 색다른 

방법이 그들의 관심을 더 끌었다. 이렇게 하여 같은 색깔의 탁구공을 뽑은 사

람들끼리 한 학기 동안 같은 패원이 되는 것이다. 분위기를 잘 타는 여학생들

은 패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패별로 활동하는게 정말 제일 좋아요, 뭔가 ‘패’라는게 있으니까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되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좀 대충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패별로 하니까. 내가 아무것

도 하지 않아서 팀까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팀이 열심히 해줬는데 내가 열심히 안하면 

속상하겠지? 이런게 있어요.    

                                            (1학년 김석주 학생 심층면담, 7/20)

<그림 5> 패별 활동

융합형 학습활동은 대부분 패별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부끄럼이 많은 여학

생들은 혼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어색해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

지만 함께하는 과제는 여학생들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여학생들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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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끼리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과제

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대화의 꺼리가 될 수 있다. 함께 얘기하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운동기능에 대한 부담감과 지루함을 덜 수 있다.

융합형�직접�체험 융합형�간접�체험

패별�활동

▪패별�바운드�게임
▪미니�축구,� 티볼� 리그전

▪미니�핸드볼
▪ 창의적�변형게임�만들기

▪라바콘공�맞추기

▪ 포토스토리�게시판�꾸미기
▪응원도구�만들기

▪탈춤�작품� 소품�만들기
▪스토리가�있는� 탈춤�이야기�만들기

개별�활동
▪체력운동�프로그램�실천
▪개별�운동� 기능의�실천

▪시화�그리기
▪반성일기�쓰기

▪운동�다이어리�쓰기

<표 8> 융합형 패별/개별 활동

미니 축구는 축구 종목을 여학생들에게 맞게 변형한 수업으로 2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학생들 대부분은 피구 게임을 제외하고는 구기종

목으로 게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중학교 시절에 농구, 야구, 배구 등의 

구기 종목을 배우기는 했지만, 게임이 아닌 수행평가를 위한 운동 기능만 개

인적으로 연습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은 남

학생들이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하지만 사전 조사에서

처럼 여학생들도 다같이 할 수 있는 구기종목을 개인 연습이 아닌 게임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그렇기에 여학생들에게 맞추어 축구 연습 방법과 게임을 

쉽게 변형하였다.

기본적으로 구기운동 수업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을 무서워

한다. 특히 무게가 무겁고 크기가 큰 공이면 더하다. 축구 경기의 방법이나 규

칙도 여학생들에게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 축구수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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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배구공, 피구공, 축구공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면서 패별로 원하는 공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축구 경기 방법과 규칙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간략하게 간

소화시켰다. 예를 들면 축구는 기본적으로 ‘손’부위를 사용할 수 없는 종목이

다. 그래서 반칙 중에 핸드볼(handball)의 기준이 여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만 제외하고는 공이 팔이나 다른 부위에 닿아도 반칙이 

아니라는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조금 변

형하면 여학생들이 어려움을 덜 느끼고 더 편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미니 축구수업의 초반부는 우선 여학생들이 축구에 대해 흥미를 갖는 시간

이다. 요즘에는 2002 월드컵, 박지성, 런던 올림픽 4강 등, 매스컴으로 인해 다

른 구기종목보다 축구가 여학생들에게는 그나마 가장 친근한 종목이지만 직접 

경기를 해 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축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으

로 어려움을 느끼게 하기보다 축구공, 배구공, 피구공 등을 나누어 주고 패별

로 모여 ‘만지기’, ‘자유롭게 굴려보기’와 ‘주고받기’, ‘던지기’, ‘맞추기’를 하여 

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축구를 한다기보다 패별로 같이 모여서 활동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동시에 운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패별 활동으로 이루어진 ‘미니 축구’ 수업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패별 리

그전’이다. 여학생들 중에서는 ‘리그’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남학생

과는 달리 구기 종목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

에 ‘리그’나 ‘토너먼트’와 같은 용어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도 남학생들처럼 게임을 한다는 자체에 신기

해하고 호기심을 보였다. ‘미니 축구 리그전’은 여학생들의 ‘승부욕’을 불태우

며 같은 패의 친구들과 화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첫 축구게임이 

되었다.

나) 창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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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그것에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 최범규․이녹범(2004)는 초등학교 성별

에 따른 놀이 성향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은 경쟁놀이를 선호하고, 여학생은 

모의 놀이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모의 놀이는 끊임없는 창작의 과정이다.

이 결과는 여학생의 특성과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비단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 연습은 여학생들에게는 더 이

상 맞지 않다(이정민, 2011; 이주희, 2007; 조동호, 2008). 지루한 수업내용은 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잘 하지 못했을 경우 운동 

자체에 대한 좌절감까지도 느낀다.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연습으로 

이루어진 수업이 아닌 여학생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수업 

주제를 설정하였다.

대부분 체력운동이라고 하면 남학생, 여학생을 막론하고 그 명칭에서부터 

‘힘들다’는 느낌을 갖는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

면서도 막상 체력운동, 체력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혀를 내두르며 반기지 않는

다. 왜 그럴까? 연구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벌

(罰)로써 체력운동을 실시하거나, 하더라도 체력운동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

서 그런 것도 있으려니와 그 내용이 재미없고 반복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체력

검사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측정도구로 여겨진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목

표의식이 없는 운동은 운동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나 여학생들은 남학생

들처럼 체력 강화 유무에 비교적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더할 것이다.

그러면 체력운동이 검사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실천한

다면 어떨까?

여학생들이 체력운동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체력운동’이라는 말 대신에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일기’이다. 여학생들은 자신만의 다이어리를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의 스케줄, 생각, 계획 등을 적는 것을 좋아한다. 그 내용은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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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진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써내려가는 말 그대로 ‘일기’인 

것이다.

‘운동 다이어리’는 체력운동이 필요한 여고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

가기 위한 하나의 창의적인 활동과제이다. 우선, 여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운동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목표 또한 자신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꿀벅지 

다이어트’, ‘S라인 만들기’, ‘체력 키워 대학가자’ 등 그들만의 다양하고 기발한 

목표가 튀어나왔다. 이런 목표를 자신 스스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여학생들

은 체력운동에 대해서 호기심과 운동 욕구가 일어났다.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 목표에 따른 운동방법을 찾고, 자신의 몸에 맞는 운

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도 스마트 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

한 운동방법 등을 검색하면서 운동 방법의 다양함과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여고생들은 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기스타의 다이어트 비법이

나 그들의 운동 방법 등이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여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만한 운동 용품, 기구들을 준비하였다.

체력운동 수업을 위한 운동 용품을 준비하는 것은 여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

려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이다. 예를 들어, 주로 여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먼저 색색

깔의 필기구와 노트를 장만한다. 필기구와 노트가 그들의 공부 욕구를 더 강

화 시켜주기 때문이다.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수업에서 1kg, 2Kg짜리 덤벨,

요가매트, 짐볼과 같은 운동 용품들과 체력단련실에 구비되어있는 큰 운동머

신들이 운동 욕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 중 큰 운동 머신들도 좋지만 

작고 귀여운 덤벨, 짐볼이 여학생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용품, 기구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와 관련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체력운동에 대한 거부감 보다 호기심을 갖게 되며,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의 핵심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자신이 만든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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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자신이 운동한 과정과 그것에 대한 평가, 반성, 느낌을 다이

어리에 적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한 운동뿐만 아니

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6>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체력운동 수업

  과거 체력운동은 단순히 왕복달리기, 50미터 달리기 등의 수치화되고 딱딱한 대상이었다. 

구기 종목도 과거에는 목표점(골 3번 넣기, 10번 튕기기)에만 도달하려 노력하는 것이 다였다. 

하지만 이번 체력운동은 자신에게 맞는 종목과 세기, 빈도를 조절해가며 날마다 체크할 수 있

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1학년 석지은 학생 심층면담,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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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융합형 학습활동

영역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1 혜택 인식
-운동과 건강 생활의 관계 설명 
-교과서 소개
-패 나누기, 역할 정하기

-운동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동영
상 시청:생로병사의 비밀-당신의 
뇌를 깨워라(1)똑똑한 뇌 만들기, 
KBS 스포츠는 권리다 1부 고3이 
달린다
-나의 운동 방해요인은?

-감상
-발표

2
운동의 
이해

-체력운동의 원리 이해 및 종류 
방법 설명
-체력운동 익히기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기사나 
책 읽고 독후감 쓰기(과제)
-패별 스마트폰 검색 : 다양한 체력운
동의 종류와 방법
-연예인 다이어트 검색(박봄다리운동) -글쓰기

-검색

3
운동에게 
다가가기

(체육+음악)

-기본 체력운동 익히기 : 근력운
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짐볼, 요가 매트, 덤벨과 친해지
기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패별로 운동과 어울리는 음악 선
정하기 -음악

-검색

4 운동 준비

-체성분 분석기(Inbody)로 자신의 
건강과 체력상태 파악하기(체지방, 
근육량)
- 나만의 운동프로그램 만들기

-나의 이번 체력운동의 목표는?
-운동플랜작성하기

-가상의 목표 달성 상상 그리기

-글쓰기
-그리기

5 운동 설계
-나만의 운동프로그램 수정 보완
하기
-커플운동프로그램 만들기

-커플운동프로그램 발표․감상하기 -발표․감상

<표 9> ‘운동 다이어리’수업의 융합형 학습활동 프로그램 (전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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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융합형 학습활동

영역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6
나만의 
운동 

실천하기

-내가 짠 운동 프로그램대로 실천
하기
(스트레칭-본운동-정리운동 순서지
키기)
- 시간체크해가면서 운동하기

-운동 후 ‘운동 다이어리’ 작성하
기
-친구나 가족에게 운동비법 전수
하기
-운동하는 모습 사진 찍기-베스트 
포즈 상은?

 

-글쓰기
-사진

7
배우는
체육!

-내가 짠 운동 프로그램대로 실천
하기

-예쁜다리 만들기(킥 배우기)

-운동 후 ‘운동 다이어리’ 작성하
기
-케이블 방송 ‘다이어트 워’ 영상 
보고 소감 말하기

-글쓰기
-감상

8
같이 하는 

체육!

-내가 짠 운동 프로그램대로 실천
하기
-릴레이 씻업(패별 복근운동 게임)

-운동 후 ‘운동 다이어리’ 작성하
기
-중간 반성일기쓰기

-글쓰기

9~
13

실천 하는 
체육!

-내가 짠 운동 프로그램대로 실천
하기

-운동 후 ‘운동 다이어리’ 작성하
기
-나의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식단 
짜기
-다이어트 성공 연예인 기사 읽기

-글읽기
-글쓰기

14
생각하는 

체육!
-내가 짠 운동 프로그램대로 실천
하기

-운동 후 ‘운동 다이어리’ 작성하
기
-반성일기 쓰기

-글쓰기

15
어! 이것도 
체육이네!

-체성분 검사:운동전,후 체지방률
과 근육량 비교 -포토스토리 꾸미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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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융합형 학습활동

영역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16
점검 및 
평가

-평가(운동 자세 및 운동 다이어
리)

-운동 다이어리 소감 발표, 감상
-발표, 감
상

‘창의적 변형게임’은 구기운동에 대한 어려움과 남학생 종목이라는 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는 1학년 여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창의적 과제이다. 그들은 중학

교 때 농구, 배구를 배웠지만, 게임이 아닌 단순한 기능 연습과 평가였으며, 게

임은 거의 피구뿐이었다고 말한다. 농구 슛을 연습했지만 그것을 써먹을 게임

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구기 운동과 멀어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피구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규칙이 쉽고, 공에 

대한 무서움이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는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여학생

들은 피구 이외에도 다 같이 웃으면서 게임할 수 있는 구기운동을 원하고 있

었다.

  원래 구기운동 수업은 단지 두 팀으로 나누어 그 운동을 하고 끝이다. 하지만 창의적 

변형게임 수업은 그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변형할 수 있어 조사도 해보고 고쳐야 

할 점도 보이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해서 몸에도 익고, 승부욕도 생겨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학생 설문지, 7/20) 

‘창의적 변형게임’은 기존의 구기 종목을 바탕으로 경기방법과 규칙, 도구를 

자신들의 패의 특성에 맞게 그들 스스로 변형하거나 창조하는 창의적 과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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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교사가 규칙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별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

나의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창의적 변형게임’은 5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1차는 패별 토의 및 

구상 2차는 연습게임 3차는 발표 및 수정 4차는 다른 패의 게임 경험하기 5차

는 평가 및 반성하기이다.

1차 패별 토의 및 구상은 패별로 모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존의 구기종

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새로운 게임의 틀을 잡는 과정이다. 패원들이 선호

하는 구기 운동, 싫어하는 종목과 그 이유 등을 대화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며 

그것을 토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창의적 변형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연습게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창의적 변형게임을 가지고 우선 시험 삼

아 패 안에서 연습게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패별 창의적 변형게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진다. 또한 패별로 게임을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봄으로써 자기 패가 만든 게임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

을 느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차에서는 우리 패가 만든 게임을 발표하는 과정이다. 각 패별로 우리패의 

특성, 게임 방법과 규칙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창의적 변

형게임’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느끼도록 하였다.

4차에서는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패별 창의적 변형게임을 다른 

패와 게임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게임에 대한 성취감과 다른 패의 게임

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 등을 같이 경험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패가 4

가지의 새로운 ‘창의적 변형게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5차 반성 및 평가하기 에서는 모든 패가 모여 지금까지 한 게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개선해

야 될 점, 등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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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융합형 학습활동

영역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1차 1
스포츠
경기의 
이해

-패별 단체 스포츠 종목 조사하기
(구기운동)
-변형할 종목의 운동 기능, 규칙 
조사하기
-패별 발표하기

- 구기종목 영상 시청
(축구, 야구, 배구, 농구)
- ‘공’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하기
-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별토의)
-우리패원들의 특성 이야기하기

-영상
-검색
-토론
-발표

2차

2
스포츠 
경기 

체험하기

-변형할 종목 수행해보기(패별 경
기)
-변형할 부분(규칙, 기능등)토론하
기
-우리패원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
게 구기종목 변형하기

-창의적 변형게임 이름 정하기
-패 역할 분담하기
(예 : 음악준비, 기록이, 영상담당 
등)

-음악
-토론
-글쓰기

3
~4

스포츠 
경기 

변형하기

-‘창의적 변형게임’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운동 수행하면서 경기 변
형하기(패별 연습경기)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 작성하
기

-‘창의적 변형게임’과 어울리는 음
악 찾기
-자기 패의 변형게임에 필요한 물
품 정하기
-경기할 때 사용할 응원도구 만들
기

-글쓰기
-음악
-만들기

3차
5
~
7

‘창의적 
변형게임’ 

홍보

-우리패가 만든‘창의적 변형게임’
발표
- 우리패의 변형게임 익히기
- 다른패의 변형게임 경험하기
(한패당 3개의 연습 경기)
-연습 경기 후, 반성과 수정, 보완
하기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작성 및 
도안 그리기

- 발표할 때 필요한 자세는?
- 다른 패의 발표시 주위 집중, 
경청하기
-연습경기 사직 찍고, 촬영하기
-반성일기 쓰기

-글쓰기
-발표
-음악
-영상
-그리기

4차
8~
10

‘창의적 
변형게임’ 
경기하기

-수정, 보완한 창의적 변형게임으
로 실제 경기하기(한 패당 두 번
의 경기)
- 경기결과 기록지에 작성하기

-다른 패의 경기 보고 감상문 쓰
기
-우리패의경기 영상으로 보기
-포토스토리 게시판 만들기

-만들기
- 영 상 , 
감상
-글쓰기

<표 10> ‘창의적 변형게임’수업의 융합형 학습활동 프로그램 (전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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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융합형 학습활동

영역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5차
11
~
12

‘창의적 
변형게임’

평가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 최종 제
출 및 다른 한패 선정하여 경기하
기(평가)

-창의적 변형게임 경기 후 감상문 
쓰기, 소감발표

-감상
-글쓰기
-발표

다) 친근한 활동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자는 주변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사춘기시기의 여고생들은 더욱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타일, 수업내용, 친구들, 날씨 등과 같이 주변 환경요소들이 

그들의 수업참여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

한 융합형 직접․간접활동은 친근하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아래서 진행 되

도록 하였다.

음악은 융합형 직접․간접체험을 위한 기본 준비 중에 하나다. 여학생 친화

적인 수업 분위기를 위해 매 시간 음악을 틀어주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부

터 음악이 흘러나오면 여학생들은 얼굴표정부터가 바뀌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는 등,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항상 틀어줌으로 해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여학생들은 선생님

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체육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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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휘트니스 센터나 농구나, 배구 같은 실내 운동 경기장을 가보면 항

상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를 보아도 음악은 사람의 기분을 훨씬 더 즐겁게 해

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과 관련한 과제활동은 창인고 여학생들

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참여한 활동이다. 음악 줄넘기 수업은 패별로 자

유롭게 음악을 선정하여 그 음악에 맞추어 여러 가지 개인 스텝, 단체줄넘기,

짝줄넘기, 안무 등을 창작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패별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

면 마지막에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줄넘기 수업은 반복적

인 기능 연습으로 지루하고 재미없게 여겼다면 음악줄넘기는 여학생들이 음악

이 있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패별로 같이 협동하여 과제활동을 하는 즐거운 시

간으로 여겼다. 김영옥․성기훈(2011)은 음악줄넘기 수업을 통해서 체육수업기

피학생들은 신체활동의 재미와 즐거움,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면서 음악줄

넘기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구기종목도 음악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리듬배구’는 배구의 오버핸드패스,

언더핸드패스, 리시브, 서브동작을 안무처럼 만들어 가요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이다. 음악과 함께 운동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조금 더 흥미롭게 

배구수업에 참여하며 그 동작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7> 음악을 이용한 ‘리듬 배구’와 음악줄넘기 안무 도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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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학교에서도 사진

을 찍고,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포토스토리 꾸미기’는 패

별로 다 같이 모여 사진앨범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위해 매 수업시간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했다. 운동하는 모습,

얘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 등 특정한 주제 없이 찍은 사진들을 현상하여 커다

란 우드락 게시판에 사진을 오리고, 붙이면서 자유롭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로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

의 사진,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꾸미면서 즐거워하였다. 완성된 포토스토리 앨

범은 자기반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8> 포토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응원도구 만들기’는 여학생들의 구기 종목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간접활동이다.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하는 것 보다는 보는 것을 좋

아하는 학생, 글을 잘 쓰는 학생,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등 여학생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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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다양하다.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도 만들기나 꾸미기 활동을 좋아

한다면 ‘응원도구 만들기’ 활동으로 인해서 체육수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다. 2002월드컵의 붉은 악마 응원단, 프로야구에서도 여성 관중수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그것이다. 여학생들로 하여금 응원하는 재미를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수업과 체육대회를 겨냥한 응원도구 머리띠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붉은 악마’, ‘사슴’뿔, ‘리본’, ‘미니 마우스’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응원 머리띠가 완성되었다.

<그림 9> 응원도구 머리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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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연구자의 수업에서 융합형 학습활동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인문적이

고 서사적인 접근방식의 융합형 직접체험과 융합형 간접체험으로 실천되었다.

가)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직접체험은 운동기능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말한다. 단

순히 운동기능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

끼며 할 수 있도록 운동 기능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것이다. 김문휘․이규일

(2008)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을 고려한 츄크볼과 치어리딩과 같은 새로운 수업

내용이 체육수업 참여증가와 주도적 역할 수행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운동기능의 연습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방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들은 농구나, 축구와 같은 구기운동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남자 종

목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다가가기를 꺼려한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종목들

을 여학생의 수준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여학생들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고 동작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면 구기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운동기

능을 연습할 수 있다. 또한 음악과 운동기능을 결합하여 연습하기, 음악줄넘기 

동작 도안지 그리기,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 작성하기, 자신의 운동 동작이나 

스스로 만든 작품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한 후, 동작을 분석하

는 일, 연습한 과제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일, 창작한 작품을 공

연하는 일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운동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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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형 간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은 운동을 잘 알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말한다. 운동기

능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그 운동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며, 스포츠를 하나의 문화로

써 바라보는 것이다. 음악 듣기, 영화보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글쓰기, 글읽기 

등,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운동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여학

생들이라도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자신의 운동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배구쏭만들기, 시화 그리기,

이야기가 있는 탈춤 스토리 보드 구성하기, 응원도구 만들기, 공연소품 만들기,

스포츠 관련소설․에세이 읽기, 반성일기 쓰기, 런던올림픽 경기 시청하기, 스

포츠 영화 감상하기, 스마트폰 검색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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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영역  

융합형 학습활동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미술

․ 음악줄넘기 동작, 안무 도안 그리

기

․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 도안 그리기

․ 포토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 시화 그리기

․ 응원도구 만들기(응원 머리띠)

․ 이야기가 있는 탈춤 소품 만들기 

․ 야구 유니폼 디자인 하기

음악

․ 음악줄넘기 공연 음악

․ 이야기가 있는 탈춤, 창작댄스 공

연 음악 선정, 편집

․ 리듬배구(준비운동)

․ 우리패의 사기를 높여주는 음악 찾

기

․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나만의 음악’

․  우리패 배구쏭 만들기

글

․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프로그램 짜기

․ 창의적 변형게임개발지 작성하기

․ 체력운동 자세 분석

․ 티볼 연습 영상보고 평가하여 글쓰기

․ 다른 패의 음악줄넘기 공연 보고 분석

하여 글쓰기

․ 반성일기, 체육일기

․ 스포츠소설, 에세이 읽고 독후감, 감상문 

쓰기

․ 운동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기사 읽고 

비평문 쓰기

․  스포츠 영화 감상문 쓰기

․ Daily 운동다이어리 작성

감상

(예술,영화,

경기) 

․ 음악줄넘기 촬영 후 감상 및 분석

․ 창작댄스 촬영 후 감상 및 분석

․ 미니축구경기 촬영 후 감상 및 분

석

․ 야구 영화 감상-"슈퍼스타 감사용" 

․ 야구의 역사 알기-영화 “YMCA 야구단”

․ 춤영화 감상 -"Step Up"

․ 창작댄스 - 뮤지컬“웨스트 사이드 스토

리” 

․ 우리나라 탈춤 감상(안동국제탈춤페스티

벌 등)

․ 런던올림픽 경기 영상(여자 핸드볼 등) 

토론과 발표

․ 창의적 변형게임 운동기능 토론하

기

․ 창의적 변형게임 발표 

․ 커플 운동 방법 발표

․ 이야기가 있는 탈춤, 창작댄스 스토

리 토론하기

사진, 촬영, 

스마트폰

 (기술,기타 

등)

․ 창의적 변형게임을 위한 우리패가 

선정한 종목 인터넷 검색

․ 운동다이어리를 위한 다양한 체력

운동 방법 검색

․나만의 운동 비법 친구와 가족에게 

전수하기

․ 노래와 가수들의 그룹 안무 검색

․ 폰을 이용한 우리 패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음악 검색

<표 11> 영역별 융합형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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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원 주제
학생 융합형 학습활동 교사 준비

(기자재)
장소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3

건강
활동

음악
줄넘기

․  패별 바운드 게임
․  패별 경보 릴레이
․  음악줄넘기 동영상 보며 감잡기
․  기본 스텝 연습하기

․  패 나누기 및 구호 만들어 발표하기
․  패 이름 정하기
․ 패 역할 분담 토론하며 패의 의미 알기 
․ 패별 게임으로 서로 친숙해지고 단합하기

․  패 나누기 도구(색깔 탁구공)
․ 패별 구호 영상 촬영기자재
․ 바운드 게임용 배구공
․ 음악 줄넘기 작품 동영상 자료 

교실&
체육관

4

․  기본 스텝 연습
․  짝줄넘기, 단체줄넘기
 연습
․  음악줄넘기 안무 연습하기
․  음악줄넘기 대형 이동 연습하기

 ․ 음악줄넘기 음악 선정하고 안무 구상하기
․  안무 계획서 및 도안지 작성하고 그리기
․  음악줄넘기 리허설 동영상 촬영하여 보기 
․ 음악줄넘기 공연 촬영하기

․  개인용 줄넘기, 단체 줄넘기,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안무계획서, 안무 도안지, 필기도구,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교실&
체육관

5 ․  음악줄넘기 리허설 및 공연하기

․  반성일기 
․ 음악줄넘기 공연 소품 만들기
․  다른 패의 작품 보고 감상문 쓰기
․  포토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 개인용 줄넘기, 단체 줄넘기,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안무계획서, 안무 도안지, 필기도구,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교실&
체육관

도전과 
경쟁
활동

창의적
변형게임

․  패별 친선 구기경기
  (피구, 농구)
․  변형 할 종목 선정하고 맛배기 경기

․  우리패가 선정한 종목에 대해서 역사, 경
기방법 조사하기(스마트폰)
․  선정한 종목의 장단점토론하고 우리패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기, 에티켓 만들기, 발표
하기
․  시화 그리기

․  각종 구기 종목 영상 맛보기
․  창의적 변형게임개발지 준비
․  농구공, 배구공, 피구공, 축구공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운동장이나
체육관6

<표 12> 2012학년도 1학년 <체육> 융합형 학습활동 연간 수업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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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원 주제
학생 융합형 학습활동 교사 준비

(기자재)
장소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7

․  우리패가 변형한 종목 경기 해보면서 수
정과 보완하여 게임하기
․  창의적 변형게임 리그전(우리게임 전수하
기, 다른패의 변형게임 경험하기)

․  우리패의 사기를 높여주는 음악 선정하기 
․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 작성하기
․  응원도구 머리띠 만들기
․  오늘은 내가 포토그래퍼! 우리패 사진 찍
어주기
․  반성일기 

․  변형게임에 필요한 구기종목의 공 
준비하기(농구공, 배구공, 축구공, 피
구공, 라바콘, 테이프)
․ 창의적 변형게임개발지 준비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운동장이나
체육관

8
(방학 
후)

표현
활동

스토리가 
있는
탈춤

․  스트레칭 및 기본 탈춤 동작 연습하기
․  패별 스트레칭 만들기

․  올림픽 하이라이트 동영상 시청하기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 홈페이지, 영상둘러
보기
․ 작년 선배들의 탈춤 공연 영상보고 감상문 
쓰기
․ 탈춤 음악 선정을 위한 토론

․  요가매트. 짐볼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한삼40개
․  탈춤 스토리 보드 및 안무 계획서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교실&
무용실

9

․  스트레칭 및 기본 무용독작 연습하기
․  기본 탈춤 동작 연습하기
․ 창작 스토리 탈춤 안무 및 대형 구상 하여 
연습하기
․  창작스토리탈춤 공연

․ ‘창작 스토리탈춤’의 스토리 보드 만들기
․  창작 탈춤 공연 소품 만들기
․  리허설 동영상 찍어보고 수정 보완 토론
하기
․ 공연영상 촬영하기
․  포토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  요가매트, 짐볼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한삼40개
․ 패별로 필요한 기자재 준비
․  탈춤 스토리 보드 및 안무 계획서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무용실

10 여가
활동

미니
핸드볼

․ 핸드볼 기본 기능 연습하기
․  패별 세트 플레이 만들어 연습하기

․  핸드볼 경기 영상 시청하기
․  스포츠 영화감상(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 핸드볼(피구공)공, 골대, 라바콘
․  영화 감상문 활동지

교실&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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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원 주제
학생 융합형 학습활동 교사 준비

(기자재)
장소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11 ․  심판 기능 해보기

․  핸드볼 역사, 기능, 방법 조사하기(스마트
폰)
․  스포츠맨십 관련 유인물 읽기
․  선수와 심판의 자세 토론하기
․  우리패의 사기를 높여주는 음악 선정하기
․  반성일기

․  핸드볼 경기 영상시청 기자재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12
․  패별로 기능 연습하기
․  패별 미니 핸드볼 리그전 

․ 경기기록지 작성하여 패별로 토론하며 반
성하기
․  응원도구 만들어 사용하기
․  시화그리기
․  포토스토리 꾸미기

․ 핸드볼(피구공)공, 골대, 라바콘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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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원 주제
학생 융합형 학습활동 교사 준비

(기자재)
장소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3

운동과 
체력관리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  패별 바운드 게임
․  패별 경보 릴레이
․  준비운동, 스트레칭
․  체력운동 원리 알기-스트레칭, 근력운
동, 유산소운동
․  다양한 운동 기구들 맛보기
․  체력운동 기초 연습하기
․  패별 커플 운동 연습과 발표하기
․ 나의 운동 프로그램 만들기

․  패 나누기 및 구호 만들어 발표하기
․  패 이름 정하기
․ 패 역할 분담 토론하며 패의 의미 알기 
․ 패별 게임으로 서로 친숙해지고 답합하
기
․ 운동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책 읽고 감
상문 쓰기
․  운동의 필요성 인식하고 자신의 목표 
설정하기
․  나의 운동방해요인은? 극복 방안 포스
터 만들기

․  패 나누기 도구(색깔 탁구공)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 바운드 게임용 배구공
․ 운동의 중요성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 
․ 요가매트. 짐볼, 덤벨, 바벨 
․ “운동 다이어리” 필기도구

․  교실&운동장
․체력단련실

(자전거, 런닝머신, 
가슴운동기구1, 

다리운동 
기구1,벨트마사지1 

구비)

4

․ 나의 운동 프로그램 만들기
․ 내가 만든 운동 프로그램 대로 운동 실
천하기
․  커플 운동 실천 하기
․  창작 스트레칭 만들고 연습하기

․  나만의 운동프로그램위한 패별 체력운
동 조사하기(스마트폰)
․‥운동 다이어리 매일 작성하기
․ 나의 운동 나의 음악! 선정하기
․ 패별 운동하는 모습 사진찍어주기

․ 요가매트. 짐볼, 덤벨, 바벨,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운동 다이어리” 필기도구,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체력단련실

5

․  내가 만든 운동 프로그램 시범, 발표하
기
․  커플운동 발표하기
․  체지방, 근육량 측정하기(인바디검사)

․ 운동 다이어리 매일 작성하기
․  포토스토리 꾸미기
․  반성일기
․  가족과 친구에게 나의 운동비법 전수
해주기

․ 요가매트. 짐볼, 덤벨, 바벨,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체력단련실

<표 13> 2012학년도 2학년 <운동과 건강생활> 융합형 학습활동 연간 수업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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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원 주제
학생 융합형 학습활동 교사 준비

(기자재)
장소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미니
축구

․  몸풀기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
․  패별 준비운동 만들어 실천하기
․  축구 기본 기능 연습

․  축구 동영상 자료 감상
․  축구의 역사 및 경기방법 조사(스마트
폰)
․  스포츠맨십 자료 읽기
․  패별 포지션 및 전략 토론하기
․  우리패 미니 축구 경기 사진 찍기

․  각종 구기 종목 영상 맛보기
․  미니 축구 전략 개발지 준비
․ 축구공 20개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교실&
운동장이나 체육관

6

7
․  심판 역할 해보기
․ 패별 축구 기능 및 전략 연습
․ 미니 축구 리그전

․ 선수와 심판의 자세 토론하기
․ 스포츠영화시청하고 감상문 쓰기 
․ 응원도구(머리띠)만들기
․  포토스토리 꾸미기
․  시화 그리기 

․  변형게임에 필요한 구기종목의 
공 준비하기(농구공, 배구공, 축구
공, 피구공, 라바콘, 테이프)
․ 창의적 변형게임개발지 준비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운동장이나
체육관

8
(방학 
후)

운동과 
비만관리

티볼

․ 방학 후 몸 깨우기 스트레칭 및 준비운
동 하기
․  야구 기본 알기
․  티볼 경기 맛보기 게임(라바콘배구공
맞추기)

․ 티볼과녁맞추기 게임

․  런던 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하
기
․  야구 역사 및 기본 기능 조사하기(스
마트폰)
․ 영화 YMCA야구단 보고 야구의 역사 알
기
․  스포츠 영화시청 후 감상문 쓰기(슈퍼
스타 감사용)
․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스마트폰 검색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런던 올림픽 영상자료
․ 스포츠 영화파일 및 활동지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 티볼 경기 용품 준비(티볼대,배
트,티볼공, 글러브, 베이스, )
․배구공,라바콘,접시콘

교실&
운동장이나체육관



- 65 -

월 단원 주제
학생 융합형 학습활동 교사 준비

(기자재)
장소

융합형 직접체험 융합형 간접체험

9 ․ 티볼 기능 연습하기
․ 패별 전략 만들어 실천하기
․ 티볼리그전
․ 경기영상 촬영후 전략 분석

․  패별 야구쏭 만들기
․  선수 야구쏭 만들기
․  우리패 경기 기록지 매일 작성하고 반
성하기
․  반성일기
․  우리패 티볼경기 사진 찍어주기
․  포토스토리 꾸미기
․  응원도구 만들기 
․  우리 패 야구 유니폼 디자인하기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티볼 경기 용품 준비(티볼대,배
트,티볼공, 글러브, 베이스, )
․ 패별로 필요한 기자재 준비
․  경기기록지 및 평가지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운동장이나
체육관

10

운동과 
체형관리

창작
댄스 

․ 무용의 기본 알기
․ 기본 무용 동작 연습하기
․ 패별 스트레칭 동작 만들어 실천하기
․ 창작댄스 안무, 대형 구상 및 연습하기

․ 댄스 영화 감상(스텝업) 
․  뮤직비디오 안무 동영상 보며 참고하
기
․  창작댄스 스토리보드 토론 하고 안무 
계획서 작성하기

․ 요가매트, 짐볼 
․ 영화 감상문 활동지
․  창작댄스 스토리 보드 및 안무 
계획서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교실&
무용실11

12
․ 창작댄스 안무, 대형 구상 및 연습하기
․ 리허설 후 수정, 보완하여 연습하기
․ 창작댄스 작품 공연하기

․ 동영상 촬영 후 토론하기 
․ 창작댄스 소품 만들기
․ 시화 그리기

․  창작댄스 소품
․ 창작댄스 스토리 보드 및 안무 
계획서
․ 엠프, mp3기기, 음악파일
․  디카, 동영상 촬영도구

무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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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해서 재

미있고 색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과거 중학교 체육수업에의 긍정적인 경험을 

겪지 못한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서 각각의 활동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만족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 많

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여학생들은 다양

한 활동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장

에서는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고생들의 인식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보

았다. 첫째, 새로움을 경험하는 체육시간이 되었다. 운동기능만 반복 연습하는 

체육시간이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체육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졌

다고 하였다. 둘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체육시간이 되었다. 수행평가를 위한 

개인 연습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고 하나 됨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하였

다. 셋째, 의미를 발견하는 체육시간이 되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연습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였다. 넷째, 감성적

인 체육시간이 되었다. 과거 운동기능만 하는 힘든 체육시간에서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친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체

육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뛰어 노는 시간이 줄어든 정적인 체육시간이 

되었다. 고등학교 특성상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뛰어 놀고 싶은 욕구가 큰 학

생들은 체육시간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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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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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움을 경험하는 체육시간

창인고 여학생들은 과거 체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몸으로만 움직이는 활

동, 운동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왔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체육수업이 남

학생 중심, 운동기능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당연히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운동만 하는 시간,

자유시간, 잡담하는 시간과 같이 ‘수업’이나 ‘배움’이라기보다는 ‘쉬는’ 시간의 

의미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지금 창인고 여학생들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체육수업이 아닌 융합형 학습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색

다른 체육수업으로 느끼게 되었고, 체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체육하면 아~운동하는 것, 몸 움직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응원도구 만들기, 포토

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반성일기 쓰기 등 이런 것들도 체육에 포함되는 것 인줄 몰랐다. 

이번 체육수업은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면서 예전과는 다른, 정말 색다른 수업이었다고 생

각한다.

(학생 설문지, 7/20)

여학생들은 융합형 학습활동을 통해서 ‘체육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고

정관념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운동만 하는 것이 체육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을 경험함으로써 넓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육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짐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여학

생들은 체육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체육교과의 목적은 단순한 

운동기능의 향상만이 아니다. 체육활동이 갖는 문화적 의미의 구현을 통하여 

학생을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 문화에 입문시키는 것이다. 또한 체육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단순한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기능 외에 신체 활동을 통한 내면적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체육이 되어야 

한다(최의창, 1999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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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단순히 몸으로만 하던 체육수업을 해와서 그런지 몸으로만 하는 행동은 조금 지

루하고 뻔하게 느껴졌는데 융합형 학습활동 같은 걸로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닌 

만들고 생각하고 쓰는 활동까지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걸 한다는 재미로 즐겁게 

체육을 할 수 있었다. 

(2학년 지유현 학생 심층면담, 7/16)

여학생들이 ‘재미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체육수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신체활동 그 자체를 좋아하는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 그렇기에 여학생들에

게 맞는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 직․간접 체험으로 이루어진 체육수업이 재미

를 느끼게 해주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체육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구상하고 연습한 것이 좋았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

어서 좋았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즐거웠다. 

(학생 설문지, 7/20)

  나는 음악듣기가 굉장히 좋다. 별 다른 것 없이 수업시간에 음악을 틀어놓은 것뿐이지

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흥얼거릴 수도 있고 적막하지도 않고 굉장히 

좋았다.

(학생 설문지, 7/20)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음악은 흥을 돋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한 활동에 훨씬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도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 V리그 배구경기, 배구 스타의 사진,

야구와 관련된 영화인 ‘슈퍼스타 감사용’과 우리나라의 야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화 ‘YMCA 야구단’, 선배들의 탈춤 공연 동영상 등 수업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 자료가 여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동기 유발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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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음악 영상 자료

음악줄넘기
공연음악- 마이티 마우스 

“Tok Tok"외

선배들의 음악줄넘기 공연 영상

우리의 작품 공연 영상

스토리가 있는 탈춤

전통+현대의 퓨전 음악-

윤도현YB 

“뱃노래”,"아리랑"

싸이 “코리아”

B1A4 “No Mercy”

인피티트 “추격자”

선배들의 탈춤 공연 영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영상

우리의 작품 공연 영상

배구

“리듬배구”

 - Miss A "Good bye 

Baby 

V리그 경기

런던올림픽 여자배구경기

미니 축구리그 응원 음악
런던올림픽 4강 경기

박지성출전 프리미어리그

티볼 리그 응원 음악

영화-“슈퍼스타 감사용”

“YMCA 야구단”

2012 팔도 프로야구경기

창작 댄스 각 패의 공연 음악
영화- 스텝업, 

뮤지컬 영상

좋은 스포츠 영화는 아직 자아관,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좋은 

양서만큼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실천력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최의창, 2010;

이정민, 2011 재인용). 특히 자신들의 모습이나 친구들의 작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것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수업에 대한 뿌듯함과 더 잘해

야겠다는 의욕이 더 커졌다고 하였다.

<표 14> 수업 중 활용한 음악과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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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음악을 활용한 리듬 배구, 영상자료 감상활동

  스포츠 영화감상이 너무 좋았었다. 이번에 봤던 ‘슈퍼스타 감사용’을 보면서 선수들 입

장에서 본 스포츠 세계와 내가 생각한 스포츠 세계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많은 스포

츠 선수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었다. 이렇게 선

수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더 많은 공감을 할 것 같다.

(학생 설문지, 7/20)

  우리가 공연한 작품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이 좋았다. 내가 나 자신이 나온 작품을 보

면 조금 부끄러웠지만..그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할 수도 있었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학년 박혜원 학생 심층면담, 7/28)

<그림 12> 음악줄넘기 공연 영상, 선배들의 탈춤 공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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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패원들에게 실수하진 않았는지, 같이 활동해서 

단합이 잘 되었는지 등을 생각해보며 자아성찰을 할 수 있고 다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

어서 정말 좋았다.

(1학년 이민지 학생 심층면담, 7/18)

  평소에는 자신이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반

성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

지 등등을 생각해보고 반성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 설문지, 7/20)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기회

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중 반성일기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 여학생들은 ‘일기’나 ‘다이어리’를 평소에도 많이 접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 더욱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정한 형식에 얽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이기에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글로 씀으로써 자신의 감정, 생각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다(Farber, 1953).

<그림 13> 반성일기 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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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운동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체력운동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개인

별 ‘다이어리’가 제공되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뿐 

아니라 운동 후 평가, 반성, 느낌을 적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 다이어리 쓰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운동이 몸과 정신에 좋은 것도 알고 있었

고 체육시간 이외에도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막막했었다. 

그런데 운동 다이어리를 쓰면서 새로운 운동을 몸 부위별로 알게 되었고 직접계획을 세우고 

해보고 반성하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내가 

직접 짜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학생 설문지,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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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학생들이 만든 ‘운동 다이어리’의 제목 과 내용

스포츠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는 자신 안에 스포츠 체험을 더욱 살찌울 수 

있는 비옥하고 기름진 토양을 가꾸는 것이다(최의창, 2010). 그렇기 때문에 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포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문학 작품을 독서하는 행위도 일종의 스포츠 ‘활동’이라고 말한다(최의

창, 2010). 이렇게 스포츠 관련 서적들을 읽고 학생들은 운동의 신체적인 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인 가치들도 느끼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운동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책읽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라는 주제의 체력 운동 수업을 시작하기 

전,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자, 스포츠 관련 서적을 읽

고 감상문을 쓰는 과제를 내주었다. 남학생들보다 운동능력 부분에서 조금 낮

은 여학생들은 이러한 ‘글읽기’와 같은 간접체험이 그들의 체육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수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작은 동기가 되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를 읽고, 박지성의 꿈이 유명하지 않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박지성은 현재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평발임에도 불

구하고 그라운드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그의 끊임없는 노력들

이 현재의 박지성을 만들고 세계의 팬들로부터까지 응원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황보미 학생의 스포츠 에세이 감상문 중에서)

<그림 15> 스포츠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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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도구 만들기를 할 때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도구를 만들어서 협력과 왠지 모를 반

의 단합 같은 것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못하면 재미가 있어도 체육수업이 

힘들었는데, 이런 활동이 늘어나면 쉬어가는 시간도 되면서 운동을 못해도 참여할 맛이 

나요. 

(2학년 오한나 학생 심층면담, 7/27)

  응원도구로 머리띠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꼭 몸을 써가며 운동하는 체육

시간이 아닌, 응원도구를 만들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할 때 응원한다는 상상도 

하게 되었고, 실제 티볼 게임할 때 응원이 더 재미있었다. 머리와 손으로 만드는 체육시간

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같이 여겨졌다.

(학생 설문지, 7/20)

여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신이 직접 만든 응원도구인 ‘붉은 악마 머리띠’를 

가지고 티볼 리그전에서 응원을 하였다. 특히 운동을 잘 하지 못했던 학생들

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응원의 재미를 느끼면서,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체육시간

과거 무조건적인 기능중심의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

은 체육시간은 ‘혼자 수행평가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다. 특히 그 과

정에서 운동기능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학생들은 운동의 재미와 즐거

움을 느껴보지 못한 채 점점 체육에서 멀어져 간 것이다. 그렇기에 운동기능

을 단순하게 혼자 연습하는 방식보다는 다같이 어울려서 하는 활동이 그들에

게 어필할 수 있다. 즉, 혼자서 하는 활동 보다는 둘 혹은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활동으로 체육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줄이고 그것을 계기로 체육에 대

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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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체육시간에 수동적인 편이었으나 패별로 각각의 역할을 맡으며 서로를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포토스토리도 만들면서 체육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몸도 마음도 너무나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설문지, 7/20)

  체육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팀워크가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중학교 때는 체육시간에 남자애들은 축구, 여자애들은 수다 떠는 시간이

었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사이가 돈독해져서 좋다. 

(학생 설문지, 7/20)

학기 초,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감도는 체육시간, 새침때기 여고생

들은 누구라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한다. 패를 나누어 적절한 활동 과제

를 제시해주었다. 패 이름을 정하고, 구호를 만든다. 이후, 음악 줄넘기를 위한 

초입 작업, 공연 음악 선곡과 안무 컨셉잡기 등, 패별 토론이 시작되었다. 한 

두 사람씩 서서히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연구자 : 민지는 패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민지 : 학기초에 다들 하나도 안친하자나요. 그런데, 패가 딱 갈리고, 아이들끼리 이름  

        말하고 자기소개 하면서 그리고 패 구호 만들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특히, 첫    

        종목이 음악 줄넘기 였는데, 애들이랑 계속 말하다 보니,,솔직히 트러블도 없었  

        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계속 애들 말 들어주려고 노력하니까 애들도 노력  

        하고,,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특히 안무 구상할 때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창의적 변형게임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1학년 이민지 학생 2차 심층면담, 9/10)

  옛날엔 수행평가가 끝나면 선생님한테 자유시간을 요구하며 숙제를 하거나 떠들기 바

빠 체육시간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다양한 패 활동을 통해 쓸데없는 것은 하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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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하고 직접 같이 움직여 협동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체육시간을 점점 더 기다리게 해요. 또 학기 초에 어색했던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더 

친해지고 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학생 설문지, 7/20)

융합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져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체육과 다른 학문의 융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융합, 즉,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함께 도우며 활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융합의 새로운 부분이었다. 그 새로운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 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들에게는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

연구자 : 융합형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석지은 : 단합이요. 애들끼리 함께 하는거...그게 융합인거 같아요. 애들이 다 다르자나      

         요..그래서 의견들이 다 다르고,,근데 그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결국 하  

         나의 탈춤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그게 융합인거 같아요..

(1학년 석지은 학생 심층면담, 7/19)

  미니축구리그전, 친구들과 함께 이겨야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합할 수 있었던 기

회였다. 또 힘들지만 축구에 참여하는 일이 재미있었고, 골을 넣었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설문지, 7/20)

  미니 축구 리그전! 여자라서 축구를 직접 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매우 아쉬웠는데, 친구

들과 함께 ‘보기만 하던 축구’를 ‘같이 뛰고 전략도 세워가며 팀플레이하는 운동’으로 체

험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 아직도 우리 반에 축구 열풍이 부는 것을 보면, 축구는 우리 

모두를 응원과 플레이를 통해 하나로 만든다!

(학생 설문지,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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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니축구리그와 같은 패별활동을 경험한 후 학생들은 ‘하나’됨을 느

끼고, 협동심, 책임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는 혼자서 할 때와는 다른, 같이 함

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여학생들은 다양한 패별 활동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단합’과 ‘소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맨십, 배려, 협동, 책임감 등을 함께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체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갖게 되었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축구를 할 기회도 없고 관심도 그다지 많지 않은게 

사실인데, 여학생 반에서 여자들끼리 팀을 짜고 리그전으로 축구를 하는 것이 팀원들끼리 

결속력도 높아지고 내 위치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던 축

구에 대해 재미와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좋았다. 

(학생 설문지, 7/20)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의 장점은 서로간의 소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운동기능

만 하는 체육수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통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에 존재한

다는 것, 그것이 이 수업의 핵심인 듯하다. 

(학생 설문지, 7/20)

<그림 16> 축구리그전에 흠뻑 빠진 창인고 여학생들

음악줄넘기 수업은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음악에 맞추어 안무

를 구성하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는 수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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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악, 동영상 촬영, 토론 및 발표, 공연 의상 및 도구 등 갖가지 융합적인 

활동을 경험하였다. 과거 ‘줄넘기 급수제’에 따른 개인 줄넘기만 해왔던 수업

과는 완전히 다른 수업에 여학생들은 재미를 느끼며 열성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별로 음악 줄넘기 안무를 만들 때, 과거의 수행평가는 오로지 개인별이었고 협동해서 

활동할 기회가 없었는데, 패별로 단체줄넘기를 하면서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도 친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안무를 직접해보면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우

리가 좋아하는 곳에 맞춰 안무를 짜고 연습하다 보니 지치는 줄 모르고 연습에 빠졌던 

경험도 좋았다.

(학생 설문지, 7/20)

  <그림 17> ‘스토리가 있는 탈춤’과 ‘음악줄넘기’ 패별 공연 후 모습

  오늘은 패별 스토리 탈춤 공연 리허설이 있는 날이다. 수행평가도 아닌데 아이들이 의

상에...소품에... 벌써부터 흥분해 있다. 아무래도 ‘공연’이라는 말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체육관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대는 아이들이 공연하기에 정

말 안성맞춤이다. (중략) 리허설 동영상을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정신이 없다. 뭐가 

좋았다던지... 나빴다던지 하면서... 패별로 모여앉아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이 귀엽다. 자

기들끼리 희희덕거리는 거리는 모습에 내가 괜히 뿌듯하다. 리허설이 끝나고 수업 끝나는 

종이 쳤는데도 체육관을 떠나지 않고 패별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똘똘 뭉



- 80 -

친 저들의 모습...다음 시간 공연이 기대된다..

(교사 관찰일지, 9/24)

다. 의미를 발견하는 체육시간

  평소에 운동기능만 하는 체육수업만을 접하다가 ‘창의적 변형게임’과 같이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신기하고 재미있다. 운동기능만 하는 체육수업은 ‘힘들다’라는 생각만 들지, 신

기하고 새롭고, 보람차고, 성취감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1학년 박소영 학생 심층면담, 7/24)

위 학생은 초․중학교 때의 체육수업과 지금의 체육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

이 창의적인 과제로 인한 재미라고 하였다. 대부분 육상, 체력운동, 줄넘기, 농

구, 배구와 같이 교과서에 실린 종목을 수행평가를 위한 단순한 기능연습으로 

해왔기 때문에 운동의 재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

부분의 창인고 여학생들이 피구 이외에 구기 종목을 게임으로 경험해 본 학생

들이 드물었다. 물론 줄넘기, 달리기, 배구의 토스, 농구 드리블 등 운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동작이며 방법이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운동,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지루함, 힘듦의 느낌만 남은 채 체육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다음과 같

이 융합형 체험을 한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 속에서 

보람과 성취감이라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음악줄넘기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땐 선생님께서 안무를 짜면 그 안무를 

우리가 그냥 따라하고 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음악줄넘기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음악도 정하고 안무도 구성하는 등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완성시켰을 때 

더 뿌듯했고, 보람찼다.

(1학년 김석주 학생 심층면담,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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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해냈을 때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운동도 마

찬가지로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마침내 이루

었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

치고 의욕마저 떨어지고 만다. 창인고 여학생들은 다양한 융합형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 또한 

맛보았다고 말한다.

  중학교때까지는 체육시간이 항상 정해진 종목으로 누구나 다 아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

다면 이번 고등학교 1학년이 되서는 한 종목을 정해진 방법이 아닌 좀 더 창의적이고 특

별하게 한 수업이었던 것이 좋았다. 그래서 전보다 더 재미있고 몸만 쓰는 운동이 아닌 

머리로도 하는 운동이라 창의적인 수업인 것 같다.

(학생 설문지, 7/20)

  우리가 직접 구상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역시 창작이

라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만의 게임을 만든다

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또 다른 패와 서로의 게임을 발표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응원도구를 만들어서 응원한 것도 인상 깊었다. 

(1학년 이민지 학생 심층면담, 7/18)

<그림 18> 학생들이 개발한 ‘왕농구 창의적 변형게임’ 개발지와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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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1세기는 융합(convergence)의 시

대이며 한국의 미래 역시 융합기술(convergence technology)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처럼 지금 시대에는 ‘융합’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알

려지고 있다. 그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

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강

조하면서 ‘융합’의 시대에 발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이러한 창의․인성교육과도 맞물릴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체육수업이 교사의 운동 기술을 그대로 보고 혼자 익히는 

활동이었다면, 융합형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

정 속에 의미를 찾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운동프로그램과 운동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내 스스로 찾아서 시간대별로 맞추고, 구성하여 운동하니 효과도 더 크고 정취감이 들었

다.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편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  

(2학년 조윤민 학생 심층면담, 7/17)

  내가 직접 무슨 운동을 할지 정하고 계획하고 운동프로그램을 짜고 운동 다이어리를 

썼기 때문에, 또 나와의 약속을 하고 체력운동에 임했기 때문에 처음은 열심히 하였지만 

팀끼리가 아닌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나중에는 잘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패별 수업에서는 팀워크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웠다면 체력운동 수

업에서는 계획을 짜고 나 자신과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성실성과 의지력을 배운 

것 같다. 과거에 배웠던 수업들은 오로지 시험과 통계치로 나오기 위해 수업에 임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내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체육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학생 설문지, 7/20)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등을 측정하기 위한 체력운동 수업이었다면 학생들

은 쉽게 지치고 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 내용과 같

이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만든 운동프로그램에 의한 체력운동을 통해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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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활동 속에서 성취감, 보람, 인내심과 같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

▶

<그림 19> 개인별․패별로 직접 구상한 내용과 발표 모습

  기존에 했던 체육수업과 굉장히 달라서 색다르고, 또 예전보다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이 융합형 수업의 좋은 점이다. 사실 중학교 때의 체육수업은 남자는 

항상 축구를 하고 여자는 항상 앉아서 잡담을 하고 수행평가 볼 때만 체육을 접하는 것

이 다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하는 체육수업은 각 개인이 한 주제에 관해 의견

을 표출하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의견인 만큼 주체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

다.

(학생 설문지, 7/20)

위의 내용처럼 창인고 여학생들은 그들의 중학교 시절의 체육수업과는 달리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체육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기능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형 학습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그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욱 더 재미를 느꼈다고 하였다. 다음 글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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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면담 학생의 글이다.

  중학교때 체육시간은 남자들은 축구하고 할 것 없는 여학생들에겐 지루한 시간이었는

데, 고등학교에 와서 음악줄넘기, 미니 축구, 창작 탈춤 동작 짜기 등 발표도 물론 준비

하는 과정도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체육수업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체육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재미있는 활동이더라도 직접해봐야 알지 않을

까?

(2학년 오한나 설문지, 7/27)

위 학생은 재미있어야 참여하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여해야 

체육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해주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참여할만한 활동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

들이 참여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재미

를 느낄 수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20> 핸드폰을 이용하여 축구시화그리기, 작품감상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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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성을 자극하는 체육시간

  처음에는 체육은 몸만 움직여 힘든 수업, 여름에는 땀나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른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체육은 ‘몸만 쓰는 수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깼다. 또 내가 좋

아하는 미술 분야와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에 흥미가 가게 되었다. 

(학생 설문지, 7/20)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때 하고 목표만 채우면 그만’인 수업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글

도 쓰고, 보고, 듣고, 움직여가며 조화롭게 많은 것을 해 낸 듯한 성취감도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체육이라는 것이 물론 몸을 

움직이는 육체적 부분이 주가 되지만 신체의 여러 부분을 그리고 여러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또한 체육이라고 생각한다. 융합형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며 움직일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 

(학생 설문지, 7/20)

여학생들의 책상 위를 보면 남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필통

하나만 보더라도 갖가지 색깔의 필기도구로 가득 차 있고, 노트, 다이어리, 포

스트잇, 물통, 거울, 화장품 등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소품들이 주변에 많다. 이

렇듯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꺼리”들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운동을 할 때도 주변 환경, 운동 도구, 운동복, 소품 등에 관심이 많다.

음악줄넘기 공연을 위해 음악을 고르고, 패별로 의상을 맞추고, 수업시간 찍었

던 사진들을 가지고 포토스토리 게시판을 꾸미는 것, 운동 후 느낀 것을 시화

로 표현하고, 스포츠 영화를 감상하는 활동들은 운동기능에 대한 어려움을 가

지고 있는 여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

다.

  시화그리기 활동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체육시간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을 곱씹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면서 더 생생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기말고사가 

끝난 후라 부족한 시간에 허덕이는 일도 없었고 비록 시화를 그리는 활동이지만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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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화로 선생님께 칭찬과 상품을 받은 뒤로 자신감이 생기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2학년 심채영 학생 심층면담, 7/27)

위의 내용과 같이 시화 그리기는 여학생들만의 아기자기한 면이 돋보이는 

활동이다. 시는 느끼고 생각한 것을 오랫동안 살아있도록 만드는 언어적 보존 

장치이다. 스포츠시는 느낌과 체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공유시키는 훌륭한 

문학적 생명유지장치이다(최의창, 2010). 여학생들은 수업 후, 자신의 느낌을 

시와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층 더 체육수

업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림 21> 시화그리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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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기능만 하는 수업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는 수업이 훨씬 부담도 없고 고등

학교 생활에 심리적으로 지친 우리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체육활동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학생 설문지, 7/20)

위와 같이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를 겪고 있다. 아침 7시 40분에 등교하여 정규수업,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까

지 빡빡한 일상생활에 심신이 지쳐있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다.

체육시간은 하루 종일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

다. 그런데 체육시간 마저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다면 학생들은 더욱 더 참여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학생들보다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여학생들은 

그 정도가 더할 것이다.

음악, 영화, 사진 등을 이용한 융합형 활동은 일상생활에 지친 학생들의 스

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운동기능에 부담이 줄어들어 수업에 더 잘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웃으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포토스토리 꾸미기나, 운동 다이어리 쓰기 같은 활동이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체육시간을 보냈고 저렇게 체육시간을 보냈어. 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고, 이때는 이랬었어...라고 생각하면서 써내려 가다보면 그 

때 기억이 더 잘 나고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다가도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랬었구

나 하고 더 잘 생각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쓰는 게 기억을 남기려는 

거잖아요...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좋아요

   (2학년 황보미 학생 심층 면담, 7/12)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포토스토리’ 만들기였다. 친구들의 사진을 면서 이미 활동했

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고 웃긴 포즈가 찍힌 모습을 보고 서로 웃으면서 추억을 쌓

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스토리를 짜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구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재미있었다. 

(학생 설문지,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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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탈춤’ 수업에서는 춤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탈춤에 

내용이 되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 공연에 필요한 소품, 의상까지 여러 가지 다

양한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2> ‘스토리가 있는 탈춤’ 수업의 다양한 융합형 간접활동

     우리 팀이 하는 모습을 공연 당시에는 못 보니까 궁금했었는데 동영상으로 찍고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때 긴장해서 잘 못 봤던 다른 친구들의 영상도 볼 수 있었고 동

영상은 하나의 추억거리와 증거로 남으니 정말 좋은 것 같다.

(학생 설문지, 7/20)

이처럼 음악과 영화․영상 자료를 보는 것은 여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활동이었다. 또한 감성적으로 풍부한 

청소년시기에 친구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웃

으면서 감상하는 친화적인 수업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기억에 남을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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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된다고 하였다.

마. 상대적으로 정적인 체육시간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운동만 하는 수업시간은 조금 지루할 때도 가끔 있다. 그 대신에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은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해서 지루할 틈이 없

다. 하지만 운동을 덜 하게 되는 것 같다.

(학생 설문지, 7/20)

여학생들이 융합형 학습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첫째, 남학생 못지않게 신체활동의 욕구가 큰 여학생들은 다양

한 융합형 활동으로 인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고 있었

다. 이런 학생들 대부분은 운동능력과 기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여학생들 사이

에서도 운동이 아닌 다른 모든 활동은 체육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힘든 고등학교 생활로 인해 오히려 중학교 시절 보다 신체

활동이 적은 고등학교에서 움직임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여학생들도 적지 않

았다.

  몸만 움직이는 체육보다 다양한 융합형 활동을 통해 새롭게 체육을 접근하는 것은 참 

좋지만,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우리 나이에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체육시간

에 그 시간마저 줄어든 것이 아쉽기도 하다.

(학생 설문지, 7/20)

둘째, 신체활동만으로 이루어져 왔던 체육수업만 경험했던 학생들은 상대적

으로 차이가 큰 고등학교의 융합형 수업에 대해서 생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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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1학년의 경우, 패별로 의

논하여 음악을 정하고 안무를 구성하는 음악 줄넘기 수업에서부터 글읽기, 글

쓰기, 그리기 활동 등과 창의성을 요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

생들도 보였으며, 국․영․수․사․과를 중요시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

상, 대학입학과 관련이 없는 교과목의 수업 외 과제에 대해서 귀찮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많은 교과목 수와 그에 따른 과제들로 인하

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시간에 체육수업에서 창의력과 협동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융합형 활동도 좋지만, 하루 종일 교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쌓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체육시간만이라도 뛰어 놀면서 풀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때는 지금 남자 학생들과 같은 농구, 발야구, 피구 등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활

동을 해서 즐겁게 참여를 했고 그렇기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

기도 했었다. 그리고 성적이 좋든 나쁘든 체육을 할 때 기분이 좋고 체육시간이 기다려졌

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돼서 그런지 성적에 민감해졌고 패별로 활동을 하니까 잘 못했

을 때 부담이 되었다. 입시와 연관된 다른 주요과목 보다 창의력을 더울 원하는 수업인 

것 같아서 왠지 체육이 하기 싫다.

(학생 설문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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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형 학습활동에 따른 여고생의 수업참여 변화 형태

와 영향요인

가. 여고생의 수업참여 변화 형태

<표 15> 여고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변화 형태

융합형 학습체험을 통한 여고생의 체육수업 참여 변화 형태를 과거 체육수

업경험과 비교하여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라는 두 가지 형태로 알아

보았다. 위 표는 이정민(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차용한 것으로, 여기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융합형 학습활동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영역을 대각선으로 나누어 보다 더 세분화를 시

켜서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어

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같은 구역 안의 ①번과 ②번은 둘 다 부정적인 인식이지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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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1, 3, 5, 7→2, 4, 6, 8) 점점 긍정적인 인식에 가까워지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체육수업에 대한 참여는 학생들 자신이 느끼기에 체육수업에 어떻게 참여하

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소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이 

또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같은 구역 안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1, 3,

5, 7→2, 4, 6, 8) 점점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부정적 인식 - 소극적 참여(부인소참 ①, ②)

체육수업이나 체육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수업에서

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중학교 시절의 운동기능 중심 체육수업 

경험으로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남학생 중심의 수업, 여학생들의 

앉아서 수다 떠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체육수업에는 소극적으로 참

여했다고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학기 초, 융합형 체육수업

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중학교 시절의 체육수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

된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 몇몇 학생들은 패별 활동의 

부담으로 인한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친구들

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학생들은 체육 수업 참여를 꺼려하면서 동시에 체육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 접한 새로운 방식의 패별 체육은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다. 별로 친하지 못한 애들

과 어울려서 말도 해봤고 좋았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 그것은 ‘여자끼리’다 보니 누군가

가 못하면 살짝 뒤에서 뒷말이 번지고 그 뒷말은 커져서 애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한동안 

얘기 대상이 되어 버린 경우가 있었다. 

(변화 형태 : ⑦⇒②, 학생 설문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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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별 연습과 수행평가로 인해서 못 하는 애는 욕을 먹게 된다. 또 패원들에게 미안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 같다.

(변화 형태 : ⑤⇒②, 학생 설문지, 9/5)

2)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참여(부인적참 ⑤, ⑥)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학

생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중학교때의 체육시간은 수업자체

가 곧 ‘수행평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체육 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

꼈다고 하였다.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한 운동 기능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지

루함과 힘듦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체육수업 역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체육선생님, 수업내용, 환경, 분

위기 등으로 인해서 체육 수업 자체를 좋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스토리탈춤이나 음악줄넘기 둘 다 중학교 때와는 달리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

미있고 신선하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신선한 주제이니 만큼 어렵고 피곤할 때가 있다.

(변화 형태 : ③⇒⑥, 학생 설문지, 9/5)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의 체육은 패별 수업이었다. 체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나에게 몸과 머리 둘 다 쓰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패

별 토론이나 결정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이 부분까지 커버하

기엔 체육수업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변화 형태 : ⑦⇒⑤, 학생 설문지, 9/5)

위 학생은 오히려 융합형 학습활동을 하고 난 후, 중학교 때 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된 경우다. 단순한 운동 기능연습만 했었던 과거 체육수업에 비해 다

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이유였다. 어쩔 수 없이 평가

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수업 후까지 이어지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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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로 인해 체육 수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기도 하였다.

3) 긍정적 인식 - 소극적 참여(긍인소참 ③, ④)

체육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체육수업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다. 창인고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③과 ④에서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운동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체육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에는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재미없는 

수업내용, 엄격한 선생님, 날씨, 분위기 등으로 다양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살이 쪄서 그런지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거나 이

동하는 것이 정말 귀찮고 체육시간 전 시간에 체육이다!라고 생각하면 짜증부터 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덥거나 추운 날씨는 옷 갈아입

기 조차 싫을 때가 많다.

(변화 형태 : ⑥⇒④, 학생 설문지, 9/5)

다음은 여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여름의 더운 

날씨의 체육수업 상황을 쓴 교사의 관찰일지의 일부이다. 체육에 대한 긍정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소극적일 때가 있다.

  운동장햇살이 너무 따갑다. 오늘 같은 날은 체육관에서 수업하면 좋은데 3학년이 중간

고사 전에 수행평가 본다고 체육관을 전체 다 쓰신다고 하신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이 

무조건 우선이기 때문에(부장님 말씀) 아이들에게 운동장 수업이라고 전달했다. 지난 시간

만 해도 아이들이 티볼에 대해 흥미를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날씨 때문에 그 흥미가 사

라질까 걱정이 된다. 몇 몇 아이들이 따가운 햇빛에 얼굴을 찌뿌리며 나온다. 자외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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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바르면서 나오는 아이도 있다. 체육관에 왜 안가냐고 한명씩 물어본다. 일일이 다 

대답해 준다.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있는 애들한테 더 짜증나게 하게 하면 안되니까....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는 우선 최대한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애들아~ 다음 시간에 티볼 리그전 들어가야 하니까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연습경기 이

어서 하자~ 코리아패랑 과천 스타일 패 연습 경기 준비!”

내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이들은 이미 너무 더운 날씨, 따가운 햇볕에 얼굴이 탈까

봐 그나마 좁은 그늘에 기어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날씨가 정말,..너무 안 도와준

다...

(교사 관찰일지, 9/19)

<그림 23> 더운 날씨로 인해 그늘에 피해 있는 여학생들

4) 긍정적 인식 - 적극적 참여(긍인적참 ⑦, ⑧)

중학교 때부터 체육을 좋아하면서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학생

들은 드물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1학년, 2학년 2학기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학생들은 점차 체육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 윤민이는 중학교때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체육시간에 어떻게 참여  

         하나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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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민 : 예전에는 그냥 공만 주고 체육시간은 우리끼리 노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저는 피구하면서 잘 놀았어요.(웃음) 그런데 지금은 활동이 다양      

          해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봐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패      

          별 활동으로 다른 친구들과 팀워크도 기르고 친화력도 기를 수 있게 되고    

          리그 같은 것을 통해 직접 게임해봐서 규칙도 몸에 익힐 수 있어서 과거     

          에 비해 체육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어요. 

(2학년 조윤민 학생 심층면담, 7/17)

  ④에서 ⑧이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중학교 때에는 축구나 배드민턴처럼 혼자 연습해서 

시험 보는 체육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체육시간은 친구들이랑 패도 짜고,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곡부터 시작해서 안무까지 하나하나 다 짤 수 있어서 마치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여서 좋았고 남녀합반이었더라면 조금 더 부끄러워서 소극적

으로 하고 남자애들이랑 의견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자애들끼리 생각도 잘 맞

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애들이랑 의견을 조율하고 안무를 하

나하나 맞춰 나가는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좋았다.  

(변화 형태 : ④⇒⑧, 1학년 석지은 학생 설문지, 9/5)

이상 네 가지 형태의 체육수업 인식과 참여의 형태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학생들의 현 상태만이 아닌 과거 중학교 시절의 체육수업 경험과 

비교해서 그 변화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각각의 영역을 단편적으로 

보기 보다는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창인고 여학생들은 ②번에서 ⑦번으로의 변화와 ③번에서 ⑦번

으로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과거 운동기능 위주의 재미없는 체육시간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반면에 벤치에 앉아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면에서는 좋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이 모두 수업시간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데 이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었다는 것을 설문과 면담, 관찰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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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화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융합형 활동, 특히 리그전 방식의 게임이다. 나 

또한 몰랐던 승부욕을 올려주었고 소극적이었던 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예

전에는 땀나고 힘들었던 것을 싫어했던 내가 이제는 그 힘들고 땀나는 것을 즐기게 되었

다. 또 패별활동이 개인으로 하는 것 보다 훨씬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변화 형태 : ③⇒⑦, 학생 설문지,  9/5)

나. 수업참여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 장에서는 창인고 여학생들 대부분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

인 참여로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다.

융합형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체육수업에 대한 여고생들의 인식과 참여 변

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크게 학습활동의 다양성, 학습과정의 사회성, 지도 

방식의 체계성, 교사의 인성으로 범주화 하였다. 인문적, 서사적인 형태의 다양

한 직접․간접 활동들로 이루어진 융합형 학습활동은 그 특징이 최대로 발현

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학습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성, 교사의 체계적인 

준비와 지도 방식,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따뜻한 인성이 필수적으로 

함께 작용해야 한다.

1) 학습활동의 다양성 

융합형 학습활동은 여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활동으로 인문

적이고 서사적인 형태의 다양한 직접․간접체험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체육의 

기능적인 측면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역사, 종교, 철학, 예술 등

의 인문적 지혜를 서사적으로 함께 체험함으로써 융합적인 방식으로 체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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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며,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을 학생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다. 그렇기에 여학생들은 예전에 경험했던 운동 기능 위주의 한 가지 수업 방

식이 아닌 다양한 직․간접체험 활동으로 인해 수업에 더 잘 참여하게 되었

다.

다양한 직․간접 융합 활동은 운동을 잘 ‘하기’위한 활동인 운동 기능, 전술,

게임과 같은 실기와 이론에 관련한 융합형 직접체험과 운동을 잘 ‘알기’위한 

활동인 글쓰기, 토론하기, 음악 듣기, 영상보기, 만들기, 그리기 같은 운동의 정

신과 안목 등 운동의 내적 의미에 관련한 융합형 간접체험을 그 내용으로 한

다.

융합형 직접체험은 여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운동기능을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체험이다. 여학생들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

니다. 실제로 설문지와 면담, 참고문헌을 통해 여학생도 남학생 못지않게 운동

의 욕구가 높은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이정민, 2011; 허은주 외, 2006).

다만, 지금까지의 체육수업의 방식이 남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목, 여학생

들에게는 어려운 수행평가 기준과 그것을 위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 연습

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운동기능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흥미를 잃어 체육에서 점점 멀어져 온 것이다(김윤희, 2007; 김정구, 2007; 유

응욱․김종욱, 2002; 조동호, 2008).

‘나만의 운동 다이어리’ 수업은 여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방식의 융합형 직접체험 활동이었다. 과거 ‘체력운동’이라는 

종목을 단순하게 체력검사를 위한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

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정한 목표에 맞추어 직접 운동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활동이다. 또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 평가까지도 이러한 융합형 직접체험에 

해당한다.

융합형 간접체험은 운동의 내면을 잘 알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말한다.

운동기능 향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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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그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써 이해하

도록 하는 활동이다. 음악 듣기, 영화나 영상 자료보기, 시화 그리기, 응원도구 

만들기, 감상문 쓰기, 스포츠 도서 읽기 등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다양한 체험

들을 통해 운동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여학생일지라도 교과내용을 이해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신의 운동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미니축구 시화 그리기, 이야기가 있는 탈춤 스토리 보드 구성하기, 응원도구 

머리띠 만들기, 탈춤 공연소품 만들기, 스포츠 관련소설․에세이 읽기, 반성일

기 쓰기, 런던올림픽 축구 경기 감상하기, 야구 영화 감상하기, 스마트폰 검색

하기 등이 융합형 간접체험에 해당된다.

이렇게 다양한 직접․간접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진 융합형 학습 활동을 경험

하고 난 학생들은 체육이 곧 ‘몸으로만 하는 운동’, ‘남학생 중심의 운동’이라

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하였다.

  운동에만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들과 함께 색다른 체육시간을 보내서 

정말 즐거웠다. 책, 영화, 음악 등등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쉽고 즐겁게 참여했다!

(변화 형태 : ③⇒⑦, 학생 설문지,  9/5)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서 모든 체육시간에 제일 적

극적으로 참여했었다.(중3때 하나만 B, 나머진 다 A)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패별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생각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변화 형태 : ⑦⇒⑧, 1학년 김석주 학생 심층면담, 9/11)

위 학생은 체육시간에 소극적이였던 친구들이 다양한 융합형 학습활동을 통

해서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변화는 체

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체육을 더 이상 운동만 

하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체육을 바라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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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을 넓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체육교과의 목적은 단순한 운동기능의 향상만이 아니다. 체육활동이 갖는 

문화적 의미의 구현을 통하여 학생을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 문화에 입문시

키는 것이다(최의창, 2002a). 또한 체육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단순한 기능

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능 외에 신체 활동을 통한 내

면적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체육이 되어야 한다(최의창, 1999a, 2003).

창인고 여학생들은 융합형 학습체험을 함으로써 체육을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보는 것, 느끼는 것, 감상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활동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써 바라보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우선 중학교 때의 수업시간은 매 체육수업 때마다 내가 싫어하는 달리기, 농구, 배구 

등을 위주로 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체육시간은 그렇지 않다. 혼자가 아닌 패별로 

경기를 연습하고 리그전 같은 패별활동과 중학교 때는 해본 적이 없는 운동 다이어리, 반

성일기, 스포츠 영화감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해서 체육수업이 더 재미있어지고 보람차게 

느껴진 것 같다. 

(변화 형태 : ②⇒⑦, 학생 설문지,  9/5)

운동기능이 낮거나 체육을 싫어하는 여학생들은 특히 융합형 간접체험을 통

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체육에 대한 재미

와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내게 있어 체육은 언제나 최악의 과목이었는데(물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특히 여름엔 

더더욱) 이번 융합형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것 같다. 

특히 체육수업 관련 시화 그리기에서 선생님께 칭찬과 상품을 받은 뒤로 나의 능력을 인

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질 수 있었다. 

(변화 형태 : ②⇒⑦, 학생 설문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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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체육수업은 한마디로 날 오히려 움직이게 만들었다. 사실 난 특별히 운동능력이 없

어 움직이는 것 자체를 꺼렸었는데, 음악을 고르고, 안무를 짜고, 영화를 감상하고 하는 

활동을 하니 그것들을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내가 ‘체육’을 달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흥미롭고, 이젠 체육시간이 좋다!

(변화 형태 : ③⇒⑦, 학생 설문지,  9/5)

이러한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다양한 융합형 간접활동은 운동을 기피하는 여

학생들에게는 운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최의

창(2007)은 운동을 직접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인문적 체육을 바탕으로 한 ‘하나로 수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장원(2007)은 초등학교에서 서사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하나로 수

업’을 시행한 결과 학생들이 ‘체육적 창의력’, ‘체육적 문해력’, ‘또래간 친화력’

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정민(2011)의 연구에서 글읽기,

글쓰기 활동을 통해 여학생 체육수업에의 긍정적인 참여 변화를 확인하면서 

서사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학습과정의 사회성

교사가 가르쳐주는 운동 기술을 혼자 연습하고 시험을 보는 과거의 체육수

업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심’만 느끼도록 한다. 하지만 융합형 학습활

동으로 이루어진 체육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쟁’의 요소보다는 더 큰 ‘의

미’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과거에 배웠던 수업들은 교과서에 나온 것들만 딱딱 배우고 평가도 딱딱했다. 그런데 

이번에 ‘창의적 변형게임’ 수업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만들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만든 핸피(핸드볼피구)를 다른 패와 게임을 하고 나서는 ‘힘들다’라는 느

낌보다 ‘보람차게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다. 운동을 싫어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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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우리 모두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수업인 것 

같다.                       (변화 형태 : ③⇒⑧, 1학년 박소영 학생 심층면담, 9/4)

이렇게 ‘창의적 변형게임’이나 ‘스토리가 있는 탈춤’과 같은 융합형 학습활동

은 단순한 운동 기능의 향상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

에서 배려, 화합, 협동심, 성취감 등의 의미를 발견하는 수업이었다.

  옛날에는 체육수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땀을 빼는 운동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하고 있

는 체육수업은 딱딱 체계적으로 수업의 주제가 있어서 좋았다. 또한 평소에 친구들과 해

보기 힘든 리그전 방식의 수업이나 만들기 등의 수업을 하면서 반 친구들과의 친목이 돈

독해졌다. 그리고 패별 활동이 많아지면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으며 운동을 하

며 느끼는 쾌락을 혼자가 아닌 패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에 하던 운동이 아닌 우리가 못해 본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변화 형태 : ①⇒⑧, 2학년 지유현 학생 설문지, 9/5)

패별 활동은 여학생들이 ‘융합’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결과 두 번째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융합’은 친구들과의 ‘단합’ 그리고 

‘협동’이었다. 음악줄넘기, 스토리가 있는 탈춤, 축구 리그전과 같은 패별 활동

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만들고, 운동하고, 발표하는 등 많은 과정들을 

경험하였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운동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직접․간접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자신의 특기를 살

리면서 융합형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서로 다른 여학생들을 하

나로 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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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학생의 반성일기 중 패 안에서의 역할분담과 관련한 내용

위의 그림은 패 안에서 친구들이 각각의 재능에 맞는 역할을 찾아 활동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적은 한 학생의 반성일기 중 일부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과거의 평가를 위한 개인연습중심의 활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패별 활동 중심으로 변하면서 긍정적인 동료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 책임감, 협동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체육수업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림 25> 패별 활동을 통한 학생-학생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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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 방식의 체계성

융합형 학습활동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교수방법에 있어

서도 과거 전통적인 체육수업과 크게 다르다. 과거의 전통적인 체육수업을 보

면, 준비운동에서부터 본수업과 정리운동 까지 모두 교사의 일제식 수업이 많

이 이루어져 왔다.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쳐 주는 운동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 여기서 교사는 운동 기능에 맞추어 

피드백을 지시해줄 뿐이다. 하지만 융합형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체육수업에

서는 교사가 운동 기능만을 가르치기 보다는 체육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즉, 다양한 체육관련 활동들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즐기면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을 하나의 문화의 요소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둔다(최의창, 2002).

  2학년 중, 특히 2학년 11반 수업을 하고 나면 난 매번 교직의 보람을 너무나도 크게 

느낀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간고사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피곤한 

내색 한번 비추지 않고 너무 열심히 티볼리그전에 참여해 주었다. 오늘은 ‘코리아 패’와 

‘망고 피기즈 패’가 경기를 했다. 지난 시간에는 야구경기의 응원문화를 맛볼 겸, 롯데 팀

의 노란 봉투를 모티브 삼아 응원 머리띠 만들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머리띠를 이번

시간에 모두 다 하고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홈런(기준을 낮추어 2루만 넘어가

도 홈런) 빵빵 터져 나왔나? 홈런이 터질 때마다 아이들은 체육관이 떠나가라 꺅꺅 소리

를 질러내고, 박수를 치며 껴안고 좋아했다. 그래서 내가 

 “애들아 껴안고 좋아하지만 말고, 야구경기에서처럼 너희들이 일렬로 서서 있으면 홈런 

친 타자가 한명씩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나가는 거 어때? 한 번 따라해 봐~ 야구선수처

럼~” 했더니, 바로 따라하고 더 좋아했다. 

  나도 문득문득 놀랜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노란색 반티에 자신들이 만든 노란색 응원도구 머리띠까지 챙겨서 수업에 나온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작년에 티볼 수업을 할 때는 왜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작년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티볼 수업을 했었

다. 하지만 야구의 기능을 중요시 했던 나는 공 던지기, 받기, 타격하기 위주로 수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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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수행평가 내용 또한 여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지금 생각해보면)기준을 정해놓

았었다. 야구 게임을 하긴 했지만, 기능을 잘 못하는 여학생들끼리 게임이 잘 될 리가 없

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게임을 하느니 수행평가 연습(공 타격하기, 던지기)을 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게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힘들어 하

는 것도 막연히 ‘날씨 때문에 하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작년 2학년 여학생들의 표정과 지금 2학년 11반 아이들의 표정이 확연히 다름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지금 3학년 여학생들은 티볼에 대한 기억이 어떨까? 그때도 지금처럼 

응원도구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야구경기도 보면서 티볼 수업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2학년 11반 아이들처럼 그때 그 아이들도 저렇게 웃으면서 야구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9월 교사 반성일지 중에서)

전통적인 기능중심의 체육수업과는 달리 융합형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체

육수업은 교사의 교수방법이 일방적으로 운동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

는 교사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와 상호 교류

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중심’이다. 이는 연구자 

스스로 과거 기능중심의 티칭 방식에 대해 반성을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 

구조를 준비하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즉, 체육을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어 있는 가치를 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문화’로서 여학생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

또한 여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교사의 

지도방식이 여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수업 내용을 계획하고 준비된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사의 노력이 여학생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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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부터 체육을 좋아했고 그래서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은 좋았다. 하지만 체육수업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예전에는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다. 고등학교에 올라

와서 체육수업은 예전과 같이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잘 

구성해 오시고 차근차근 늘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었다. 선생님이 짱이에요!

(변화 형태 : ③⇒⑦, 학생 설문지, 9/5)

  중학교때 선생님은 방목형 선생님이셨다. 준비운동을 하고 난 후 우리들끼리 알아서 놀

아라 하는 방식이어서 선생님이 봐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잘 안되면 선생님께 잘 물

어보게 된다. 중학교 때는 몸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체육을 못했는데 이번에 난생 처

음으로 선생님께 체육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변화 형태 : ③⇒⑦, 학생 설문지, 7/20)

연구자 : 한나는 남녀합반보다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반이라서 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  

        구나. 그러면 혹시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오한나 : 선생님이요, 중학교 때처럼 풀어놓지 않고 딱 이거하자, 오늘은 뭐 할 거니까 어  

        떻게 해야 한다, 수업하는 데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에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주시고, 옆에 와서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하니까 더   

        재미 있어져서 수업에 더 잘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2학년 오한나 학생 심층면담, 7/27)

과거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융합형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교사의 체계

적인 지도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사에 대한 인

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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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여학생을 배려한 교사의 융합형 직․간접체험 활동 수업 준비

4) 체육교사의 친근성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모습은 비단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준비나 

그 내용에 의해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시기의 

여고생들에게는 수업의 내용과 교사의 지도 방식도 중요하지만 체육교사의 인

성, 스타일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다 남자선생님이셨다. 일단 선생님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마음

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나도 그렇게 수업에 임했다. 그리고 항상 소리만 지르고 무섭게만 

말씀하셔서 체육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박혔다.

(학생 설문지, 7/20)

학생들은 예전에 경험했던 체육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체육교사의 권위적인 태도, 엄격한 말투, 체벌, 무서운 모습 등에

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체육교사의 스타일이 체육 수

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창인고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예전과는 다른 체육교사의 



- 108 -

모습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친근하게 대하는 선생님, 열심히 하는 선

생님, 즐거운 분위기로 만드는 선생님으로 느끼면서 체육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

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학교 때는 남학생은 무조건 축구하려는 생각뿐이고 여자들은 관전하거나 수다 떠는 

생각뿐이었고 둘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체육 종목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뻔하고 

재미없었다. 선생님께서 체육복 이름표 없으면 맞고 혼나는 분위기였고 그 선생님의 기분

을 보면서 눈치를 살펴야 했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잘못하면 모두 혼나는 것이라 기합

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이 화내시지도 않고 애들한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분위기 자체가 웃고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변화 형태 : ②⇒⑦, 1학년 박혜원 학생 심층면담, 9/3)

  신기한 것은 중학교 체육 선생님들은 모두 다 똑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다. 중 1, 2, 3

때 모두 예쁘장한 얼굴이셨지만 웃는 모습을 거의 본적이 없었고 무뚝뚝했던 것 같다. 말

씀하실 때도 귀청 떨어질 듯이 고함을 지르시고 호루라기를 부시며 가끔은 욕할 때도 있

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체육을 즐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졌다. 또 선생님의 

힘차고 밝은 말투와 귀여운 행동 등이 소극적인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체육 수업에 열중하심과 동시에 학생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 주

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덕분에 나도 체육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편하게, 즐

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변화 형태 : ②⇒⑦, 2학년 조윤민 학생 설문지, 9/5)

위처럼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친밀한 태도, 칭찬, 격려, 환한 표정은 긍정적

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는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 준비나 내용의 직접적인 교수방법이 아닌 교사의 인성, 성품과 관련한 

간접적인 교수방법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교사의 유머, 격려, 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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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열정, 사랑, 말씨와 같은 간접교수행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도움을 준다(정현우, 2010). 또한 학생들이 교

사가 자신을 칭찬해줄 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며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

성될 수 있다(박정준, 2011).

<그림 27> 교사와 학생의 친근한 관계로 인한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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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청소년

기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체육수업에 참여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운동기능 연습과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육

수업이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융합형 학습활동을 계획, 실천하고 그것에 

대한 여고생들의 인식과 수업참여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

동은 어떻게 실천되며,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

펴보았다. 또한, 융합형 학습활동에 따른 여고생의 수업참여 변화 형태와 그것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을 준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여고생들의 과거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

로 융합형 학습활동의 구성방향을 설정하였다.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을‘수행

평가 시간’, ‘힘들고 지루한 시간’, ‘자유시간’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가를 위한 반복적인 기능연습, 단순하고 재미없는 수업내용으로 체육에 대

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 시간

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융합형 학습활동의 구성 방향을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의 융합, 학생과 학생과의 융합, 창의적 과제와 친근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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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융합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기본 방향으로 패별 활동, 창의적 활동, 친근한 활동의 내용으로 실천

되었다.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여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패별 활동으로는 미니 축구, 티볼 리그전, 탈춤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직접․간접체험 활동이 있으며 특히‘미니 축구 패별 리그전’은 지금껏 축구 

게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학생들이 승부욕을 불태우며 같은 패 친구들과 화

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첫 축구게임이 되었다. 창의적 활동은‘나

만의 운동 다이어리’, ‘창의적 변형게임’과 같이 여학생들이 스스로 무언

가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제로 한 활동이며, 친근한 활동은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음악, 포토스토리 게시판 꾸미기, 응원도구 머리

띠 만들기 등의 간접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실천되었다. 

  둘째,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해서 여고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운동기능만 반복 연습하는 체육시간이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체육시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수행평가를 위

한 개인 연습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 됨을 느끼

는 체육시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단순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체육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 

운동기능만 연습하는 지루한 체육시간에서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친화적

인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감성적인 체육시간이 되

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특성상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밖에 나가서 

뛰어 놀고 싶은 욕구가 큰 학생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체육시간이 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셋째, 융합형 학습활동에 따른 여고생의 수업 참여변화는 전반적으로 부인

소참형(부정적 인식, 소극적 참여)과 긍인소참형(긍정적 인식, 소극적 참여)형

태에서 긍인적참형(긍정적인 인식, 적극적인 참여)형태로 변화하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융합형 학습활동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한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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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의 사회성, 지도방식의 체계성, 체육교사의 친근성의 요인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융합형 학습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여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융합형 직접체험활동과 융합형 간접체험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과거 운동기능만 연습하는 단순한 수업활동이 아니라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형태의 다양한 직․간접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학습과정의 사회성 또한 수업참여 변화

에 영향을 끼쳤다. 과거의 평가를 위한 개인연습 중심의 활동이 아닌 친구들

과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패별 활동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동료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 협동심, 배려심 등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이 결국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로 이어지게 되

었다. 

  다음은 융합형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방식이다. 융합형 

학습활동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수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운동 기능과 지식 

전달 위주의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준비, 계획된 학생 중심의 수업구조와 체육 안에 묻어 있는 가치를 융합

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방식이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수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융합형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체육교사의 친근성이 영향을 끼쳤다. 감성적으로 예

민한 사춘기 시기의 여고생들에게 체육교사의 친근한 말투, 환한 표정, 칭찬, 

격려, 유머 등의 간접적인 교수행동은 체육교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되

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더불어 수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 제언

  학창시절에 어떤 체육수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졸업 후, 체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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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예민

한 시기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의 움직임이 덜 하기 때문

에 체육시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중학교 시

절의 좋지 않은 체육수업 경험으로 인해 체육수업과 체육교사에 대한 인식마

저도 부정적이라면 그들의 수업에의 흥미와 동기를 이끄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이다. 본 연구는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융합형 학습

활동의 수업을 실천하여 여고생들의 체육수업에 긍정적인 참여 변화의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간접 체험 

학습활동을 통해 과거 체육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던 여학생

들도 체육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

합형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체육수업의 창의․인성 함양에도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과 융합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21세기는 융합의 시

대”라는 Alvin Toffler의 말처럼 요즈음 각 분야에서는‘융합’이 중요한 키

워드 이다. 학문의 융합, 지식의 융합, 교과의 융합 등 체육 분야에서도 이러

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육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

합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육+(체육에 관한) 국

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을 함께 학습하고 체험하는‘단일교과중심적 융

합’(최의창, 2011)과 같은 방법이 체육에서의 융합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체육에서의 융합적인 활동은 본 연구에서 시도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바

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육과 융합

에 대한 열린 마음과 구체적 활동이 마련된다면 현장에서의 실천에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융합형 학습활동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여학생들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수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춘기 시

기의 여학생의 신체적, 정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어 융합형 학습

활동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준비물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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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수업환경과 분위기에 영향을 많

이 받는다.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수업 자료들과 여학생 맞춤용 수업 용구들을 준비하는 교

사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기 위

한 동료교사와의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양

한 직접․간접체험 활동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현장 교사들은 다양

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서적, 매체, 인터넷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앞서 체육과 융합에 대해 언급한 내용처럼 학교 환경 안에서 동료 교

사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융합형 학습활동에 관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체육과 융합형 학습활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

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융합형 학습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참여 변화를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수

업참여 형태에 따라 융합형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 적합한 융합형 학습

활동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여학생들 보다 오히려 체육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남학생들은 수업 참여에 있어서는 적극적일지 모르지만,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써 인식하기에는 기존의 수업방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이론화가 명확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 체육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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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생 설문지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과천고등학교 체육교사 조연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운동기능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운동기능 

이외에도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체육수업을 모색하

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여러분의 대답이 다른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됩니

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지도교수 : 최의창      연구자 : 조연우

[우편번호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전화 : 010-9088-6720   /    E-mail : bini401@naver.com

◇ 학년            학년

◇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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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융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2. 체육시간에 자신이 경험한 ‘융합형 학습활동(다양한 학습활동)’은?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

① 응원도구 만들기    ② 반성일기 쓰기           ③ 포토스토리 꾸미기     

④ 시화 그리기        ⑤ 운동 다이어리 쓰기      ⑥ 스마트폰 써칭    

⑦ 음악줄넘기안무계획서 쓰기    ⑧ 탈춤스토리보드 만들기  ⑨ 영화소감문쓰기 

⑩ 음악줄넘기작품 감상비평지 쓰기   ⑪ 스포츠도서 감상문 쓰기 

⑫ 스포츠도서 읽기     ⑬ 변형게임개발지 작성하기  ⑭ 팀 응원가 만들기  

⑮ 창작댄스음악구성하기

3. 음악줄넘기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들(스마트폰 음악써칭하기, 음악줄넘기 안무계

획서 작성하기, 패별 단체 줄넘기 안무 만들기, 우리가 만든 작품 감상, 감상문 쓰

기, 음악줄넘기 포토스토리 만들기, 반성일기 쓰기 등)을 하였는데,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4. 이번 음악줄넘기 수업이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줄넘기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① 많이 다른 것 같다      ② 조금 다른 것 같다      ③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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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6. 창의적 변형게임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들(기존의 스포츠 종목 서칭과 조사, 우

리패만의 창의적 변형게임 만들기, 토론하기, 우리패가 만든 변형게임 발표하기, 

응원도구머리띠 만들기, 반성일기쓰기)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리

고 그 이유는?

                                                      

                                                      

7. 이번 창의적 변형게임 수업이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구기운동 수업(농구, 

배구, 축구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① 많이 다른 것 같다      ② 조금 다른 것 같다      ③ 큰 차이가 없다

8.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9.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음악듣기, 포토스토리꾸미기, 응원도구 만들

기, 반성일기 쓰기, 스포츠도서 읽기, 작품 동영상 감상, 읽기자료, 스포츠영화 감

상 등)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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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음악듣기, 포토스토리꾸미기, 응원도구 만들

기, 반성일기 쓰기, 스포츠도서 읽기, 작품 동영상 감상, 읽기자료, 스포츠영화 감

상 등)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11. 운동기능만 하는 체육수업(몸만 움직이는)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음

악듣기, 운동다이어리, 포토스토리꾸미기, 응원도구 만들기, 반성일기 쓰기, 스포츠

도서 읽기, 작품 동영상 감상, 스포츠맨십자료 읽기, 스포츠영화 감상 등)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2.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수업 참여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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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생 설문지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과천고등학교 체육교사 조연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여학생 체육수업에서의 융합형 학습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합형 학습활동은 운동기능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운동기

능 이외에도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체육수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여러분의 대답이 다른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됩니

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지도교수 : 최의창      연구자 : 조연우

[우편번호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전화 : 010-9088-6720   /    E-mail : bini401@naver.com

◇ 학년            학년

◇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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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수업 내용

(수업 내용과 방법, 수업 용품․기구 같

은 수업 준비 환경, 수업종목에 대한 

이론 지식등)

다양한 융합형 직접 간접체험 활동

(리그전방식의 게임, 다양한 기능연습,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영화영상보기와 

같은 기능 외 활동 )

수업 종목: 창의적인 수업 과제

(음악줄넘기, 창의적 변형게임, 운동 

다이어리, 스토리 탈춤)

날씨와 장소

(덥거나 추운 날씨, 체육관, 운동장)

선생님

(선생님의 성별, 수업 스타일, 수업 준

비, 지시, 말투, 표정 등등)

패별활동

(패원 간의 토론, 연습, 게임, 공연 등 

패별로 이루어지는 방식)

여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

(과거: 남녀 합반, 현재 : 여자반)

수업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친밀한 분위기, 무

서운 분위기 등등)

**그동안의 우리의 체육수업에 대해서 떠올려봅시다~!!!

**고등학교에 와서 자신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형태에 대해 생각

해보면???

1. 위의 표에서 자신의 상태의 변화를 번호로 나타내 주세요~(예 : ② ⇒ ⑦)

2.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직접적인 이유들을 아래 보기에서 3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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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감사합니다!!!!! 

과천고 이쁘니 여학생 파이팅!!! 

남은 탈춤과 핸드볼 리그를 향해!! 파이팅!!!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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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ale High School Students’Change of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toward Physical Education 

through applying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Cho, Yeon W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emale student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physical education because it 

is based on physical skills and assessments. Adolescent girls are typically 

more susceptible to poor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because of 

changes in their body chemistry. As female students ascend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becomes more 

appa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hanges of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toward Physical education by using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that were specially designed for them.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were planned and conducted with a humanities and 

narrative approach. The impact of the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on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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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females’perception and participation toward Physical Education were 

recorded and analyzed.

Fiv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ach from grade one and two were used 

as key informants and another 198 students were used as regular attendees 

at Chang-In high school.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for 

nine months from March to November 2012.

  Data was collected through research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s as a participant, diaries of students and the researcher, 

assignments, and class documents related to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nductive categories and a case study. 

Member check, peer debriefing and triangulation were used in order to 

ensure trustworth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program is composed of three 

aspects. Direct-indirect experience integration, student to student integration 

and integration of creative activities in a friendly atmosphere. The three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programs that were conducted on students 

yielded various experiences such as team activities, creative activities and 

friendly activities. 

  Second, mos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These students perceive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as new and fresh while in physical education because of the 

various activities that are experienced. When coming to physical education 

class, team oriented activities encourage students to work together. Students 

develop a sense of camaraderie during class which in turn, positively changes 

their perception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had an increase of initiative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assignments because they were based on 

creativity. Since physical education was viewed as physical, creativity based 

activities changed students’ perception and helped them discover new 

meaning when it came to physical education. As students experienc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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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ble physical education class, positive stimulation of emotions created 

positive results that were reflected in their perception of physical education. 

Some students felt frustration because not enough time was allowed for 

physical activity.

  Third, through applying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the students that were 

Negative Perception Passive Participation (NPPP-type) and Positive Perception 

Passive Participation (PPPP-type), generally changed to the Positive 

Perception Active Participation (PPAP-type). The factors that effected the 

type change include; features of the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itself which 

used a humanities and narrative approach combined with various 

direct-indirect experiences, socialization of learning process, organization of 

teaching method, and the teacher's affection toward students.

Key words: integrated learning activities, female high school students, 

humanities and narrative approach, direct-indirect experiences.

Student Number: 2010-2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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