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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체육과 교육과정 전반의 젠더 인식 재고하여 성 평등한 체육교

육의 실천을 논의하기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을 문서와 현장이라는 두 차원에

서 살펴본다.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은 우리의 체육과 교육과정 이

념 아래에서 등장한 것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한 실제로 간주한다. 이에 두 

차원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교체육에서의 성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으

로 요구되는 젠더의 이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젠더 인식

이 내재된 체육교육의 논의를 시도하는 연구이다.

  문제제기로는 학교 체육현장의 여학생 소외 현상으로 인해, 전인교육의  

목표가 사실상 남학생 절반에 그치기에 온전히 실현되지 못함을 들었다. 이

에 체육과 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성 평등한 관점에서 재 개념

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뿌리 깊게 이

념화 된 남학생 중심적인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 이때의 개선은 학습자를 

생물학적 존재(sex)가 아닌, 사회적 존재(gender)로 이해하는 젠더 인식의 개

념화로 가능하다. 다양한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특성으로서 성별을 이해할 

때, 여학생 소외의 기반이 해체되어 온전한 전인교육이 실천 가능한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가 체육과 교육과정 내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기 위해서, 좋은 

사례로써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는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특징을 분석한다.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학습자와 교사

의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특징을 분석하여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에 관한 

논의를 심화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은 어떠한가? 2)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젠더 

인식 개선 가능성은 무엇인가? 3)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체육과 교육과

정은 성별구조를 재생산하는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둘

째, 체육과 교육과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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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그러나 평등한 체육수업의 예로써, 젠더를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

하는 인식을 드러냈고, 성 평등한 교육 목표를 축소하여 서술하는 소극적 

태도는 한계로 지적된다.

  연구 문제 2)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성과 재

현성으로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하나로 수업 모형은 ‘터’와 

‘패’의 운영을 통해 운동장의 공간적 성격을 재 개념화하고, 학습자의 기대 

역할을 부여하면서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채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특성을 보

였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교육의 목표와 전인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다양한 학습 내용과 글쓰기를 통해 그동안 체육수

업으로부터 소외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재현시킴으로써 전인의 다양성을 실재

화 하고 있었다. 하나로 수업의‘터’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새롭게 구획함으로

써 기존의 남학생 상징을 해체하고, 공간과 관계하는 젠더 인식 형성에도 개선

하는 영향력이 있었다. ‘패’는 패 안에서의 기대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젠더 인식뿐만 아니라, 패를 운영하는 교사의 젠더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데 영

향력이 있었다.   

  연구 문제 3)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젠더 인식적인 체육과 교육과정은 실천

을 목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서와 현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

다. 첫째, 문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는 데 혼선을 막기 위한 

‘젠더’를 직접 표기하며 문법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는 현재 신체

활동 가치영역 중 ‘도전’영역에서 ‘젠더 크로스’적인 체육수업과 같은 의

도적인 체육이 시도되어야하고, 인문적 체육교육과 같은 대안적인 체육수업을 

통해 혼성수업 또는 분리수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하는 데에 도

전해야 한다.

  향후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

서의 연구를 제언한다. 1)젠더 인식 개선을 위한 체육 교육 모형 개발, 2)남학

생 체육 연구, 3)체육 교사 젠더 인식 연구, 4)동성 간 젠더 불평등 연구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젠더 인식 체육교육, 인문적 체육, 하나로 수업, 여학생 체육

학  번 : 2012-21467



- iii -

목  차

I. 서 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필요성 ·······································································································3

  가. 체육과 교육과정 젠더 인식의 문제점 ·····················································3

  나.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탐색 ····················8

3. 연구 목적 ·········································································································13

4. 연구 문제 ·········································································································14

5. 용어 정의 ······································································································· 14

Ⅱ. 이론적 배경 ·······································································16

   

1. 교육과정 이념에 내재된 성별 구조 ·····························································16

  가. 공통 교육과정 이념에 내재된 성별 구조 ·············································16

  나. 체육과 교육과정 이념에 내재된 성별 구조 ·········································20

2. 하나로 수업 모형과 여학생 체육교육 ·························································21

  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흥미 유발 ·······················································22

  나. 자기 주도성과 임파워링 ··········································································23

3.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 ············································································25

Ⅲ.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29



- iv -

1. 체육과 교육과정 젠더 인식의 역사적 관점 ···············································30

  가. 교수학습 내용의 성별 이원화 ·································································30

  나. 교수학습 내용의 성별 일원화 ·································································35

2. 체육과 교육과정 젠더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 ···········································44

  가. 이분법적 예시와 소극적인 성 평등 지향 ·············································45

    1)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분법적인 성별 예시 ·········································47

    2) 소극적인 성 평등 체육수업 지향 ·······················································50

  나. 평등에서 공평으로 ····················································································52

3. 소  결 ···············································································································55

Ⅳ.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58

1. 인문적 체육교육의 젠더 인식 ·······································································61

  가. 전인성: 전인교육의 재 개념화 ································································64

    1) 전인 개념의 구체화 ················································································67

    2) 전인 개념의 질적 전환 ········································································71

  나. 재현성: 전인의 모습 드러내기 ································································77

    1) 글쓰기와 체육교육 ··················································································81

    2) 글쓰기와 여학생 체육 ············································································85

2.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88

  가. 터: 공간 성격 해체 및 재구성 ································································89

    1) 운동장의 상징적 성격 재구성 ·······························································93

    2) 운동장의 관계적 성격 재구성 ·······························································96

  나. 패: 기대 역할 해체 및 재구성 ································································98



- v -

    1) 학생 젠더 인식 재구성 ········································································101

    2) 교사 젠더 인식 재구성 ········································································104

3. 소  결 ·············································································································108

 

Ⅴ. 결론 및 제언 ···································································111

1. 결론 ·················································································································111

  가.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111

  나.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젠더 인식 ····································113

  다.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 ········································································116

   

2. 제언 ·················································································································119

  가. 젠더 인식적 체육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119

    1)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120

    2) 체육과 교육과정 현장 ··········································································121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23

  

참고문헌 ················································································ 126

부   록Ⅰ ············································································ 139

부   록Ⅱ ·············································································· 142

Abstract ·············································································· 144



- vi -

표   목   차

표 1. 중등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26

표 2. 제1차 ~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별 이원화 된 교수 학습 내용 변천······35

표 3. 체육과 교육과정 내 젠더 표기 내용 분석 ·········································43

표 4. 체육과 교육과정과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상 비교 ·····················73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젠더 스펙트럼 ··························································································8

그림 2. 평등과 공평 ····························································································39

그림 3. 젠더의 생물학적 성별 환원·······························································50

그림 4. 하나로 수업의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60

그림 5. 하나로 수업의 목표 ··············································································60

그림 6.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인교육 목표 선언과 인간상 ··························65

그림 7. 가법적 통합과 승법적 통합 ·································································72

그림 8.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의 서사적 체험이 재현된 과제물1 ·····76

그림 9.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의 서사적 체험이 재현된 과제물2 ·····80

그림 10. 신체활동 가치의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 ········································82

그림 11. 하나로 수업의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82

그림 12. 하나로 수업의 터 운영 ·······································································93

그림 13. 운동장에게 편지쓰기 ··········································································94

그림 14. 크로스 젠더 체육수업을 위한 젠더 스펙트럼 ······························122



- 1 -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비유는 문화로서의 스포츠 기능과 체육교

육의 가치를 제고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남성들의 목소리로 대변

되었기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성별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고대로부터 

스포츠 참여에 배제되고, 관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들은 인생이 스포츠와 

닮았다는 의미에 공감하게 된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해보면 아는 것이고, 알아

야 더 잘 하게 되는 법이지만, 여성의 체육참여를 뒤늦게 허락한 남성들의 스

포츠는 여성의 신체활동이 어딘가 늘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근

대 올림픽의 아버지 쿠베르탱(Pierre Coubertin)의 시대에도 여성의 스포츠 참

여를 제한하였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관된 신체활동의 질서가 여성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는 스포츠가 남성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타

당한 진리이자 신념처럼 인식하게 되었다(Bernstein, 1976). Giroux(1983)는 이러

한 인식을 이데올로기로 정의하며 그것이 의식과 무의식에서 작용하고, 삶의 

경험과 실천적 행위, 비판적 담론의 수준 등 모든 곳에 존재하는 강력한 것임

을 역설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주관하는 교과교육인 체육은 이데올로기적인 

스포츠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학생의 불평등(유정애, 2002; Finley, 

Pleket, 1976) 현상을 해소해야하는 교육적 책임이 있다.

  체육교육계에는 이미 이러한 성 불평등을 현상을 설명하는 담론이 존재한다. 

이른바 신체활동과 스포츠참여에 관한 불평등한 현실을 이야기하는‘여학생 체

육’담론이다. 대부분의 언설은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무의미, 무력감, 고립

을 경험하며, 자신의 낮은 운동능력을 탓하고 있음을 역설한다(Carlson, 1995). 

그러나 체육교육은 스포츠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는 위력이 강하지 않

다. 체육교육조차 이미 남성의 문법으로 체계화 되었기에 개선의 대상으로‘여

학생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미 제도화 되어버린 남성중심적 

체육교육은 여학생 체육을 고려한 체육교육의 쇄신에 한계를 지니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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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체육과 여학생 체육의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여학생이 체육수업에서 소외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를‘체육교육의 문제’가 아닌, ‘여학생 소외’라는 이름표로 통

용되는 현실의 통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학습자 절반인 ‘남학생’은 

사라지고, ‘여학생’만이 빈번하게 호명되는 현실은, 여학생이라는 성별집단을 

마치 문제의 원인처럼 각인시키며, 역으로 그들을 불평등 담론 안에 가두어버

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학생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은 ‘체육교육의 문

제’로 불려야 하며, 성 평등한 관점에서 이는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더 나아가 학교체육은 학습대상에만 문제 해결방안을 적용하는 대신, 제도

화 된 체육교육 이념에 깃든 남성중심성 개선하는 대안적 체육교육의 실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일찍이 이러한 관점으로의 전환이 어려웠던 까닭으로, 우리 역사

의 뿌리 깊은 인식 습관, 즉,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이분법

적 인식 구조를 지적한다. 덮어놓고 성별부터 분리하고 보는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차이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학습자 중심의 

전인교육이라는 궁극적 목표 또한 이분화하기 때문이다. 

  성별 구조가 깃든 인식체계 안에서 우리는 익숙한 고정관념대로, “운동을 

잘하는” 남학생을 호명한다. 동시에 여학생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며 집단적인 

소외감을 유발하기 쉽다. 왜곡된 성별 인식으로 인한 위화감은 전 세계적으로 

체육시간을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여학생’이라는 

집단에게만 소외 현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체육교육이 성 평등한 교

과교육으로 발전하는 데에 걸림돌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성별 집단이 문제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일

이다. 여학생이라는 성별 집단은 모든 여학생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학생 체육’이라는 언설이 전무한 것은, 체육 교육의 시선이 이미 남학생 

중심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여학생은 무엇으로부터 소외되는가?”로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여학생 소외’는 여학생이 자신이 아닌, 나머지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여학생이 체육교육으로부터‘타자(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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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현상이다. 이에 우리는 다르게 질문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교과교

육 안에서 학습 주체를 타자화 하는 것이 어떠한 힘이고, 이러한 종속이 연명

하게 되는 체육교육의 인식적의 기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어

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요컨대‘여학생 교정이나 개

선의 관점’을 넘어서, 여학생 체육 담론의 장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가 단지 여학생의 것으로만 대상화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보다 넓은 인식

이 요구된다.

  이로써 체육수업은 학습자의 성(gender)이 생물학적 성(sex)과 동일하지 않음

을 이해하고, 생물학적 성별을 준거로 좋은 체육수업의 달성을 논하는 관점에

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데올로기적인 스포츠를 다루는 체육교육이, 생물학적 성

별만 인식하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성 평등한 체육수업에 도달은커녕, 반

쪽짜리 전인교육도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별 인식이 살아있는 체육교육

은 젠더, 계급, 인종 등의 모든 차별을 지속하게 만든다. 따라서 체육교육은 성

(gender)을 이해하는 교육적인 인식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다. 

  이에 본 연구는 ‘여학생 소외’라는 언설이 만연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

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생물학적 성별 논의에 그치고 마는 여학생 체육 

담론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학습자 성별을 젠더1)로 이해하려는 인식이 체육과 

교육과정에 시급함을 제기하는 바이다.

2. 연구 필요성

 

  가. 체육과 교육과정 젠더 인식의 문제점

  과학 실증주의 사조로 그동안의 체육교육에는 기능적이고 과학적인 스포츠 

담론이 가득했다. 이에 기능 측정, 운동 평가, 체력 단련에 치중해왔던 체육교

1)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결의하여 생물학적 성(sex)대신 새로 쓰기로 

한 용어. 남녀차별적인 ‘성’ 보다 대등한 남녀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 모든 사회

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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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공교롭게도 성 불평등한 체육교육 구조를 강화하는 폐해를 낳았다. 운동

기량이 강조되는 기능과학 중심 체육교육은 남녀의 뚜렷한‘생물학적 평균 

차’를 가시화하며 여학생을 열등한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데에 일조하였기 때

문이다(이창섭, 황성하, 여정권, 2011; 황성하, 2010). 

  운동 기능 수행 여부로 교육목표가 설정될 때 학습자 간에는 ‘비교와 경

쟁’에 관한 인식이 뿌리 깊게 주입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녀의 차이는 더욱 

도드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남녀의 ‘신장 혹은 체성분’과 같은 생물학적 차

이는 운동 수행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 개발된, 기존 체육교육 방식은 학습자를 성별로 계급화2)하는 폐

해가 있다(조한무, 임승엽, 2012). 남학생들은 ‘여학생 보다 운동을 잘 하는 

권력 집단’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운동을 못하는 하위 집단’으로, 

성별 위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 집단이 학생 개개인을 대변할 수 없기에 학습자의 성별

(gender) 특성은, 생물학적 성으로만 환원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에 체육교육

에서 생물학적 성별(sex)로 학습자를 인식하는 것은 곧 성별 위계를 공고히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단 두 가지의 sex로 각양각색의 gender를 이해

하려는 우리의 이분법적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체육이 남녀의 위계를 해체하기는커녕 성별 구분을 지속함으로써 위계 재

생산에 일조한다는 연구 결과(김승재, 김진희, 2007; 서경화, 이문성, 2010; 

양소예, 원영신, 2005; 윤내현, 남상우, 2009; 이규일, 2011)들은, 체육과 교육

과정의 젠더 감식안(gender sensitivity)이 예민하지 못함을 고발한다. 미분화

된 젠더 감식안으로 인한 교육 결과는 참담하다. 여학생이 경험하는 체육교

육의 질적 수준은 남학생과 현저히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체육교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체육에 무능하다”고 자조하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강

화하고 마는 여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본래 

스포츠라는 신체활동이 남학생 중심으로 이념화되어 있는데다가, 이를 소재

로 하는 체육과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 환경 또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학습 

2) 남학생이 상위 계급으로,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하위 계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는, 성별에 의한 권력의 상하구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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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볼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체육 현장의 여학

생 소외현상이‘여학생 체육’담론으로 수렴되기에, 체육교육의 젠더 감식

안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gender)이란 성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학생’을 부르는 일은 

마치 여성 모두의 문제인 것 같은 상상을 유발한다. 주창윤(2011)은 1920년대

부터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을 문제적인 존재로 호명해 온 역사가 깊음을 밝혔

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양성’ 평등이라는 담론도 젠더의 이해를 

담지 못하기에 ‘성’ 평등으로 개선하여 사용하는 21세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호명하는 방식만이 체육교육 내에 만연한 것은 

체육교육의 젠더 인식이 생물학적 성을 이분화 하는 데 급급한, 비교육적인 젠

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Hall(1997)에 따르면 ‘누가’ 대상을 표현하고, 그 대상이 ‘어떻게’ 표현

되는가에는 이미 반영구적, 의도적, 구성주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남학생 체육’이라는 표현은 부재한 채, ‘여학생’만이 특별하게 불리고 있

는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와 상징체계가 이미 남학생 중심의 관점임

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육교육에서 여학생이 문제 대상으로 

호명되는 바는, 체육 교과라는 세계 내에 성별 위계가 담론화 되어 있음을 전

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여학생 호명을 실재하는 집단의 힘은 체육교육 안에서 

담론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주창윤(2011)의 주장대로 젠더 호명이 담론 체계라면,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재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말하기와 호명, 그리고 이를 새롭게 담론화 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부당하게 타자화 되는 여학생을, 개선

의 대상으로 상상하게 되는 관계망에 간섭하여, 이를 해체하려는 노력은 체육이 

아닌 타 교과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타자화는 젠더 간 소통

을 막는 것은 물론 체육의 목표인 전인교육 달성에도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분법적 젠더 인식 기원에 관하여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논의를 빼 놓을 

수 없다. 우리의 젠더 문화 안에서 여성에 대한 호명은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주의 담론이 근대화 담론으로 이어지는 동안 여성의 

이름3)은 주변화되고 타자화 되었다(주창윤, 2011). 체육교육에서의 성 차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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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전히 ‘여학생 소외’로 통용되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들이 ‘여학생 소외’로 표현될 때 오히려 

그들은 그 상징적 의미와 수사적 장치에 갇혀4)버릴 수 있다. 그 결과 여학생

들은 소외로부터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에 이러한 표현 방식은 문제적이

라 할 수 있다(박은영, 권기남, 임수원, 2006). 

  일률적인 표현에 구속되는 것은, 여성들이 실제 공간에서의 움직임 반경을 

제한당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Gillian, 1993; Young, 1990). 그 결과 체육수업

에 참여하는 여학생을  ‘교정의 대상’이나 ‘수업의 골칫거리’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불평등을 가중시킨다(Azzarito, Solomon, 2005; Wright, 

1999). 이로써 여학생의 낮은 지위를 정당화하는 헤게모니5)는 해체가 아닌 재

생산되는 순환 논리에 들어간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남성의 

권력구조에 복종하게 만드는 힘인 헤게모니는, 결국 여학생의 학습 의욕을 떨

어뜨리며 또 다시 소외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는다(김민정 외, 2011). 이러한 헤

게모니는 사회 내, 개인 및 집단 간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문화 등 삶 전

반으로 전이되어 학교 일과, 직장, 가정, 세계의 모든 원리로 작동될 수 있다. 

이에 체육교육은 이념화 된 성별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

  반면에 그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교육 현장에서의 이념에 의한 성 차별 문제

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교육에서의 여성 차별은 근대화를 거친 

대부분 국가의 역사와 교육 현장, 개인의 일상 속에 존재해 온 불편한 사실이

다. 특히 ‘남존여비, 남여유별, 남아선호’와 같은 우리의 가부장적 유교 사상

은 여성 차별을 더 심화시켰다(조한무, 임승엽, 2012; 한명희, 1987). 홍인숙

3) 주창윤(2011)의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논문을 참고할 것. 
4) 갇히는 것(confinement)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

지다. 영(Young, 1990: 146)은 이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에 대해 

이런 상상을 하곤 한다.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리가 돌아다

닐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Gillian Rose, 1993: 328).
5)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에 행사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또는 문화

적인 힘.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남성에게 복

종하게 만드는 힘(김민정 등, 20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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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1920년대, 여학생의 99%가 교육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음을 밝혀 가

부장적인 우리의 문화 안에서 여학생의 교육이 성 차별로 인해 얼마나 불공평하

게 시작되었는지를 주장하였다. 

  한명희(1987)는 이에 대해 학교교육 가치를 제고하였다. 학교는 ‘성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

명한 사실이다. 학교와 공교육의 등장으로 체육교육연구에서도 성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불공평

한 체육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체육수업 내용, 체육교사 태도, 제도 차

원의 변화를 제언해 왔다(김승재, 김진희, 2007; 서경화, 이문성, 2010; 양소

예, 원영신, 2005; 윤내현, 남상우, 2009; 이규일, 2011). 

  그러나 체육교육에서의 성 차별 문제는 여학생 ‘개인적 차원’에서만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 경험을 구성하는 교육의 ‘제도적 차원’ 및 

‘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은 성 차별적인 ‘성별(gender) 인식’의 개선이 시급한 일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학생을 생물학적 ‘성별(sex) 존재’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별 

특성을 지닌 ‘젠더(gender) 존재’로 보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습

자를 젠더 존재로 인식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성별 특징을 ‘좀 더 남성적이거

나 좀 더 여성적‘인 스타일의 혼합, 그 중간쯤으로 이동하고 변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이규일, 2011; 한명희, 1987). 젠더를 마치 

스펙트럼 위에서 좌우, 위아래를 오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볼 때, 학습자

의 성별은 생물학적 성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젠더 스펙트럼에 

관한 이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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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젠더 스펙트럼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습자와 교사의 ‘젠더 인식’ 전환을 통해 수업에서의 

성 차별을 해소하려면 문서에 이념으로 내재된 표현과, 표기 방식의 개선이 필

요하다. 특히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 한정되어 논의하기를 지양해야 

한다. 익숙한 표현이 불러오는 고정관념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표기와 이해방

법을 강구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젠더 인식 전환’을 분명하게 의도할 수 있

어야 한다.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등한 체육 수업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목표라는 설정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우산 아래, 대

안적인 체육교육 모형으로 등장한 하나로 수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탐색 

 

  몸과 이성의 이분법, 기능, 지식, 태도의 삼분법과 같은 분절된 체육교육의 

병폐를 통감하여 개발된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학습자 삶의 관점에서 통합적 체

육을 추구한다. 이에 그 이름부터 ‘하나로’ 수업 이라고 불린다. 동양의-서

사중심-인문적 체육교육의 모형인 하나로 수업은 한국 체육교육과정의 주요 

패러다임이었던 서구의-기능중심-과학적 체육교육에 대항하여 등장하였다. 이 

모형은 스포츠를 기술적으로 ‘잘 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학적 차원의 지

식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지닌 내면적 차원의 지식과 의미까지도 ‘잘 알게’ 

하는 서사·인문적6) 차원의 지식 습득을 강조한다. ‘스포츠를 잘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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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스포츠와 움직임을 ‘직접체험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움직

임에 대한 지식을 ‘보고, 듣고, 읽고, 쓰는’ 다양한 간접체험 방법을 통해 

‘잘 알게 하는 것’ 까지 확장시킨다(최의창, 2002d). 이러한 이념은 하나로 

수업의 개념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인문적 체육교육에 기인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기존 (과학적)체육교육이 기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소외시킨다는 단점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기능의 숙달만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적 체육수업에서는 여학생을 뒤

떨어지는 집단으로 보거나 문제 학생으로 대상화(이규일, 2011; 정영택, 2013)

하는 관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유정애(200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

사한 지적이 있었다. 체육교육이 기능주의 관점을 개선하면, 남녀 간의 기능 

차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음과 드러냈다. 

단거리 달리기를 가르칠 때 핵심적인 원리는, 몸으로 체득하는 원리를 알

려주는 것이 내 수업의 목적이라는 것이지, 크라우칭 스타트로 블록을 차

고 나갈 때 그런 원리들, 팔 동작이 왜 이런 것인가, 그것은 개개인의 차

이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50m 달리기를 하면 빠른 학생, 낮은 학생 나오

는 것이지만 내 수업은 '50m 달리기를 더 빨리 달릴 수 있다'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에서 몸의 미묘한 차이를 체득한다', '스

스로 체험하고 습득하도록 한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신체적인 

차이, 기능적인 차이는 무시가 될 수 있다(유정애, 2002: 19).

  인문적 체육교육을 기반으로 한 하나로 수업 현장 연구들은 체육수업에 참

여하는 여학생들의 양상이 교육적임을 보고한다(김낭규, 2011a; 서장원, 2008; 

이승재, 2007; 정영택, 2013; 한민국, 2007).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

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교사의 젠더 인식을 개선하고 있음을 가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하나로 수업에서는 ‘운동 기능의 습

득’이라는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면서 ‘소외학생’ 규정 방식이 성별 구분에 

기반 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로 수업이 대안적 언어(alternative language)를 활

용하여 새로운 체육교육을 구현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근거는 여성

6) 최의창(2001)의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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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 회복에 중점을 두는 여성주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를 중심으로 가

능성 논의를 심화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로 수업 모형이 새로운 언어를 기존 용어의 대안으로 쓰는 데는 필연이 

따른다. ‘하나로’라는 우리말과, 모형의 개념적 토대인 ‘인문적 체육교육’

의 어감을 보면 이 모형의 기조가 한국적이고, 동양적임을 유추할 수 있지 않

은가. 이는 우리의 체육교육 문화가 무분별하게 서구화되어 문화적으로 식민

성7)을 갖는 것에 염려를 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모형의 개발

자는 자신의 저서 『가지 않은 길』의 서문을 통해 대안적 언어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은 새로운 언어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 과학

적 스포츠교육론의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와는 구분되는 문제의식과 아이디어

를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와 표현들을 찾아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리고 그것들은 되도록 전문용어와 전문영어가 아닌, 일상용어와 일상국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과학적 스포츠 교육론의 특징

이라면, 반대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인문적 스포츠교육론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의창, 『가지 않은 길』: 13).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로 수업이‘하나로’, ‘터와 패’, ‘참 좋은 사

람’과 같은 우리말 표현들을 쓰는 것은, 언어를 통해 의식을 개선하려는 수사

적 전략(rhetorical strategy)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권영수, 2010). 이는 서구 언

어에 대항해 “우리말을 대안적으로 활용할 때 다양한 사고와 지식 추구 방법

이 존재할 수 있는 장(場)이 만들어 진다”는 여성주의자 hooks(2008)의 주장과

도 일치한다. 그녀는 ‘언어를 생각하는 방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고정된 인지구조와 사유 방식이 새로운 것으로 전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로 수업이 기존의 개념을 우리말로 새롭게 명명(命
名)하는 힘은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대안 문

화의 산물과 대안적인 인식론(대항 헤게모니 세계관)을 만들어 내는 데 필연적

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7) 이길상(2000) 『근대 교육주체의 특성과 한국 교육의 식민성』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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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대안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수사적 전략은 체육교육에서의 여학생 

권위를 회복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주

변화 된 권위를 회복하는 여성주의자들 역시 남성 중심적 사고관이 이념화된 

사회 내 기존 언어와 그 개념에 깃든 남성 중심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

문이다. 특히, 재평가주의자(revalorist)8)들은 새롭거나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인식시키고, 여성의 지위 회복을 꾀한다

(Julia, 2006). 하나로 수업의 수사적 전략은 재평가주의자들의 새롭게 말하고, 

신선한 용어로 표현하며 글을 쓰는 전략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에 인문적 

체육교육에 내재된 ‘참 좋은 사람’, ‘터’와 ‘패’ 같은 새로운 개념과 하

나로 수업에 내포된 ‘이끔이, 기록이, 영상이, 장단이’라는 학습자 기대 역

할로 비롯되는 인식 개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와 인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성 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언어들을 의도적으로 교정하여 젠더 인식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귀순, 2011; Voloshinov, 1986). 본디 언어란 인간

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고 문화, 제도, 인식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이

다. 이에 언어에는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이 내재하며, 이는 역으로 그러한 언

어들을 순화나 교정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로써 언어를 인식 개선을 주도하는 유기체로 보게 된다면, 인문적 체육교

육과 하나로 수업이 체육교육과정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개념과 그 실천 역시, 

결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인식, 특히 성별을 인식하는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특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성 평등한 체육수업을 양질의 것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하나로 수업의 새로운 언어들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시작

되고, 그 결과 여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수업참여가 확대된다면, 

체육수업이라는 남성적 상징 또한 탈바꿈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8) 재평가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여성을 억압 해 온 가부장적 관점을 극복하고자 주장할 
때 ‘여성의 역사를 “재발견(recovering)” 하겠다’는 평범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 역
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언급(re-covering)” 하겠다’는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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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2000)은 기존 언어의 의미와 상징이 잔존하는 데에 새로운 언어를 구

성한다는 것은, 왜곡된 의미와 부당한 상징을 탈구축하여, 종래에는 부권적 가

치를 전복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하물며, 학습 목표를 운동 기능 

반복에서 앎의 과정과 의미의 체현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하나로 수업에서

는 남학생 중심적이었던 수업의 경계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지 않

겠는가. 그러한 학습 환경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운동장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

는 학습자들은 아마도 운동장 주변에서 서성이던 여학생일 확률 또한 높아지

지 않겠는가? 이에 본 연구는 하나로 수업이 교수학습 참여자의 젠더 인식 개

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적 체육수업의 특징과 하나로 수업에서 중요한 아이

디어로 개념화 되어 있는 것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를 통감한다. 특히 

하나로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인 공간을 의미하는 ‘터’와, 학생 조직 방식을 

의미하는 ‘패’ 개념이, 그동안 ‘스테이션(station)’으로 표현된 운동장과 

‘팀(team)’으로 표현된 기존 체계를 대체하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Julia(2006)는 기존 공간이 보나마나 뻔한 곳이 아

니라고 생각될 때, 새로운 질서로 전환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스테이션과 팀 대신 ‘터’와 ‘패’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체육수업이 좀 더 

젠더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그러한 공간으로 질서를 전환할 수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남학생 중심으로 고착되지 않은 그곳에서 여학생들

이 중심에 설 수 있다면, 이로써 여학생들은 체육 수업의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체육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언어 사

용이 학생들의 젠더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김승재, 김진희, 2007) 하물며 구

조적으로 대안적인 체육교육의 이념을 지닌 하나로 수업이 학생들의 젠더 인식

에 개선에 무관할 리 만무하다.

  그동안 체육교육 연구에서도 젠더 인식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수업 내의 성 불평등 현상을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젠더 인

식 변화 및 수업 내용의 변화를 제언한 경우가 많았다(김승재, 김진희, 2007; 

서경화, 이문성, 2010; 양소예, 원영신, 2005; 윤내현, 남상우, 2009; 이규일, 

2011). 그러나 젠더 인식은 개인, 제도, 이념의 세 수준에서 함께 변화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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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개선될 수 있음이 충분히 논의되었는가는 의문이다. 개선을 위한 제

안이 대체로 ‘개인차원’에 집중되었고,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제도화된 이

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무기물이지만, 분명 

그 안에는 홍익인간과 같은 이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으로 보고, 이

념 개선의 방향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시 말해, 체육과 교육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미약했기에,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과 체

계, 이념의 변화를 근거로 젠더 인식의 변천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한 대안적 언어를 활용이 돋보이는 하나로 수업이 학교 체육현장에서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도)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보고하고 있기에,  교육과정에 

줄 만한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적 체육수업과 그 모형인 하나로 수업에 내재된 젠더 

인식은 어떠하고, 그 가능성이 체육과 교육과정에 시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는 성 평등한 양질의 체육교육의 실

현을 위해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론의 필요를 통감하여 우리나라 체육과 교

육과정에 내재된 젠더 인식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를 밝힌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교육 담론 형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체육교육 표상(present)체계로서 체육과 교육과정과, 그 지향을 구현(represent)

하는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이론적 연구이

다.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 과정이 문서상에서 성 평등한 체육 수업을 계획

하는 데 지녀온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비판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대안적 체육교육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한계로 지적된 이분법적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 논

의를 시도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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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문제

첫째,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개선 가능성은 무엇인가? 

셋째, 젠더 인식적 체육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5. 용어 정의

○ 젠더(gender)  

생물학적 성(sex)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gender)을 의미

한다. 젠더는 ‘여성’이나 ‘남성’으로 표기하기 보다는 ‘남성스럽다’ 또는 

‘여성스럽다’ 사이의 다양한 표현을 허용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이에 학습

자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수업에서의 ‘성별’은 곧 젠더의 고려를 의미한다.

○ 젠더 인식(gender perspective)  

한 사람의 성별 특성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성

과 젠더를 구분할 줄 아는 인식을 의미한다. 젠더란 여성스럽다와 남성스럽다 

사이에서 혼합되고 유동적인 개념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 이분법적 젠더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9)과 동의어로써, 한 사람의 젠더 특징을 ‘여성’ 아니면 

9)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과 태도를 구분하여, 행동의 표출, 몸의 

자세, 언어적 표현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성역할까지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Broverman, et al., 1970; Clarkson, et 
al.,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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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라는 ‘둘 중 하나의 성별’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성 평

등한 젠더 인식에 위배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육적 젠더 인식’

과 같은 의미이다.

○ 교육적 젠더 인식 

이분법적 젠더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의 젠더 특성을 성별

에 상관없이 ‘남성스러움’이나 ‘여성스러움’이 통합된 고유한 것으로 이

해하는 사고방식이다. ‘(양)성 평등한 젠더 인식’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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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 이념에 내재된 성별 구조

가. 공통 교육과정 이념에 내재된 성별 구조

교육과정은 교육 행위를 지위하는 근본 원리로서 교육 이념을 내포한다. 이

때 교육 이념은 시대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된 사회적 산물로서 당대

의 사회적 관습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에 통용되던 이념을 유추할 수 있고, 나아가 한 시대의 교육 이념을 통해 당시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교육 현장에서 난

제로 다뤄지는 ‘여학생 소외’ 문제와 교육과정에 내재된 체육교육 이념의 관

계를 고찰할 수 있다. 특히 체육교육과정의 상위 수준인 공통교육과정 이념을 

살펴봄으로써, 여학생 소외 문제와 연관된 성별 인식의 기원을 추적 할 수 있

을 것이다.

  광복 후 우리나라는 교육법(1949)을 제정하고,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교

육 방침과 목표를 성문화 하였다. 다소 추상적인 홍익인간의 이념은 오늘날 교

육에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

와 같은 이념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한명희, 2003). 이러한 교육이념은 역

사의 변화·발달에 따라 새롭게 강조되거나 소멸되면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반공정신 함양’은 1980년대 교육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진 반면, 

오늘날에는 이전에 없던 ‘창의성 신장, 정보화 능력’등이 주장되기 때문이다.

  그 중 오늘날 체육교육 내 여학생 소외 문제가 유발되는 이념으로는 유교 

사상에 기반 한 우리 문화의 가부장적 관습을 들 수 있다. 가정의 중심이 아버

지이고, 사회의 중심이 남성임이 당연시되는 가부장제는 가족 구성의 기본 원

리로 이념화되었고 그 결과 여성을, 남성보다 덜 중요한, 이차적 존재로 인식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 이념은 교육, 문화, 경제 등 세계의 원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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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여성 교육을 하찮게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 

  홍인숙(2010)은 보통교육이 시작된 개화기에도 여학생 교육의 필요성은 남학

생만큼 당연하게 인식되지 못했기에, 192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여성은 학교교

육과 무관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명희(1987)는 가부장적 유교 사

상으로 인해 우리의 교육과정안에는 ‘남여를 구분하는 성별 구조’가 뚜렷하

게 존재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조선조의 유교 사상은 ‘남녀 별학

(別學)’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아, 교훈, 교육 목표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각

각 다르게 제시한 바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7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5; 한명희, 1987). 뿐만 아니라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구시대적 가치관도 한

국 여성의 학교교육을 철저하게 배제한 악습이라 하겠다. 그러다가 1886년 미

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여학교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여학생을 위한 보

통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점차 많은 여학생들이 공교육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독립 운동가 서재필(1898)은 독립신문에서 남녀 평등

한 교육이 요청되는 시국을 다음과 같이 논설하며 여학생 교육에 관한 당대 

이념을 고발한다. 

하나님이 세계·인생을 낳으실 때에 사나이나 여편네나 사람은 다 한가지인지

라, 여자도 남자의 학문을 교육받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권을 가져 인생에 당

한 사업을 다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거늘, 동양 풍속은 어찌하여 여자

가 남자에게 압제만 받고 죽은 목숨같이 지내는지……(서재필, 독립신문, 

1898, 1월 20일자 제 1호 논술 중)

  시대의 가치관이 하룻밤 만에 변할 수 없듯 당대의 ‘여학생 교육’ 또한 동

시다발적으로 시작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전히 남녀유별, 남존여비 사상이 만

연했기에 여학생 교육의 필요성은 사상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 돼

야 하는 주제였다. 당대 사상가인 유길준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이념 

변화의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저술하며 여학생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양의 옛날 역사책을 보면 여자의 학식이 부족하여 집에서 살림을 할 때에 

남자가 대접하는 방법이 개나 말보다 조금 나은 정도며, 내외법도 심했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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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러한 풍습이 차츰 개량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여자 교육하는 법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남자와 대등한 경지에 이르게 되자 비

로소 내외법을 폐지했는데, 여자들이 학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다(유길준 전서 제15편 여자 대접하는 예예禮猊 1971: 408-409 재인용). 

  이와 같은 개화기의 ‘남녀 분리’의 교육 이념으로 인해, 우리는 학교 교육

의 내용과 방법이 여학생에게 차별적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

명희(1987)는 당시 사회가 국가 발전 및 교육 구국(救國) 운동의 수단이자 목적

으로서 여성교육을 기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요컨대, 당시 여학생은‘국민 양성자’로 기대되

었기에, 2세 교육에 유능한 모성을 강요받으며 가정을 유능하게 꾸려, 국가 발

전에 이바지할 동력으로서 교육되었던 것이다(홍인숙, 2010). 이것이 곧 근대 

여학생 교육 이념인 ‘현모양처 교육’이다. 이는 당대의 여학생 교육은 인간

평등, 여권신장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2세 교육을 훌륭히 완수하여 국가 발전

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도구적인 취지였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이념은 다음의 

동덕 여학교의 교육 목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자 교육은 어디까지나 여자를 만드는 교육이요, 그것이 가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동덕 50년사, 1960: 89). 

  일제 식민기의 여성 교육은 더욱 차별적이었다. 1910년 <여자 교육의 급무>

라는 사설을 참고하면, 당대의 여학생은 역사, 산술, 화학, 체조 등의 고등교육 

이전에 ‘정숙한 몸가짐’과 ‘순종적인 성격’ 함양을 강요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순종적 여인’은 곧 여성의 이상적인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성 역할(gender role)’은 성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결정적 장애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 역할’은 교육 활동 이전에 일상에

서의 인간 행위를 전면적으로 처방하고 통제하는 ‘인지 원리(cognitive 

principle)’로써 작동하기 때문이다(Cook, 1985). 그래서 우리는 공통교육과정 

이념이 성별 구조 위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 이념은 이분화 

된 성 역할, 사회구조, 가치관, 이념을 반영하기에, 형식적 교육과정 문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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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추구하였더라도 당시의 ‘성 역할’ 관습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한, 교

육 현장에서의 성 차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교육이 불평등하고 억압된 현실 개선을 위해 실천되어야 한

다는 사실(Freire, 1993)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이야 말로 무지

를 일깨워 현실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

이 <1945년 교수요목(敎授要目)시기>부터 현재까지 개정을 거듭해 온 사실도 바

로 현실 개선을 향한‘교육적인’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해방 후 

‘교육의 임무를 사회의 발전’으로 삼았던 진보주의 교육관은 사회의 해묵은 

관습과 제도 및 신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교육과

정’은 여성 교육으로 하여금 남존여비 사상과 현모양처 교육 이념에 도전하

고 평등을 쟁취하게 만드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했다(한명희, 1987). 이와 같은 

사회 철학적 진보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 에도 영

향을 미쳐서 우리는 교육과정이 양성 평등한 교육을 추구하도록 만든다(김정

래, 2007; 박재윤, 황준성, 2008). 

  일례로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과 방법을 가르쳤던 ‘가정(여학생)‘과 

‘실업(남학생)’ 교과는 1987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으로의 

통합되는 것도 개선을 시도하는 교육과정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교과의 성별 

통합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1945년 최초 교육과정에 내재된 성별 분리

의 이념이 1987년에 이르러서야 통합되는 40여년이라는 시간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교육과정에 서술된 이념이 실제 현장으로 전이되는 데는 물리적 시간과 

노력의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해설서 발행, 우수 교육 사례 

발굴, 교육 연구, 양성평등교육의 법제화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이분화 하는 통념이 만연하다. 성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학습자

의 생물학적 성별(sex)의 고려가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이해하는, 젠더 개념

의 이해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습자의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은 전면적으로 지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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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과 교육과정 이념에 내재된 성별 구조

  특히 성 평등한 교육이념이 시급한 교과는 체육교육이다. 남학생 중심의 교

과로 인식되었던 체육이 양성 평등한 교과가 되었을 때, 이를 체계화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불평등한 성별 인식까지도 개선할 의무를 갖는다. 그

러나 최신 <2009 체육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 좀 더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체육과 교육과정은 현재 성 평등한 체육

교육의 지향을 나타내는 데 오직 ‘성차’라는 표기 하나에 의존해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다음 <2009 체육과 교육과정> 본문에서 확인된다.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49,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체육교육은 신체성, 모성애, 섹슈얼리티와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는 ‘스포츠’를 교육의 주 소재로 삼기 때문에, 젠더 불평등 문제의 야기를 

주의해야 한다(이규일, 2011). 그럼에도 <2009 체육과 교육과정>이 이러한 주의

점을 서술하는 대신 ‘성차’라는 표기만을 남겨 두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로 

이분화 하는 데 급급한 현장 체육수업의 병폐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성차’라는 표기만으로 이해시

키려 할 때, 오히려 이는 ‘남여 분리 수업’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를 성별로 이분화 하는 비교육적인 젠더 고정관념은, 다양성을 추구하

며 전인적 존재로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을 획일화하는, 불평등한 인식임을 주

지해야 한다. 성역할로 고정된 남학생들은 의식·무의식적으로 여학생의 신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사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평등한 수업을 강

화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Griffin, 1983; Martinek, 1991). 

  그러나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한대로 학교교육이 학습자 개개인을 ‘남성

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 공존해 있는 ‘젠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개

인차를 고려하기 위한 체육 수업에서 ‘성차’는 ‘성별 구분’으로 오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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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체육 수업이 생물학적 성 구분으로 ‘남여’를 집단 

획일화하는 순간, 성별 위계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체육 수

업에서 여학생 소외 문제를 개선하려면 인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체육교육과정 이념에 잔존할 수 있는 이분법적 젠더 인식은 교육과정 

문서와 학교 현장에서 현재보다 더욱 상세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

2. 하나로 수업 모형과 여학생 체육교육

  체육교육 연구계에는 2001년 최의창의 논문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을 

시작으로, 인문적인 체육교육 방법을 적용한 현장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초, 중, 고등교육 단위에서 하나로 수업이라는 모형을 통

해 실천되는 중이다. 2002년 <인문적 체육교육>이라는 서적을 시작으로, 인문적

인 체육을 이해하는 철학적 기반과 방법적 이해를 돕는 관련서적들이 출간되었

고, 이를 통해 학원 체육이 단편적인 기능습득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변화를 적

극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하나로 수업 모형과 그 

개념인 인문적 체육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은 <부록>으로 첨부 하였다. 본 장에서

는 하나로 수업이 여학생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터와 패’라는 구조적 특

징이 관여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터와 패’는 하나로 수업을 여타 체육

교육모형과 구별시키는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터’는 스포츠를‘하고, 읽고, 쓰고, 보고, 듣는’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공

되는 교육 공간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터’ 안에서 자신에게 흥미로운 수업 

방법(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을 택하고, 팀과 유사한 개념인, ‘패’ 안에

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부여 받는다. 이승재(2007)는 ‘터’와 ‘패’에서의 

활동이 학생들의 협동 학습을 도모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학생들은 터에서 

다양한 직·간접 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때 ‘직접 체험 활동’은 스

포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된 활동이고, ‘간접 체험 활동’은 교사의 상

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텍스트를‘읽고, 보고, 

쓰고, 듣는’ 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패’는 교육 활동을 구성해가는 학습자 조직 방식 의미한다. 패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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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학습자에게 기대 역할을 

부여한다. 패 안에서 학생들은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등에서 수업 활

동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대

받는다(최의창, 2010). 패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패원들과 함께 배우고, 과제

를 해결하면서 타인과 관계 맺기를 경험하며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식의 하나로 수업은 기존 기능 중심 체육 수

업에서 소외되었던 여학생들이 주도성을 갖도록 독려하고, ‘패’ 활동으로 협

동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서장원, 2008; 이

정민, 2011; 이주희, 2007; 정영택, 2013; 조동호, 2008; 한민국, 2007). 

  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흥미 유발

정영택(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로 수업 실천의 초기 과정에서 여학생들

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나, 후기로 가면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고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는 다양한 직·간접 체험이 있었다. 여학

생들은 기존 체육 수업에서 주로 경험했던 기능‘하기’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보기, 듣기’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다양한 활동(씨름송(song) 만들기, 이야기가 있는 창작체조

만들기, 플로어볼 시화 그리기, 일기 쓰기 등)을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 

잊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수업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정영택, 

2013: 74, G 3차 설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저마다의 성격과 재능이 동일하지 않듯, 모든 학생이 

한정된 체육 수업 동안 동일한 기능을 숙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기능-하기’ 중심으로 체육 수업 내용이 구성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체력과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국 

자신감을 상실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남학생과

의 생물학적 평균 차에 의해 기능면에서 위계화 되면, 여학생은 자신을 무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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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기며 열등한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체육 수업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신형민, 2010; 정영택, 2013). 

 그러나 하나로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신체적 활동 능력이 떨어질 뿐, 그 외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

신이 체육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김우현, 2011). 그래서 스

포츠에 관련된 ‘읽기, 쓰기, 보기, 듣기’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제공되는 하

나로 수업 모형에서 여학생들은 지루함 대신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다(정영택, 

2013).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하나로 

수업은 여학생들이 ‘직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좌절하지 않고 ‘간

접’적으로 운동을 알아 가면서 체육 수업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이유로 ‘직접-기능’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간접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육 수업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

는 특징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정영택(201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Z는 평소 낮은 운동 기능과 척추 교정으로 인하여 직접 체험 활동에서 많은 참여

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찍기를 활용해서 기록이, 꼼

꼼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로 체육 수업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인물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항상 친구들 옆에서 코치(coaching)를 하고, 사

진을 찍으면서 결국에는 팀의 감독 자리까지 올랐다(정영택, 2013: 84).

  나. 자기 주도성과 임파워링

  

  패 활동을 필수로 삼는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패’ 안

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구성원과 관계 맺는 것을 독려한다(최의창, 

2010). 이때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패’에 대해 소속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패’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형식’을 통해 여학생이 체육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이 체육 수업 주도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정영택, 2013). 소외 여학생을 위한 하나로 체육 수업 모형 실천 사례 

연구에서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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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와 1학년 때는 수행 평가 등 다 개인으로 했는데 지금은 패를 나누고 

서로 의논하고 같이 과제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협

동심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패원들끼리 다 같이 하는 과제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또한 패별로 나뉘어서 구호를 정해서 내가 그 패 팀원이라는 확신이 

있어 뿌듯하고 좋았다(정영택, 2013: 75, G 3차 설문).

  교사의 ‘직접 및 간접’교수활동이 필수인 하나로 수업 모형은 체육 수업 

이외의 학교 일상생활에서도 교사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즉,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직접내용을 전달할 때뿐

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사의 열정, 유머, 용모, 어투, 매너를 전수하며 학생

이 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최의창, 2010). 이로써 주도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된 여학생들은 교사의 간접적인 교수 활동을 통해 신뢰 있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정영택, 2013). 

  김낭규(2011a)는 체육수업에서의 소외는 교사의 무관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하나로 

수업 모형은 교사의 간접적인 교수 활동(학생 이름 부르기,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박수치기, 엄지손가락 올리기, 무한한 긍정적 피드백 보내기 등)이 

여학생들과의 긍정적인 래포(rapport) 형성에 유의미함을 밝히고 있다(정영택, 

2013). 교사의 간접적인 교수 활동은 여학생이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해 경험

한 주도성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솔직히 예전 체육 수업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로 수업이 확실히 다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하나로 수업이 다른 체육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과 소통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삭막한 느낌이 들지 않아 좋았다. 초등학교 때는 체육이 다

른 과목보다는 선생님과 소통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노력하는 모

습이나 우리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에 대한 거리감

이 있었는데 하나로 수업은 선생님이 노력하는 모습이나 신경을 쓰는 모습이 많

아 나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수행 평가 점수도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다(정영택, 2013: 78, J 3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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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간접 교수 활동은 체육 수업에서 주도성을 갖게 된 여학생들의 학

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 맺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정영택, 2013). 이것은 여학생들의 

주도적인 체육 수업 태도를 임파워링(empowering)하는 하나로 수업 모형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김낭규(2011b)와 한민국(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로 수

업 모형의 간접 교수 활동은 ‘학생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교사

의 무관심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했던 여학생들에게 의사소통과 감정 교환의 경

험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더 이상 체육을 싫어하지 않게 되며, 행

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체육 교사는 여학생의 체육 수

업 경험을 수업 밖의 실제 생활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가 된다. 이

는 학교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hooks(1994)의 주장과 일치한다. 

교사들이 고취시킬 수 있는 삶과 배움의 일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운동장 밖의 

세상과 운동장 안의 세상으로 나뉘는 그릇된 이분화는 사라지고, 터는 역동

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hooks, 1994, (역)2008: 209). 

3.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는 세계적인 주제이다. 체육교육 핸드북(Kirk, 

Mcdonald, O’sullivan, 2006)을 통해 모든 챕터마다 젠더 문제가 언급되고 있

어(이규일, 2011), 외국 체육교육에서도 여학생 소외 문제는 난제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들도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젠더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체육 수업의 여학생 참여

와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그 역사가 길고 분량 또한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

는 2000년 이후 중등 체육 연구 내에서의 주요 젠더 관련 연구 18편만을 간

추려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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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등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

주 제 저 자 연 도 제 목

참여 
유형과 
참여

저해 요인

박은미 2005 중학교 여학생의 적극적인 체육수업 참여요인 분석

전호정 2002 중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형태와 참여저해요인 분석

수업인식 
및 태도

김종환 2005
성과 운동기능수준 및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체육교과태도

서호성 
최호준 
김진희

2004 혼성학급 체육수업에 대한 여중생의 인식

전은영 2004 여자중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비교

유상석 2002 체육에 대한 여학생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젠더 
불평등 
현상

이규일 2011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체육수업의 불평등 현상 탐구

윤내현 
남상우

2009
고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젠더관계
: 신체활동의 주변화와 중심화를 야기하는 배치의 분석

김윤희 2007 체육수업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인식과 체험

수업 
내용과 
방법의 
변화

이규일 2010
영역형 게임의 이해를 위한 수업전략 탐색 
: 축구수업 패스를 중심으로

김문휘 
이규일

2008 뉴 게임을 활용한 여학생의 체육수업참여 개선 연구

김승재 
김진희

2007 스포츠교육모형에서의 젠더 관점

이규일 
허창혁 
홍덕기

2007 게임수업에서의 여학생 반응특성

유정애 
김윤희

2002 양성평등 체육교육의 한계, 현실 및 도전

배미혜 2001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본 혼성 체육수업 탐색

이표상 2001
성평등체육수업전략에 따른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성평등 인식과 행동변화

이론적 
논의

서경화 
이문성

2010 여자청소년 체육·스포츠를 위한 젠더이론적 접근

양소예 
원영신

2005
체육 교육 정책에서 성별 문제의 도입과 
젠더에 적합한 체육 교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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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여

학생의 수업 참여와 참여 저해요인, 2) 여학생의 수업인식 및 태도, 3) 젠더 

불평등 현상, 4) 수업내용과 방법의 변화, 5)이론적 논의다. 그동안 체육교육

에서의 젠더 연구는 대체로 여학생을 젠더 불평등의 피해자로 드러내기, 젠

더 불평등 문화를 규정하기, 젠더 불평등 현상이 유발되는 학생 개인적 차

원에 대한 분석, 수업의 내용과 방법적 차원에서의 변화 방향 제안, 체육교

육 정책에 요구 등을 거론하며 이어졌다. 

  특히 <표 1>에 해당하는 각 연구들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흥미 유발을 통한 인식 개선, 교사의 젠더 인식 제고, 수업 내용의 조

정, 수업 환경의 변화를 지적한다. 그러나 젠더 인식이 개인, 제도, 이념이라

는 3가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통해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젠더 불평등 

연구는 학생 개인적 차원의 ‘낮은 성취’나 ‘문제 행동의 원인’의 개선

에만 한정(Azzarito, Solomon, 2005)시켜서는 안 되고,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

라, 이념적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최근 10년 동안의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들은 ‘양

성’이나 ‘성별’이라는 이분법적 젠더 표현 대신 ‘젠더’라는 용어 자체

를 연구의 전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규일, 2011; 서경화, 이문

성, 2010; 윤내현, 남상우, 2009; 김승재, 김진희, 2007; 양소예, 원영신, 2005). 

이를 통해 체육교육 연구에서의 최근 젠더 연구들은 ‘이분법적 젠더 고정관

념’의 탈피를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남성 체육 교사의 높은 비율로 인

해 체육 수업이 남학생 위주로 편성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체

육교육이 젠더 문제에 민감해야함과 교사의 젠더 인식의 중요성을 통감한다

는 논의들은 고무적이다(서경화, 이문성, 2010; 김문휘, 이규일, 2008; 이규일, 

허창혁, 홍덕기, 2007). 이는 체육교육에서의 젠더 연구 관점이 ‘여학생의 

개인적 경험이나 인식 혹은 태도’를 분석하는 여학생 차원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체육 수업 교육 내용이나 방법, 교사의 젠더 인식과 같은 ‘제도적·구

조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의 흐름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업 내용 및 방법의 변화, 체육 교육 모형의 적용 등 연구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김문휘, 이규일, 2008; 이규일, 2010; 김승재, 김진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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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젠더 평등한 체육 수업의 조건을 ‘학습 기회의 양적 평

등’(equality)은 물론 ‘학습 결과의 질적 평등’(equity)으로 확대하여 바라보

고 있다. 이규일(2010)은 젠더 문제를 개선하려면 ‘젠더’의 개념을, ‘정확하

게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성별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

다. 이는 개성 넘치는 오늘날 학생들의 다양한 젠더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지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연구 결론에 이르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여성 관련 교육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언함으로써 ‘젠더’의 구조적·이

념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체육 수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수업 내용과 방법으로서 

뉴 스포츠 체육 수업을 강조한 연구가 있었다(김문휘, 이규일, 2008). 그러나 

기능하기 위주의 수업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젠

더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향후 체육교육 젠

더 연구들은 체육 수업에서 젠더 문제를 야기하는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

이 개인과 제도의 차원은 물론 ‘이념’적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함을 주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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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형식적 학교 교육 이래 교과는 항상 교육의 내용이었다(김종서, 이영덕, 

이홍우, 황정규, 1997). 이에 체육과 체육교육 내용을 체계화 한 <제1차 교육

과정>(1955)을 시작으로, ‘문서와 실천’, 두 차원에서 전면 개정과 수시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유정애, 2007). 그럼에도 학교 체육 현장에는 쉽게 해

소되지 않는 ‘학습 소외’ 문제가 있으며 그 대표로는 ‘성별로 인한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든 학습자의 전인실현을 목표로 하

는 체육교육의 커다란 장애물이다. 지금도 학교 체육 현장에는 신체 활동 

가치의 불평등한 습득으로 인한‘여학생 소외’ 현상이 빈번하다. 이 기저

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만큼 수월한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럴듯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학생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Mauss(1979)의 주장

에 따르면 여학생의 신체 활동은 우리가 모두가 받아 온 교육과 사회 전체

에 의한 조합이기 때문이다. 이에 체육과 교육과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의지가 요구된다. 여학생이 모든 여학생이 대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소외’라는 언설이 통용되는 것은, 한 성별 집단이 여전

히 불평등한 교육 현실에 처해 있음을 역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체육교육을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여

학생이라는 집단을  개선하는 데 치중해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장은 체육

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 내 젠더 인식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

이다. 가 항에서는 1955년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체육교육이 학생을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별로 이분화하고, 그에 따라 다른 목표와 내용, 방법으

로 가르칠 수 있었던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젠더 인식을 살

펴본다. 그 이후 교수 학습 내용이 성별 일원화 된 배경을 통해 체육과 교

육과정의 과거 젠더 인식을 분석한다. 나 항에서는 1990년대 체육과 교육과

정이 평등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젠더 인식을 확대해온 배경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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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 내 젠더 인식이 보다 민감해짐으로써 교육

적인 젠더 인식을 내재할 가능성과, 이후 최근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가 항에서는 최근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

이 성 평등한 체육수업으로 든 예시의 내용을 분석하고, 성 평등한 체육수

업에의 지향이 소극적임을 논의할 것이다. 나 항에서는 2007 개정 이후로 

체육과 교육과정이 기술하는 평등(equity)은 과거 전통적으로 표기되어 온 평

등(equality)의 개념으로부터 질적으로 전환된 것임을 분석하여, 향후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을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1. 체육과 교육과정 젠더 인식의 역사적 관점

  이 절에서는 여학생이 체육교육과정에서 소외받아 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고자 한다. 소외는 타자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명되는 대상이 마치 

소외의 장본인처럼 이해되는 언설들이 있기에,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념으로

부터 탐색이 필요하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공식성, 계획성, 의도성, 실천성, 

잠재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여학생 소외의 현상의 기저에는 교육과정에 내재

된 성 불평등한 이념이 있음을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항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교수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생물학적 성별

에 따라 이원화해 온 사실을 밝혀 그 기저의 젠더 인식을 비판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내에 기술된 단어 중 학습자의 성별 인식과 

관련한 표기를 각 개정 시대의 맥락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체육과 교육과정

에 내재된 과거 젠더 인식이 비교육적 젠더인식임을 논의할 것이다. 

  제2항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교수 학습 내용을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

한 것으로 일원화 한 <제5차 교육과정>부터 평등한 체육교육 논의가 심화하

게 되었음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과 

양성평등교육 법제화 조항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가. 교수 학습 내용의 성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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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요목>(1945년)시기 이후 개정된 <제1차 교육과정>(1995년)은 현대식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당시 ‘보건과 및 체육과’로 불리었던 체육 

교과는 ‘체·지·덕(體智德)의 조화’와 같은 오늘날과 동일한, 전인교육 

이상을 다음과 같이 내포하였기 때문이다. 

보건과 및 체육과는 원만한 환경(環境) 밑에 신체활동(身體活動)을 통하여 

신체 가부를 고르게 튼튼히 발달시키고 굳세고 아름다운 정신과 건전한 

사회적 성격(社會的 性格)을 기르며 위생(衛生)생활을 습관화하여 민주적 

사회 활동에 자기의 최선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제1

차시기 보건과 및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의 목적).

11. 학생의 개인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른 기회(機會)를 균등(均

等)히 가지도록 지도를 한다(<제1차시기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지도 

방침 중).

  심동, 인지, 정의적 가치 목표를 나열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오늘날 체육교

육과정의 전인교육이라는 방향 설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체

육과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른 기회의 균

등’을 고려한다는 지도 방침은 오늘날 성 평등한 체육 교육의 방향성과 일

치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을 통해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

별에 따라 교수 학습 내용에 구분과 제한을 두었기에 학습자의 생물학적 성별

에 따라 교육내용을 분리한 것이며 이로써 모든 학습자에게는 학습 기회의 양

적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육상 경기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남

학생 종목의 육상 경기 일반(이론), 단거리달리기, 중거리달리기, 장거리달

리기, 장애물달리기, 이어달리기, 넓이뛰기, 높이뛰기, 삼단뛰기, 장대뜀뛰

기, 포환던지기, 혼성 경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학생 종목은 육상 경기 일

반(이론), 단거리달리기, 장거리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이어달리기, 넓이뛰

기, 높이뛰기, 포환던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년별로 학습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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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구기는 남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축구, 스피드볼, 소

프트볼, 트라이볼을 선정하고 있으며, 농구, 송구, 배구는 남녀 학생 모두

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헤엄은 헤엄 일반(이론), 기본 동작, 

크롤, 브레스트, 모자비헤엄, 누워헤기, 구성되어 있다. 또, 투기는 유도와 

씨름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남학생에 한하여 제시하고 있다(제7차 체육과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6,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남학생에게만 9개 종목(중거리달리기, 삼단뛰

기, 장대뜀뛰기, 축구, 스피드볼, 소프트볼, 트라이볼, 유도, 씨름)을 추가로 

교육하였다. 따라서 당시 지도 방침으로 기술되어 있는 ‘학생 성별의 고

려’라는 맥락은 ‘성별 특성(gender)’에 따른 고려가 아닌, 이분법적 젠더 

인식 즉, 생물학적 성별의 동등함(sex sameness)을 추구하는 성 차별이었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육과의 성 차별적인 교수 학습 내용은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1955)부터 제5차 개정 시기 이전(1987)까지 지속되

어 체육교육이 이분법적인 젠더 인식을 공고히 하는 근간이 된다.

  특히 <제2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총론은 가정 교과에서도 성 차별적인 

교수·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성역할 고정관념

이 교육목표로 이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여학생들은 

문화적, 사회적 텍스트 안에서 구성된 특별한 존재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Bordo, 2003). 

(6) 실업 가정과는 1학년에 있어서는 실업 일반에 관한 학습을 공통으로 

피하고 2, 3학년에 있어서는 농공, 수산, 가정, 상업의 다섯 분야로 분별하

여 그 중 한 분야만을 선택케 하여 지도한다. 단 여학생에게는 가정에 관

한 학습 경험을 모든 학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제2차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2. 교과활동).

   

  제3차 개정에서도 성 차별적인 교수 학습 내용 체계는 지속되는데 이때 

주목할 점은, 무용은 여학생 전용이었기 때문에 남학생 또한 배움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성별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내용 구분은 결과

적으로 모든 학생의 차별을 조장한다(Crawford, 1994; Llyod, Wes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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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기 (남자)

씨름의 특성과 운동 방법 규칙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력, 침착성, 결단력, 

예의바른태도, 근력,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

(8) 무용 (여자)

무용의 특성과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명랑한 태도로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며 평형성, 유연성, 민첩성을 기르기 위하여 ... (<제3

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1학년 내용 중)

  무용과 투기 종목이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당

대의 성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음을 반증한다. 무용이 여학생들에게만 허

용되었다는 의미는 당시 여학생들은 여전히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가정에 헌

신하는 순종적인 여성상을 강요받는(한명희, 1987), 근대적 체육교육 문화 

아래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오늘날 사춘기 여학생이 자기 외모와 신체

에 대한 왜곡이 심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이정래, 권기남, 서흥원, 2008). 또한 우리는 당시 학

습 소외가 여학생에게만 해당된 폐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학생에게는 

무용 교육이 허락되지 않아서 무용을 통한 명랑함, 창의적인 표현력, 평형

성, 유연성, 민첩성의 함양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문제적인 것은 아래 인용문이 마치 씨름과 태권도 교육의 유의점

을 남녀 공통 내용처럼 기술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아래 내용이 남학생에게만 해당된 것이라는 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당시 체육교육 과정이 학습자를 ‘남학생’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씨름과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역기이므로 이를 실천시

켜, 소신과 끈기 있는 국민을 기를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제3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중, 다. 지도상의 유의점).  

  특히 위의 3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지도상의 유의점은 여학생에게 ‘소

신’과 ‘끈기’라는 가치 함양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인지, 또,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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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소신과 끈기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조차 기대 받지 못했던 것인

가? 하는 의문점을 남긴다. 이러한 서술은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 

불평등한 젠더 인식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생각된다. 공교롭게도 <제3차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이 아래와 같은 서술을 

통해 남성 중심의 체육교육이 확대를 고양시키고 있기에, 남성 중심적인 관

점은 당시 우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보건 위생, 건강 증진, 체력 향상 및 안전 교육 등을 위한 습관과 태도

의 함양은 체육과의 학습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

어야 한다(<제3차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3. 운영 지침).

  이는 당시 국가 교육관이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체육교육의 당위를 공식

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남학생 중심적인 

체육교육과정의 편향성을 볼 때, 당시의 전인 추구는 남학생을 바라보고 계

획된 반쪽짜리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성 차별적인 체육과 교육과정이 국가 

주도로 확산된다면 결국 우리의 체육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의 전인 실천이 

아닌, 한쪽 성별에게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학

생의 전인성(全人性) 실현 기회를 성별에 따라 제한한 이 관점에 따라 당시 

체육과 교육과정은 온전한 인간상 구현에 모순되는 이념의 내재를 반증한

다. 따라서 과거 체육과 교육과정이 반(反) 전인교육이었다는 의혹은 더욱 

확실해진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학습 경험은 결국 한쪽 성별에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의 절반에만 해당하는 학생의 전인성 실현을 

도모하였기에 절반의 교육, 즉 반(半) 전인교육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라)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게 균형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제4차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다. 운영 

지침 중 2)지도).

  상기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교육과정 총론이 성역

할 편견과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지도의 중요성을 표방했다는 점이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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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는 당시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고 이를 교육과정이 적극적으

로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구정화, 2006). 교육과정이 총론에서 ‘양성 평등한 교

육’ 실천의 필요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체육과 교

육과정의 교수 학습 내용은 성별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육

과정 내용 분석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제1차 ~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별 이원화 된 교수 학습 내용 변천

교육과정
(차시)

성별
(sex)

이원화된 교수학습 내용
추가

종목 수
결과

1차

남
중거리달리기,삼단뛰기,장대뜀뛰기,축구,
스피드볼,소프트볼,트라이볼,유도,씨름

9

여학생만 
학습 소외

여 - -

2차

남
장거리달리기,삼단뛰기,장대뜀뛰기,축구,
소프트볼,트라이볼,유도,씨름

8

여 - -

3차

남 철봉,평행봉,축구,씨름.태권도,유도 6

남녀학생 
모두 

학습 소외

여 평균대,무용 2

4차

남 철봉,평행봉,축구,씨름.태권도,유도 6

여 평균대,무용 2

나. 교수 학습 내용의 성별 일원화

  제5차시기부터 체육 교수 학습 내용을 일원화하며 운동 종목 체계를 버리

고 심동·인지·정의적 영역의 지식으로 내용을 구분한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

습자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학습 내용을 이원화해 온 것은 당시 양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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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교육과정 이념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총론의 이념

대로 성 역할 편견을 불식시키려면, 성별에 따른 고정된 학습 내용은 필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습 내용 체계를 스포츠 종목을 제시하는 방식

으로부터 탈피하였다는 점이다. 체육교육이 스포츠만을 가르치는 교과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신체 활동 지식을 운동 종목으로 한정시켜 이해하도록 했

던 과거의 내용체계는 여러모로 문제적이었다. 특히 남학생 중심 교과로 이

념화 된 체육교육이 기존 방식대로 운동 종목을 체계를 고집했다면 실제 수

업에서의 무조건적 성별 분리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제5차 체육

과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지식을 심동·인지·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함으로

써 성별 분리의 필요를 문서적으로 잠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 내용을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습 기회의 

양적 평등을 제도화 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서 양성 통합이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생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별 특성(gender)’

을 구분하는 안목까지도 동반 하였는가는 긍정하기 어렵다.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아래대로 기술한 ‘성별 고려’의 의미가 학습자의 젠더 특성

을 존중하라는 맥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파) 체조는 심리적 요인과 성별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너) 체력 운동은 체력 발달 정도와 성별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구성하여 

지도한다(<제5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중,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체조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까지 성 차별적으로 제공된 종목이기 때문에 5

차 교육과정이 성별 일원화되었더라도 기존의 수업 방식이 일제히 개정되었

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 교육과정 개정만으로 모든 학교 내 관습적 이념이 

변화하는 데에는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한명희, 1987). 

특히 체육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은 여러 번 강조해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교사는 곧 교육과정과 같아서, 성별에 따른 학습 내용 

이원화가 정당하다고 인식한 체육교사는, 자신의 성 역할 편견과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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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자에게 기대하여 결국 재생산하기 때문이다(Martinek, 1991). 그럼에

도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별 이분화라는 관습 내에서 체조와 체력에

서만 ‘성별 고려’를 표방하기에, 우리는 당시 체육과 교육과정이 문서상

의 성별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이분법적 젠더 인식을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시기에서도 ‘체조 지도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안내가 이어진다. 

6차시기에 최초로 발행되는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정작 성별 요인을 고려하

는 의미에 대한 서술이 누락되어 있기에 이분법적 성별 인식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될 수 없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해당 내용이다.

자. 체조는 성별 및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맨손 체조는 단순함으로부터 오는 흥미의 감소, 기계 체조는 기계를 극복해

야 하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맨

손 체조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 부위 활동, 힘의 변화, 운동 공감의 활용, 신

체 부위 간의 조합, 사람 수의 조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하도록 지도하고, 기

계 운동은 난이도의 조정으로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제6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중, 7. 체육과의 방법).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심리적 요인’과 ‘안전’에 관한 

서술이 있으나 ‘성별 고려’에 관한 기술만 누락되어 있다. 해설서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고려’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에, 

이는 체육교육과정의 소극적인 젠더 감식안을 암시한다. 해설서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이전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이 표기로만 존재하는 ‘성별’은, 체

육 교사들로 하여금 기존 관습대로 ‘무조건적 성별분리’가 지당한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 성 평등한 체육교육과정이라면 특정 종목에서만 젠

더를 고려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시의 ‘성별’이 젠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으로 서술 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성별’이 생물학적 성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체조라는 종목은 곧 성별을 구분하여 가르칠 것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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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체육과 교육과정이 1차

시기부터 기술해 온 ‘성별’의 의미가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에 불과한 비

교육적 젠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은 아래와 같이 평등한 체육교육에 대하여 직

접 서술하는 시기이다. 비록 지난 교육과정과 동일한 표기들이 반복되더라도, 

평등한 학습기회를 강조하고 있기에 지난 교육과정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교수·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진행한다.

(<제7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4. 교수·학습 방법 중 다. 학생)

  평등한 체육교육의 지향은 1990년대 공교육에 양성 평등 교육 개념이 등

장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여성발전기

본법>이 학교교육으로 도입된 이후 <제7차 교육과정>(1997)은 평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향을 반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성별 이원화된 교육 내

용 체계나 다름없었던 기술·산업 교과와 가정 교과도 <제7차 교육과정> 시

기에 기술·가정으로 통합하게 되는데 이 또한 양성 평등 교육 개념이 법제

화 된 1990년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1997)이 성 평등한 개념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가정 교과는 교육과정을 반성적으로 서술하였다 점에서 있어서, 

체육과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나. 기술·산업과 가정 교과의 통합과 필수화

제5차 교육 과정 이전까지 여학생에게는 가정을,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이

수하게 한 교육 과정 운영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

화되며, 핵가족화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남녀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제7차 중학교 기술·가

정 교육과정 해설서>, 1. 기술·가정과 교육 과정 개정의 배경).

…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최소 필수의 교육’이 아니라, 국민 각자

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의 필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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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

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학생의 입장에

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요구 수준, 개인별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7차 중학

교 총론 해설서 1. 교육 과정의 이해, 다. 교육 과정의 관련 법규 중). 

  이상의 <제7차 교육과정>(1997)의 배경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교

육과정 총론에서 ‘동등(equality)’과 ‘평등(equity)’의 개념이 구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총론의 지향은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체육교육에서의 ‘교육적 평등’이란 여학생의 신체 

활동 경험이 질적으로 유사하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Hall, 

2002). ‘평등’의 의미를 ‘학습기회’에서 ‘학습결과’로 확대하는 것이

다. 평등과 공평의 다른 의미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평등과 공평

  이를 체육교육의 ‘성별 논의’에 적용해보면, 학습자의 성별을 고려한다

는 의미는 학습자의 사회적 성별인 ‘젠더’ 특성을 고려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다음 <2007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확인된다.

㉠ 양성 평등 체육 수업의 방향

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데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많은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은 ‘동등(sameness)’과 ‘평등(equity)’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

평등(Equality) 공평(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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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서, 

상위 집단의 학생들과 하위 집단의 학생들을 함께 한 장소에서 수업한다

고 해서 ‘교육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러한 물리적 조치

는 ‘교육적 평등’이 아닌 ‘교육적 동등’(유정애, 2005)일 뿐이다(<2007 중학

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78, 교수·학습 운영 계획).

  <2007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등의 개념이 7차와 다르다

는 점이다. 한글 표기는 ‘평등’으로 동일할지라도 영어 표기를 equality에서 

equity로 바꾸면서 그 개념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때문이

다. 학습자의 성별에 무관하게 동일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양적 기회의 평등

에서, 학습자의 맥락에 따라 교수학습에의 공평한 기회로 확대하는 것은, 학

습자를 생물학적 성별 집단이 아닌 젠더 특성의 다양함을 내재한 개별 존재

(gender)로 고려할 때 가능한 인식이다. 특히 개인차(성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에 관한 서술은 <2007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좀 더 구체화 되었

다. 해설서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수업에서 ‘성차’와 ‘성별’을 고려한다

는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체육과는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생의 개인차(성차, 체격의 차이, 체력의 차이, 운동 

기능 수준의 차이, 학습 흥미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 활

동의 질적 수준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별, 흥미, 체격, 운동 기능, 

체력, 학습 유형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수업 운영을 제안

하고 있다(<2007년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72).

  

  이때 비판적으로 볼 것은 ‘성차’와 ‘성별’이라는 중복적인 개념이 동

시에 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없어서 그 의미의 구분이 모호

하다는 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성차’는 ‘남성과 여성

의 생물학적인 차이’, ‘성별’은 ‘남녀나 암수의 구별’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성차나 성별이 모두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개념임을 직시한다면,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차와 성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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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

하느라 ‘성차’와 ‘성별’을 동시에 표기한 경우라면, 다음 2009 개정 시

기에 ‘성별’의 표기가 사라진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2)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양한 과제 난이도 또는 

과제 유형이 포함된 교수·학습 활동을 조직하여 학습 활동에 소외되는 학

생이 없도록 한다(<2009 개정 시기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가. 교수·학

습의 방향 중).

  <2009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 교사들이 학생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

업을 위해 ‘성차의 고려’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시기에는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아서 ‘성별’이 사라지고 ‘성차’ 표기만 남게 된 

배경에 대하여 알 길이 없게 되었다. 종전까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적

으로 사용되었던 ‘성별’의 표기 대신 ‘성차’의 표기만 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확히 이 의미가 ‘생물학적 성별 구분’인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남성스러움 혹은 여성스러움과 같은 ‘젠더’ 의 맥락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 체육과 교육과정이 젠더의 의미

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성차’만 표기되어 있는 현재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젠더 특성을 

인식 하라는 안내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별’이라는 단어가 안내하는 

수업이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분리수업이었기에, ‘성차’라는 

표기 또한 결과적으로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교육의 모습이란 무턱대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통합하면 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호함에 대한 규명은, 개인차를 고려하는 수업의 세부 

맥락,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평등의 의미가 공평으로 확대되었다는 맥락

을 종합적으로 읽어 낼 때에만 이해 가능할 일이다. 

  오늘날 체육교사들은 과거의 성 불평등한 체육과 교육과정 이념아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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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미 교사들에게 불평등한 체육교육에 대한 감식

안이 부재 혹은 미약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성 평등한’ 체육교육을 지

향하는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의 불충분한 서술은 현장 교사로 하여금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수업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지 못한다. 따라서 체육과 

교육과정은 평등의 의미를 젠더 평등한, 반성적인 관점에서 재 서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구분을 기술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혼용되어 온 ‘성별’과 ‘성차’의 표기만 남겨 두는 것은,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 수업의 구현을 소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교육과정 

스스로의 젠더 감식안이 민감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체육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젠더인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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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체육과 교육과정 내 젠더 인식 분석  

교육
과정
시기

체육과
교육과정 내 
젠더표기

내용 분석
성별분리
수업내용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내 
젠더 표기

1차 성별

교수학습내용의 성별 이원화, 성별은 생물
학적 성의 단순 구분을 의미함
남:중거리달리기,삼단뛰기,장대뜀뛰기,축구,
스피드볼,소프트볼,트라이볼,유도,씨름

남학생만
+9종목

-

(해설서 없음)

2차 
남녀의 

특성

교수학습내용의 성별 이원화, 남녀의 특성
은 생물학적 성의 단순 구분을 의미함
남:중거리달리기,삼단뛰기,장대뜀뛰기,축구,
소프트볼,트라이볼,유도,씨름

남학생만
+8종목

3차 
남녀의 

특성

교수학습내용의 성별 이원화, 남녀의 특성
은 생물학적 성의 단순 구분을 의미함
남:철봉,평행봉,축구,씨름.태권도,유도
여:평균대,무용

남학생만
+6종목
/여학생

만
+2종목

4차 
남녀의 

특성

교수학습내용의 성별 이원화, 남녀의 특성
은 생물학적 성의 단순 구분을 의미함
남:철봉,평행봉,축구,씨름.태권도,유도
여:평균대,무용

남학생만
+6종목
/여학생

만
+2종목

5차 성별
교수학습내용의 성별 통합 시작, 체조에서
만 성별의 고려를 기술함

남녀 

동일 

종목으로

일원화

6차 성별
해설서에 성별 요소 고려 내용이 부재함, 
체조에서만 성별의 고려를 기술함 

○성차별이 없이
(해설서 등장)

7차 성별
모든 학생의 평등한 기회를 기술함, 평등
(equality)과 공평(equity)을 구분함, 체조
에서만 성별의 고려를 기술함

○모든 학생에게 동
일하고 평등한 기회, 
○성 편견을 불식하
고, 
○남녀 간의 능력 
차이를 감안한 

2007 

개정시기

성별

성차

성차를 표기, 성차와 성별을 중복 표기함. 
둘 차이에 대한 의미 구분이 없음, 평등의 
개념이 7차에서의 공평(equity)과 동일한 
의미로 기술됨 

○학생의 개인차(성
차), 
○성별 등의 개인차
를 고려하여

2009 

개정시기

~ 현재

성차
성차로만 표기함, 해설의 부재로 성차의 
의미 파악이 모호해짐 

-
(해설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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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과 교육과정 젠더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

 체육과 교육과정은 내적으로 교과의 위상을 대표하고, 외적으로는 사회 변

화를 반영하고 견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요구, 지식의 변화, 

교육 이론의 발전, 현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외재적 요청

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기 마련이다(유정애, 2007; <제7차 체육과 교육

과정 해설서>: 따라서 개정의 변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념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변함없이 홍익인간 

이념을 전승하고 있다. 한명희(2003)는 오늘날 홍익인간의 이념을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로 규명하였다. 오

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 또한 이러한 이념과 다르지 않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습자의 생물학적 성별이나 젠더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을 추구하는 것(2009년 교육과정 총론) 역시 체육과 교

육과정의 전인교육 이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체육과 교육과정은 

궁극적 교육 목표인 ‘전인교육’의 의미를 서술하는 데 있어 과거와 변함

없는 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체육과 교육과정은 남성 중심적이기에,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이 없는 성 중립성은 여전히 불평등한 관계를 생산할 문제가 내재되어 있

다.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들이 소외감을 경험한다는 

체육교육 연구는(조한무, 임승엽, 2012; 배소심, 김경숙, 원영신, 조미혜, 유

정애, 2005; 전호정, 2002; 최의창, 1996)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 중립

적인 이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체육

교육에서 여학생들은 홍익인간과 전인교육 이념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유난히 체육교과에서 여학생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과 상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전체의 절반인 여학생들이 소외 집단으로 이름 되는 현

실 앞에서 ‘전인교육’ 달성 역시 절반에 불과한, 요원한 일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교육이 목표하는 ‘전인교육’은 수사적 개념에 불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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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까닭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은 문서에서부터 성 평등한 체육교육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교과 이념과 목표는 잠재

적으로 달성될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할 때 달성되는 일이기 때

문이다. 일부 단위 학교에서의 개선만으로 여학생이라는 전체 집단의 소외

감이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은 

평등에 관한 서술은 최소화되어 있기에 해석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최근 체육과 교육과정으로부터 드러나는 성 평등한 

체육교육에의 의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후 성 평등한 체육교육 

논의가 시작되는 1990년대의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젠더 인식 변화를 살펴보

고 향후 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내재한 체육과 교육과정으로의 개정 가능성

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가 항에서는 과거 체육과 교육과정 속 혼성수업에 관한 예시의 내용을 분

석하여 이에 내재된 젠더 인식을 분석하고, 이후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 평등 지향이 소극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나 항에서는 2007 개정시기 이후로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육적 평등을 질

적 공평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을 심화 서술하

는 개정이 이루어질 때 젠더 인식이 개선된 체육과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음

을 논의한다.

  가. 이분법적 예시와 축소된 성 평등 지향

  오늘날의 성역할 규범과 고정관념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되었음에

도, 이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광범위하게 남아있다(구정화, 2006; 2009).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교수·학습 활동과정에 침윤하여 학생들의 배움

과 경험을 차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는

다(정혜숙, 정경아, 1998; 황창연 외, 2005).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성역할 

재생산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특히 신체활동 가치를 체화(embodied)하게 만

드는 체육이 성역할 규범을 해체할 수 있는 인식 변화를 충분히 의도하지 

못한다면, 체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교과로 기능할 것임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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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실제로 우수한 운동기능을 발휘하는 여학생들은 ‘남자 같다’

는 낙인을 피하고자, 체육수업에 참여할 때 무기력과 불안 등의 심리적 갈

등을 겪는다(최의창, 2002a).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비교를 통해 

대상화되는 것을 피하느라 신체활동 자체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복영희, 

이종길, 2007). 

  체육수업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은 교사로부터 야기되고 강

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의 학생 행동 관리, 교수·학습 피드백에 이미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재하며, 이는 학습 기대를 통해 전이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교사 학생간의 계급갈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서 문제현상으로 감지되기 어렵다(구정화, 2009; 오욱

환, 1987). 이에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학습자의 피해는 가중될 수 

있음을 교사들은 주지해야 한다. 교사는 성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을 지

녀서도 안 되고, 표출해서도 안 되는, 학습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수업참여와 

질적 경험을 도모해야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이식해야 한다(조한무, 임승엽, 

2012).  

  이에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 평등한 체육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사의 젠

더 인식 개선이 선행과제임을 주지하고, 우선적으로 체육교사들이 인식 개

선을 위한 지향을 상세히 서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들은 젠더 인식

이 내재된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체육교사들에게는 성 불평등한 교육 방식과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지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성 평등한 체육 실

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메타 교육10)의 책임이 따른다. 즉, 교사의 

젠더 인식 개선은 젠더인식이 내재된 체육교육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학습자의 왜곡된 젠더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성 평등한 체육교육 실

천의 물꼬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은 ‘평등’의 의미를 ‘성 평등한 체육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히 서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의 성

10)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발전시킨다(신기현, 
2002; 장상호, 199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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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남녀로 구분하기 전에, 제각각의 젠더 특성을 지닌 동등한 ‘학습자’

를 알아 볼 수 있는 안목의 필요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중립적 

관점에서의 ‘평등’ 논의만으로는 교사의 젠더 인식이 개선되기 어려운 것

이다. 따라서 ‘기회의 양적 평등이 질적 공평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

미가 젠더의 개념을 이해하고 젠더 인식 위에서 학습자를 보아야 한다는 의

미를 인지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과거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든 예

시는 교육적인 젠더 인식에 반하였고, 최근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 내재

하는 성 평등에 관한 서술은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축소되어 있기에 문제

라 할 수 있다. 

  1)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분법적인 성별 예시

  <2007년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기술된 예시를 보면 체육과 교육과정

이 남녀 학습자를 젠더 존재로 고려하거나, 혹은 그러한 인식으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예시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

으로 젠더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시를 통해 우리는 체육과 교

육과정이 ‘생물학적 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성(gender)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젠더 인식이 부재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연습 과정에서는 남녀 학생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난이도로 규칙을 수정(남학생에게는 핸디캡, 여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

하거나 경기장 또는 장비를 변형하여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2007년 중

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78).  

  위 예시를 통해 우리는 <2007 체육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젠더 인식의 일

부를 읽어낼 수 있다. 우선, 남녀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성별로 학습 

집단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관점 즉, 통합적인 관점에서 혼성학급 체육수업

을 안내하려는 평등 지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각

각 핸디캡과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예시는, 평등 지향에 상충한다. 이는 ‘성

별’ 분리와 ‘젠더 특성’의 존중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혼선되어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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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은 실재하는 집단이지만, 이 집단이 여학생 개인들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이는 남학생 성별집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에게는 핸디캡과 여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예시는 개인 학생들을 

생물학적 성별로 이분화한 발상이기에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임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에는 두 가지 가정

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 두 개의 가정 모두는 한쪽 성별의 우월함

과 다른 한쪽 성별의 열등함이 전제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첫째, ‘모든 스포츠에서 성별간의 기능차이는 확연하다’는 가정이다. 남

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의 스포츠가 항상 ‘남학생에게는 핸

디캡, 여학생에게는 가산점 제공’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체육교육 내용 중 ‘도전영역’의 ‘표적(target)형’ 경기(볼링, 

다트, 양궁 등)들은 성별 간의 기능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혼성 체

육수업에서 선택된 스포츠가 필요로 하는 체력(근력, 지구력, 순발력, 유연

성, 신체구성)의 우선순위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근력과 순발력으로 좌우되

는 스포츠에서 남학생은 우월한 집단으로 가정될 수 있겠지만, 유연성으로 

좌우되는 스포츠에서는 여학생이 우월한 집단으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핸디캡을 주어야 하고, 여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어

야 한다’는 인식이 항상 옳은 것으로 주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모든 남학생의 스포츠 기능은 여학생보다 뛰어나다’는 가정이다. 

해설서의 예시는 학습자 ‘개개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평등’이 아닌 

‘동일하다’고 인지하는 동등(sameness)의 관점에 가깝다. 남학생 간에는 

운동 기능의 차이가 다양하며, 여학생 집단 안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

지다. 일례로, 남학생 집단의 평균 운동 결과를 밑도는 학습자와, 여학생 집

단의 평균을 웃도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 핸디캡은 공평(equity)하

지 못한 처사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남학생이 모든 여학생과 비교하여 핸

디캡을 얻거나, 모든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상

기 예시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생의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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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양한 젠더특성

을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한 것은 모순이다. 학습자를 일괄적으로 이

분화 하는 관점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사회적 존재인 학습자의 젠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평등한 체육수업으로서 생물학적 성별

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 서술해야 한다면, 이때의 예시는 요컨대, 남학생에

게 유리한 관점에서만 서술될 것이 아니라, 여학생에게 유리한 관점에서도 

서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젠더를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하는 비교육적인 

인식은 아래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에서도 확인된다. 

…남녀 혼성 체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① 학습 목표는 남녀 학생의 개인차에 의거하여 탄력성 있게 설정되어야 

하며, 학습자 각 개인의 잠재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 구성한다. 

② 지도 교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성 편견을 불식하고 동등한 입장

에서 지도에 임한다. 남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

다. 예를 들면, 여학생에게 체육의 지식 이해를 위한 과제를 부과할 때 남

학생에게도 상응하는 적절한 과제를 준다… (7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중, 혼성학급 교수·학습 방법).

  성 편견을 불식시키려면 ①항의 내용대로, 남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안목이 우선인데 반해,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자 젠더 특성을 생물

학적 성별로 환원하였다. 예컨대 ②항의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분리된 과제를 

부여하라는 안내는 학습자를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하는 인식 위에서 가능하

다는 것이다. 젠더를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한 인식은 <그림 3>과 같다.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내부에 동일한 학습 과제를 일괄 부

여하는 것은 다양한 학생들을 규격화하는 처사일 수 있다. 이는 개별성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과 동떨어질 수 있다. 모든 여학생이나 남학생에게 동일

한 과제를 부과한다는 상황은 이미 학습대상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

되었을 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설은 교사의 성별 고정관념을 해체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 편견의 불식’이 아닌, 성 편견을 답습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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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체육교육의 구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젠더의 생물학적 성별 환원 

  2) 소극적인 성 평등 체육수업 지향 

  성 불평등한 현상은 개인과 사회의 전반에 이념화 되어버린, 인식에 기원

한다. 따라서 사회의 수많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려면 지속적이고 의

도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요구된다. 때문에 성 평등한 체육교육에는, 과거의 

불평등한 교육과정의 반성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상세한 서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체육교육을 통해 신체활동에 깃든 젠더 고정관념은 체화되고, 내

면화되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과는 생물학적 성에 관

련된 뿌리 깊은 통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로 인한 

교육적 성과나 폐해를 면밀하게 해명하여 고정관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최신 <2009 체육과 교육과정> 내에는 더 이상 성 평등을 향한 구

체적인 설명이 동반되지 않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제1차

시기부터 ‘성별’, ‘남녀의 특성’, ‘성차’등을 표기하는 데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내재하였더라도,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기회의 동등과 결

과의 평등을 서술한 역사가 있으며, 성 평등한 혼성 체육 수업을 위한 해설

을 시도한 바가 있다. 1990년대 양성평등교육 개념이 교육제도에 편입되면

서 평등한 교육에 관한 해명이 많아졌고, 각 교과목마다 이에 대한 해명이 

구체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2009 체육과 교육과정>



- 51 -

은 과거 편향된 예시로부터 중립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이 ‘성

차’라는 표기만 남겨두었을 뿐이다. 

(2)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과제 유형과 난이도를 달

리한 교수ㆍ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재구성하거나 동일 과제에 대한 목표 

수준을 달리 적용하여 학습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한다

(<2009 체육과 교육과정>, 3. 교수학습 방법 중, 교수학습의 방향).

  <2009 체육과 교육과정> 시기에는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아서 ‘성차’에 

관한 해명이 불충분한 상태다. 이에 ‘성차’의 해석이 생물학적 성별구분

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해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동

안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미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이분법적 이해였음을 상기하면, 충분한 해명이 결여된 채 표기된 ‘성차’

는, 뿌리 깊은 인식법 그대로 성별의 구분으로 가름되기 쉬울 것이다. 표준

국어대사전의 정의대로“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성차’를 해

석하게 되면, 이는 질적 평등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성별의 

이분법으로 오해되기 쉬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젠더 이슈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차에 관한 해설이 없는 최

신 체육과 교육과정의 단순한 표기 방식은 학교 현장의 성 평등한 체육수업

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차의 단순한 표기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별 이슈의 갈등이 

저절로 개선될 리 만무하다. 문서적 차원이 해석되어 실천되기까지는 괴리

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성 평등한 체육수업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이 불충분하게 해명되는 것은 이상적인 실천을 확신할 수 없

는 소극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오욱환, 1990). 기능 중심 체육교육으로 인

해 소외받아온 집단은 여학생이자, 여성스러움으로 대표되는 것이었음을 상

기할 때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교육과정 문서가 

소극적인 기술로 그치는 것은 개선 의지의 미약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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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분리의 내용체계가 정통한 체육교육 방법처럼 이념화 되어 있는 한, 

성 불평등한 체육교육은 저절로 해소될 수 없다. 기존 교육과정에서의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려면 궁극적으로 젠더의 개념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이 

교사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젠더인식 개선이 선결되어야 학습자

의 성역할 고정관념 또한 개선 가능한 것이 된다. 교사는 곧 교육과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오랜 속설이 

바로 교육과정의 실천가로서의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 평등에 관한 교육의 지향을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는 체육과 교

육과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교사의 인식은 물론 체육교육 현장

의 젠더 인식을 직접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나. 평등에서 공평으로

  교육과정은 어제의 관습을 개선하며 오늘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때문에 체육과 교육과정 역시 희망을 기대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재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유정애, 2007). 이에 교육과정 문서에 보이지 않는 

이념으로 관념화 되어있는 성 불평등한 현상을 개선하려면 그 지향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상세히 서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개선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

는 성별, 계급, 인종과 같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

다. 또한 학교 체육 현장에서 젠더 인식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때 

교육차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

육과 교육과정은 젠더 고정관념 아래 교육 받아온 현장 체육 교사들의 젠더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과 교육과정이 교수·학습의 방향으

로 젠더 인식의 증진을 안내하는 것은 단순한 교과 교육과정 개선의 질적 

향상을 넘어선, 국가의 사회·문화·교육적 이념을 공평의 차원으로 격상시

킨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앞으로 젠더 인식의 개선을 통해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는 체육수업의 실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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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 가능성에 기인한다. 첫째는, 그동안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

식이 공평의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음에, 둘째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구체적

인 현장 체육수업의 시사점에 있다. 두 번째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

에서 전개하기로 하고, 본 항에서는 첫 번째 가능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한다. 즉, 체육과 교육과정이 젠더 인식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개정

해 왔음을 통해 교육적인 젠더 인식의 가능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제1차시기부터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학습 내용을 분리하였기에 

차별적이었다는 과거가 있지만,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개성 있

는 존재로 간주하고, 각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한다는 지향을 읽을 수 있다

(유정애, 2007). 

  특히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점은 

2007 개정 시기다. <2007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는 아래와 같이 양성 평

등한 체육 수업의 방향이 ‘교육적 평등’에 있음을 서술한 바 있기 때문이

다. Hall(2002)은 교육적 평등이란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동일한 것은 물론, 

결과 또한 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7 체

육과 교육과정>은 학습 결과의 질적 평등의 지향임을 읽을 수 있다.  

㉠ 양성 평등 체육 수업의 방향

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데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많은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은 ‘동등(sameness)’과 ‘평등(equity)’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

다. 물리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서, 

상위 집단의 학생들과 하위 집단의 학생들을 함께 한 장소에서 수업한다

고 해서 ‘교육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러한 물리적 조치

는 ‘교육적 평등’이 아닌 ‘교육적 동등’(유정애, 2005)일 뿐이다(<2007 중학

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 78, 중, 교수·학습 운영 계획).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은 ‘평등’의 표기를, 공평이란 의미의 

‘equity’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equality’의 표기로부터 평등의 질적 의미를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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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교육과정의 평등은 양적 평등에 그치지 않고, 교육 결과로서 질적인 

면에서의 평등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과 교육

과정의 젠더 인식의 변화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는 과정에 있으며, 앞

으로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이 장의 서두에서부터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이 떨

쳐내지 못하고 있는 성 불평등한 이념을 비판해왔다. 체육교육에서의 성 역

할 편견과 고정관념이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을 가로 막는 근본적인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이 미온한 해명으로 

그치는 현실은 문제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별 불평

등 현상을 감식하는 안목이 민감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최신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성 평등한 체육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지향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임을 분명히 하였다. 체육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 문화와 불평등 현상

에 대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학교교육(한명희, 1987)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문서는 곧 학교체육현장을 담보하는 것이다. 체육교육 현장은 체

육교육과정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기에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

서는 향후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차, 성별’의 개념을 사회적 성인 ‘젠더’

로 해석할 수 있는, 자세한 해명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학생을 ‘젠더 존

재’로 인식할 때 다양성이 내재된 평등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 수업의 좋

은 모습으로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육

과 교육과정이 체육교육의 표상(present)이라고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

고 있는 하나로 수업은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의 재현(represent)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문서적 차원의 체육과 교육과정과 실천적 차원의 하나로 

수업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절의 서두에 언급한대로 

교육과정의 개선은 새로운 지향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

요하며, 이로써 실천 가능한 교육의 모습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때 달성 가

능한 것이기에, 학교 체육 현장의 좋은 수업의 사례로서 하나로 수업이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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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우리는 지금까지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제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성별 이원화 구조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봄으로

써 오늘날 여학생 체육교육의 어려움들이 체육과 교육과정 자체의 성별 구

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생을 생물

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이분화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으로는 공통 교육과정

에 작용하는 당대의 사회적 관습, 즉 남녀를 구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작용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습이 짙게 배어 있던 과거 

우리 문화에서는 여학생 학교교육의 양적 평등조차 확보되기 어려웠다는 측

면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등한 체육교육 현실 역시 쉽게 실천되기 어려

운 이념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이러한 체육교육의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Crawford(1994), Llyod, West(1988)의 주장에 따른다.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

인 교수학습활동은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의 차별을 조장 한다”는 사실 때

문 이다. 이에 체육과 교육과정이 1955년 제1차시기부터 1987년 3월, 제5차 

개정안이 발표되기까지 사반세기가 지나도록 남녀 학생에게 차별적인 교육

내용을 가르쳐왔다는 사실은, 오늘날 체육교육이 반성해야 할 역사다. 성 평

등한 체육교육을 위한 반성의 수혜는 학습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스

포츠 문화에 짙게 배어있는 남성성이 여학생의 체육교육 참여를 저지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수혜는 여학생에게만 한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 이원화 되어 있던 과거의 체육교육이념은 

남학생들의 학습참여를 제한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표현활동에 해당하는 

무용은 남학생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이원적인 체육교육이념 

아래에서 남녀를 불문한 모든 학습자는 통합적인 체육교육의 혜택을 얻었다

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성별 이원적인 이념으로 실천되

는 체육교육으로는 온전한 전인교육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체육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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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문서가 분명히 ‘성별을 고려하라’는 지향을 담았더라도, 체육교육 

현장의 뿌리 깊은 성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이념이 구체적으로 서술되

어 있지 않으면, 학교체육의 현장에서는 익숙한 방식대로 학생들을 남녀 두 

집단으로 구분하며, 양적기회의 평등을 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달성을 짐작하기 쉽다. 이러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비교육적 젠

더 인식은 양성 평등의 이상과 실천 간의 괴리를 증명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양성 평등 교육 법제화의 여파가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하여금 평등의 개념을 ‘질적 공평’(equity)으로 선언

하도록 도왔지만,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롯이 체육과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과거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양성 평등한 체육수

업의 예시들은 여전히 남녀 학생의 위계를 상정한 채 남학생 중심적인 시선

에 갇혀, 이분법적인 성별 인식을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의 성을 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성

으로만 인식하는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에 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체육과 교육과정은 개정을 거듭하며 평등의 개념을 확대하였지만, 성역할을 

타파할 수 있는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안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 제정 이래, 체력 향상과 운동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육교육은 

여학생의 체육을 열등한 위치로 상정하곤 했다. 기능 중심적이고 과학적인 

체육교육 입장에서 보면 여학생들의 운동 기능은 늘 남학생의 평균에 못 미

치는 열등한 수준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에서는 

여학생의 체육교육은 늘 남학생의 결과에 못 미치는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

고, 결과적으로 온전한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로 작

용하는 집단처럼 인식되기 쉬웠던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 체육 기준에 종속

된 여학생 체육교육은, 기능과학 중심 체육교육 패러다임의 탈피 없이는 온

전하게 해방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중에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이 운동 기능 중심체계로부터 탈피하는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07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은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성별 이분법적으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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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운동종목중심의 체계가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았다면, 오늘날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내용체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구분이 무

의미해질 수 있다. 신체활동의 가치는 성별은 물론, 지위와 인종, 계급의 고

하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

성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확대되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인구

가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위에서, 기존 내용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신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가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지

향하는 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서술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등한 

체육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여학생이라는 성별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거

나, 성별 위계의 재생산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서술하는 대신, 단지 ‘성

차’라는 표기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성 평등한 체육교육 실천이 절실

한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의 소극적인 목표 지향은 비판적인 반성을 거쳐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비판 없이 설정되는 체육교육 목

표는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을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암시하게 된다. 따

라서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별 이분법적인 구조를 지녀왔다는 사실을 반성하

지 못하고 개정해 온 역사에 대한 자발적인 비판 없이는 통합적인 전인양성

을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은 어쩌면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오늘날 체육교육은 학습자의 생물학적 성별(sex)로 학습 내용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습자의 성(gender)에 의한 학습 결과의 차별도 경

계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 통합적인 전인교과로서 체육교육학의 위상을 

세우는 일은 곧, 학습자를 사회적 성을 지닌 젠더 존재로 바라보고, 그 다양

함과 다름의 사이를 차별이 아닌 이해와 소통으로 교육시키려는 노력과 다

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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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목표는 결과를 담보한다. 체육교육의 목표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실

제 학교 현장의 수업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평등한 체육교

육의 이상과 달리 여학생의 교육 소외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있는 체육

의 궁극적 목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우리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1955년 제1차시기부터 지덕체(智德體) 교육으로

서 통합교육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인교육의 맥락은 뿌리가 깊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의 성별집단이 소외감을 보고하는 현실

에서 전인교육이 온전히 추구되는지는 보다 철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체육교육이 당연시 해온 ‘전인(全人)교육’목표(Parry, 

1998)는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교육과정 목표’로 선언되

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체육이 전인교육 목표를 선언한 시기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으로, 채 20년이 되지 않는다.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의 선언이 뒤늦게 성문화되었다

는 것은, 역으로 체육교육이 성별 구조 위에서 차별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할지 모를 일이다. 이에 전인교육의 공식적 선언

은 체육과 교육과정 역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궁극적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교과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선언은 성 평등

한 교육이 법제화되는 1990년대의 시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7

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공평과 평등을 구분하게 된 사실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목표설정 만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학교현장에서 전인교

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추상적인 전인 체육교육

이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성 평등

한 체육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전인교육의 그 지향을 보다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은 전인교육의 선언 이후, 학교 현장에

서 보고되는 전인교육의 좋은 모습으로서 보고되는 하나로 수업과 그 개념

인 인문적 체육교육이 내재하고 있는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의 특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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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학교체육현장에서 통용되는 인문적인 체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 개념은 최의창(2001)의 연구 <인문적체육과 하나

로 수업>에 기원하고 있다. 이는 인문교육(자유교육, liberal art)에 해당하는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종교에 관한 이해와 체육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즉, 신체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적 지혜11)와 체험을 함

께 맛보도록 할 경우에만 전인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교양과 

인성의 함양을 완성하는 체육을 가르치고 배울 때 학생들이 전인으로 성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지식을 함께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의창은 인문학이 인간성 회복과 개발에 필수적이듯, 체육과 관련된 인

문적 지식을 습득시키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야 말로 온전한 체육임을 주장하

였다. 그는 이러한 인문적 체육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개

념을 구체화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

분은 두 가지 지점에 있다. 하나는 인문적 체육교육이 ‘전인’으로만 불린 

이상적인 인간상을 ‘참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체육

과 교육과정이 추상적으로 선언하고만 ‘전인교육을’ 구체적으로 재정의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철학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

고,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 수업’이라는 체육교육 모형

을 내어 놓은 일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체육적 앎에 두 차원이 있음을 상정한다. 통상 우리가 

기술, 규칙, 전술, 게임방법과 같이 체험하는 ‘기법(技法)적 차원’과, 운동

정신, 전통, 안목과 같이 마음으로 느끼는 ‘심법(心法)적 차원’이 그것이

다. 이에 하나로 수업은 “운동의 안과 밖을 하나로, 동시에 겪는 것”겪도

록 함으로써 전인체육의 실천을 선언한다. 이로써 인문적 체육에는 운동의 

기법과 심법을 골고루 체험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해야만 

한다. 운동을 잘 하는 차원의 지식을 ‘바깥쪽 혹은 기법’적 과제들로, 동

11) 체육활동에 관하여 밝혀진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적 지식을 의미한다(최의

창,20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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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운동을 잘 아는 차원의 지식을 ‘안쪽 혹은 심법’적 과제들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는 다음 <그림 4>와 같이‘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그림 4. 하나로 수업의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최의창, 2010: 178)

  인문적 체육교육의 구체적 형태인 하나로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생이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목표로 삼고 운동의 인문적 지식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르친다. 이 때 하나로 수업의 네 가지 목표는 다음 <그림 5>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다.

첫째, 기능과 지식과 태도를 하나로(그리하여 전인이 되도록)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그리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겪는 수업이 되도록)

셋째, 학교 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나로(그리하여 삶의 체육이 

되도록)

넷째, (능력, 성별, 생각이)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그리하여 

모두를 위한 체육이 되도록) 

그림 5. 하나로 수업의 목표 (최의창, 2001: 53)

  본 장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체육교육이 ‘전인교육’을 목

표로 해야 한다는 뚜렷한 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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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여학생의 체육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둘은 2002년부터 시작된 학교체육 현장연구를 통해, 여학생들

이 체육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비교육적

인 젠더 인식과 대조되는 교육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인문적 체육교육을 살펴볼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에는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교육의 특성으로 전인성과 재현성을 분석해 낼 것이다. 

가 항, 전인성 논의에서는, 체육교육이 궁극적인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밝힘으

로써 여학생의 주변적 위치를 개선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나 항, 재현

성 논의에서는 전인으로서의 여학생의 서사와 이미지가 좋은 체육교육의 모

습으로 가시화됨으로써 기존 체육교육에서의 주변적 이미지를 벗어나서, 주

체적인 학습자로 대표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제2절에서는 하나로 수업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로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만 하는 ‘터와 패’라는 수업 구조가 남학생 상징적인 수

업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성역할에 상관없이 학습자의 기대역할을 격려함으

로써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특징이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터는 하나로 수

업이 학습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고 새로운 명명을 시도함으로써 체육교

육 공간의 재 상징화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패는 학생들 각자에게 기

대 역할을 부여함여 여학생의 적극적인 체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학습자 

자신들은 물론 교수학습활동을 반성적으로 실천하는 교사의 젠더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1. 인문적 체육교육의 젠더 인식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관점에서, 전인교육의 개념은 충분히 반성되지 않

았다. 학습자의 절반인 여학생이 남학생과 질적으로 공평한 지식을 체득하

지 못한 채, 소외감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전인교육 선언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오래되고 익숙한 ‘전인교육’의 이념역시 남학생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온전한 교육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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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쪽자리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 평등한 체육교육 논의

를 위해 전인교육의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작업은 필연이다. 만일 이러한 

논의 없이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성 불평등한 기존 

이념이 잔존하는 남학생 중심적인 체육목표를 답습하며, 여학생 교정에만 심

혈을 기울일는지 모른다. 따라서 체육교육에서의 전인교육이라는 개념에 내

재된 남성 중심적 이념을 불식시키려면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

여하는 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남학생 중심적인 기능중심 체육교육의 대안으로 등장한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교육의 개념을 구체화, 재 개념화 하였기에 논의의 대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 평등한 학교교육의 선언이 강화되는 시대에 등장

한 인문적 체육교육은 통합적 체육교육으로서 전인교육의 철학, 목표, 내용, 

방법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구의, 기능과학 중심 체육교육의 대안(최의창, 

2002d)으로서 인문적 체육교육이 의미하는 전인의 구체적인 개념과, 체육과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전인의 선언적 수준의 차이이다. 인문적 체육은 교육과

정과 동일한 수사로서 ‘전인’을 표기하고 이를 목표로 하지만, 인문적 체

육은 전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을 영어(whole person)로도 표기하고, 또 영어발음대로 한글

(호울퍼슨)로 표기하고, ‘참 좋은 사람’으로 부르며 수사적 표현을 달리한

다. 이러한 사실은 익숙한 용어를 새롭게 표현하여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여

성주의, 재평가주의자의 수사적 전략과 일치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이 전인을 개념화하는 특성은 단지 전인 개념의 수사적 전

환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인문적 체육교육 방법을 체육교육 현장에 적용한 

많은 연구들은 여학생들의 다양한 체육 참여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을 통해 여학생의 체육교육 참여가 확대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작성

한 체육교육에서의 글쓰기와 그림,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인문적 체육교

육은 체육과 관련한 인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장려

하고, 감상과 같은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체험 활동으로 활용하는 글쓰기, 그

림그리기, 시 쓰기 등의 과제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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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즉, 여학생이 주체적으로 체육교육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재현

의 과정’이나 다름없다. 학습활동의 과정으로서 생산된 과제물들은 각 학습

자들의 경험과 체험, 앎과 반성을 드러내는 목소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서

사적 과제를 통해 여학생들이 재현하는 이야기들은, 그동안 체육교육에서 소

외된 집단이라 이름 된 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체육교육 장면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말할 수 없었던 주체들에게 자

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인문적 체육교육은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체육참여를 가시화 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에 관한 현장 연구들은 

다양한 학습자의 목소리가 재현된 자료를 연구의 텍스트로 활용하거나, 현장 

수업에서의 예시답안으로 활용하며 다른 학생들의 글쓰기를 격려하게 된다. 

이에 여학생 체육교육의 확대는 곧 인문적 체육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의 목소리를 재현해 낸다는 특징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예로부터 변함없이 통용되는 ‘전인교육’의 개념을 

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인교육 선언과 동시대

에 등장한 인문적 체육교육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전인교육의 개념을 논

의할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이 구체화한 전인 개념이 다양한 여학생들의 

등장을 담보하는 “전인성”(wholepersonship)을 내포하며, 이를 실천하는 과

정에서 기존 체육교육으로부터 주변화 되었던 학습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는 측면에서 재현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이 오래

도록 통용해 온 추상적인 개념과 비교하여 볼 때, 인문적 체육교육이 내포

하는 전인의 개념은 질적으로 확장된 것임을, 또한 현장 체육수업을 통해 

여학생들이 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데 의미를 두

어, 인문적 체육교육은 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내재한 전인교육임을 논의할 

것이다.    

  가 항에서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성이란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이 선언

에 그친 ‘전인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전인이

라는 목표인간상을 온전히 통합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개념화했다는 측면에

서 질적으로 고양된 개념임을 논의할 것이다.  

  나 항에서는 인문적 체육교육이 전인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특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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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며, 이로써 드러나는 다양한 학습자의 목소리가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

의 남학생 중심성을 재편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가. 전인성 : 전인교육의 재 개념화

  목표의 변화는 내용, 방법, 평가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체육교육이 

‘전인교육’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는 변화는 결과적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7차 시기에서 선언한 전인교육 목표 선언과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

면 개정의 관계도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의 우리사회는 점차 다양화되고 파편화되는 학습자들의 교육경험

을 통합할 새로운 체육교육의 상, 즉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체육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분명했던 시기다(유정애, 2012). 

따라서 관습과도 같았던 추상적인 전인교육의 의미와 전인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준성(2014)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인교육목표에 

따른 젠더 중립적인 인간상의 구체화 작업은 평등한 체육교육과정 담론의 형

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 언어화되기 이전의 현상들이 ‘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제도를 통해 의사소통의 단계에 이르면서 그와 유사한 경험과 현상들

이 그 이름 아래 범주화되며 특정 담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준성, 

2014). 실제로 전인이라는 인간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체육교육과정은 새

로운 수사를 동원하며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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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시기 중학교(1997.12)

2. 목  표  

체육은 이와 같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ㆍ지

ㆍ덕이 통합된 인간의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007개정시기 중학교(2007.02)

2. 목   표 

체육과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

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

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전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공동

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력과 협력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2009개정시기 중학교(2011.08)

나.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가치와 함께 창의·인성을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이다. 즉,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체력 및 운동 능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 등의 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나아가 범세계적 신체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림 6.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인교육 목표 선언과 전인상

  기존 체육교육이 남학생 혹은 남성스러운 이미지로 불균형하게 채워져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왕성한 체력과 투지를 보이는 교과서 내 이미지는 

대부분 남학생의 것이었다. 여학생은 외모와 미용, 가정적인 모습으로 대조

되어 체육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부분적으로 드러낼 뿐이었다(유정애, 2002). 

교과서 삽화에 내재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은 체육과의 ‘전인’ 

개념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깃들어 있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여학생에게 

기대되는 ‘전인’과 남학생의 ‘전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별이념에 따

라 학습자에게 다른 목표를 기대하게 되면, 결국 학습 경험도 질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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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과는 멀어지게 만

드는 원인이 된다. 

  이에 오늘날 통용되는 ‘전인교육’의 개념을 질적인 면에서 과거와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 1972년 미국의 <남녀교육균등기회법안>(Title Ⅺ)발의,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1985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990년대의 양

성평등한 공교육의 법제화 등과 같은 국내·외 평등 교육의 제도화라는 흐름

위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태동하였고, 이에 따라 ‘전인’에 동반된 성 평

등한 인간상도 유추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평등과 공평을 구

분하여 서술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맥락 역시 이러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전인교육의 개념을 질적으로 비교할 필요로서, <2007 체육과 교육

과정>의 획기적인 내용 체계의 개정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07 개정내

용은 기능중심 체육교육 패러다임의 탈피와도 같아서, 결과적으로 여학생 체

육교육 참여를 확대하며, 보다 평등한 체육교육의 지향을 실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신체활동의 가치라는 폭넓은 안목으로 체육교육을 보게 되면, 남학생 

중심의 운동종목으로 편성된 체육교육에서 여학생들의 소외감을 달래야 할 

문제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잘하는 체육교육’에 관한 새로운 질

서를 재편할 수 있는 것이다(Penny, Chandler, 2000). 따라서 <2007 체육과 교

육과정>은 전인교육의 질적 개념을 비교할 만한 배경으로서 함께 논의될 가

치가 충분하다.  

  본 항에서는, 오늘날 체육이 말하는 전인교육이란, 기존 성 불평등한 체육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과거

와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두 개의 성별로 이분화 하는 반(半)반의 전

인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만큼이나 개성 있는 특성(gender)을 

지닌 학습자로 인식하는 온(穩)전인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주변화 

되었던 여학생들이 체육교육의 학습 주체로서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 제1목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에 ‘전인교

육’이 등장하는 맥락과, 이후 인문적 체육교육 전인상은 체육과 교육과정에 

기표된 전인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자의 등장을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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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제2목에서는 통합적 인간으로 구체화된 인문적 체육

교육의 전인상이 체육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고양된 개념임을 살

펴보고, 이러한 통합적 목표야말로 다양한 젠더 특성의 전시를 담보하는 표

상임을 논의할 것이다.  

  1) 전인 개념의 구체화

  1980년대부터 제기된 성 불평등 교육 논의는 결국 교육과정이 평등을 적

극 선언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1차 <여성정

책기본계획>(1998~2002)과 같은 성 평등 정책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양성 

평등 교육 개념이 도입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체육과 교육과정 또한 양성 

평등한 교과라는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2

년 제6차시기에 등장한 아래의 ‘성격’항목은 주지할만한 변화다. 교과의 

성격을 상세히 규정한 이 항목은, 차기 전인교육의 목표 선언을 가능하게 

만드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제6차시기 중학교(1997.12)

1. 성  격

  체육은 잠재된 신체적 능력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운동 욕구를 실현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신체 활동에 관한 교과이다. 따라

서,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운동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체육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교과이다.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생리적 효율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

성을 유지시키며, 공간 지각 및 물체 조작 능력과 신체적인 상호 작용 능

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중학교 체육과는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게 하여 잠재된 운동 수행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격려와 강화를 통하여 운동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

도하며, 운동 능력의 향상과 운동을 가치롭게 여기는 태도를 중시한다(<제

6차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1. 성격).

제7차시기 중학교(1997.12)

1. 성  격

 체육은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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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ㆍ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공헌하는 교

과이다.

 체육은 이와 같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ㆍ지

ㆍ덕이 통합된 인간의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체육은 육상, 체조, 게임 및 스포츠, 무용 등과 같은 신체 활동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여, 신체 활동 그 자체를 위한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 및 태도의 발달을 통합적으로 도모하는 교

과의 성격을 가진다.…

초등학교 체육은 아동의 움직임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운동 능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의 습득과 운동에 즐겁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실천적 태도를 형성한다. 초등학교 체육은 강조될 다양한 스

포츠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단계로서의 성격을 가

진다.

 중학교 체육은 운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보다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고, 

체력 및 건강을 증진한다. 그리고 체육의 이론적 기초 지식을 학습하여 체

육 현상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며, 실제 운동 참여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보적인 적용력을 기른다(<제7차 중학교 체육

과 교육과정>의 1. 성격). 

  새로운 담론들의 출현은 곧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을 함축한다는 이정우

(2005)의 주장에 따르면, 제6차 및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위와 같이 교과 

성격을 새롭게 선언하는 시도는 평등한 교과교육으로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성격 규정이 부재했던 기존 교육과정 담론에서는, 남학생 

중심적인 체육 수업의 성격 또한 소리 없이 유지되기 쉬었을 것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이 체육 교과가 성격규정을 스스로 상세히 하는 과정에서, 체육

은 ‘교과로서 가치 있다’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사들, 즉, 성 

중립적 표현을 동반함으로써 기존의 남학생 중심적인 질서를 재배열 하는 

새로운 담론의 등장을 앞당기게 된다. ‘다양한 운동 경험’, ‘잠재된 운동 

수행 능력’, ‘태도의 중시’와 같은 다양한 목표 언설의 생산은 곧 학습

자 집단의 다양성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정우, 2005). 따라서 전

인교육이라는 목표의 등장과 더불어 구체화되는 교과의 성격 규명은 기존 

남학생 선호의 기능 중심적 체육교육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롭게 스케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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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양성평등교육 논의 안에서 

공론화 되는 전인교육이었기에, 이러한 담론 아래 명시된‘다양함’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새로운 질서의 체육교육의 암시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위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의 등장은 필연에 가깝다.  

  20세기 말은 거대 담론이 쇠퇴하고 사적이고 내밀한 세계의 서사가 존중

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체육교육의 형태도 환경적 맥락에 따라 개별화 

될 수 있는 다양함이 강조되며, 학습자는 쉼 없이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

며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유연한 관계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체육교육의 ‘전인’목표 역시 다양한 맥락에서 추구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과 교육과정과는 다른 개념의 전인을 규명

하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등장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체육과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사로서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인문적 체

육교육은, 단순한 ‘전인교육’의 표기나 선언에만 그치지 않았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선언에만 그쳤던 추상적인‘전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심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말하는 

전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의 되었다. 

1) 자신을 성찰하고, 

2) 타인을 배려하며, 

3) 제 일을 사랑하고, 

4)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최의창, 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142)

  이를 토대로 하나로 수업 모형을 개발한 최의창은 좋은 체육교육이란 인

문적인 성격을 내재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인문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통합

적인 인간상의 개념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전인을 구

체적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이름하고, 참 좋은 사람을 위한 하나로 수

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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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능과 지식과 태도를 하나로(그리하여 전인이 되도록)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그리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겪

는 수업이 되도록)

셋째, 학교 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나로(그리하여 삶의 체육이 되도록)

넷째, (능력, 성별, 생각이)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그리하여 모두를 위한 

체육이 되도록) (최의창, 2001: 53)

  서덕희(2003)에 따르면 제도를 통해서 유포되는 이러한 전인교육과 전인상

은,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인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 현상들을 같은 이

름으로 ‘보고’, ‘부르게’되면서 그 이름이 실제로 진리효과를 얻게 만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이 구체화한 전인교육과 전인

상은 여학생이 추구해야 할 명확한 목표와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성 평

등한 체육교육 목표로서 그 의미가 짙다고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인문

적 체육교육의 전인상은 성역할 고정관념 위에서 빚어진 무명의 인간상이 

아닌, 모든 학습자가 구현할 수 있는 공통의 상, 즉 양성적인 ‘전인’의 구

체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기존 남학생 중심적인 인간상의 해체와 동시에 

다양한 여학생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Hall(1997)은 특정한 순간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서 무언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제공하는 것은 일련의 질서

들 즉, 새로운 지식의 통치양식(regime of knowledge)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목표 인간상의 개념이 부재하던 과거에는 여학생에게 기대되는 목

표란 구체적이지 않은 채, 주변화된 것이기 십상이었다면, 이제 인문적 체육

교육의 전인상은 여학생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 체육과 교육과정>도 전인 개념을 구체화 하게 되는 것 역시 우

연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성은 2000년대의 체

육과 교육과정이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인상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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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시기

1. 성   격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이다. 즉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면서 건강 및 체력, 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

고력, 신체 문화 인식 등의 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

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

2. 목   표

체육과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

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

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전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력과 협력하는 태도를 함양한다(<2007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중, 1. 성격, 2. 목표).

  2007 개정 시기의 전인은 건강, 체력, 정신, 의식, 사고력, 인식 능력, 자기 

계발에 관한 능력이 있고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명되어 있다. 

이는 체육교육이 기대하는 교육적인 인간(whole person)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인상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통합적인 전인 개념

과 달리 체육교육의 결과적 지식들을 단순 나열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

를 보인다. 다음에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상이 총체적 수준의 인간의 모

습을 허용하고 암시하며, 다양한 전인교육 형태를 선언함으로써, 체육과 교

육과정 젠더 인식 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겠다.  

  2) 전인 개념의 질적 전환

  서덕희(2003)와 Hall(1997)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체육교육 목표 인간상에 

‘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이를 구체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는 

것은 곧, 기존 체육수업의 중심을 재편하는 기회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여기에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전면 개정은 전인교육이

라는 목표 선언만큼이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과 통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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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인문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새로

운 체육교육이 시도되는 것은 기존 남학생 중심적 질서를 재편하는 도전일 

수 있다. 이에 대안적인 체육교육으로서 인문적 체육교육이 등장한 것은 주

목할 만한 현상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배경과 요구를 감

지하는 시대에 등장한 개념이기에, 이 아이디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전

인성이 성 평등한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데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

자는 것이다. 

  <2007 체육과 교육과정>도 전인의 개념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된 전인의 모습은 건강, 체력, 정신, 의식, 사고

력, 인식 능력, 자기 계발, 사회 공헌과 같은 능력을 나열하는, 더하기 방식

의 인간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홍우(1996)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은 가법적인 통합으로 온전한 통합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Placek(1996)또한 

이러한 목표들은 운동을 실제로 행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모습이 아닌, 기능

과 태도와 이론이 각각 떨어진 상태이기에 문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Placek(1996)은 건강, 체력, 정신, 의식, 사고력과 같은 지식을 제각기 분리해

서 배우면 실제 학습 장면에서 온전한 통합을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같은 

입장에서 Penny, Chandler(2000)와 Placek, O'Sullivan(1997)역시 통합적 접근을 

주장하는 체육교육이 학습 목표를 위와 같이 따로따로 접근해서는 목적달성

이 요원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인문적 체육교육이 통합적 인간상으로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식은 체육과 교육과정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교육

목표를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두 가지 방식은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가법적 통합과 승법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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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을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에는 낱낱의 지식을 습득한 인간상을 나

열하는 가법적인 방식과, 여러 지식이 하나로 어우러진 총체적 인간상을 서

술하는 승법적인 방식이 있다(이홍우, 1996). 요컨대, <2007 체육과 교육과

정>은 전자의 방식으로 전인을 서술하였다면, 인문적 체육교육은 후자인 승

법적인 방식의 통합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

교육에서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표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2007 체육과 교육과정과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상 비교

  

  ‘참 좋은 사람’으로 정의된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상은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참 좋은 사람은 학습자의 입장

에서,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술된

(Foss, 1999) 모습인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인은 기능, 

지식, 태도와 같은 개별 능력을 나열하고, 이 능력을 더하기 방식(加法的)으

로 통합하고 있기에,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로 했던 체·지·덕의 교육을 

횡적으로 규정하는 가법적인 전인상(김승호, 2014)과 다름없다. 최의창은 인

문적 교육 방법으로 완성되는 체육교육에서의 전인은 통합된 모습으로 제시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전인은 지덕체의 가법적 통합이 아닌, 

체육 지식과 그 가치의 의미가 학습자에게서 내면화되어 완성되는 승법적인 

통합의 모습을 의미한다. 

전 인 상

2007 체육과 교육과정 인문적 체육교육

1 건강 및 체력을 갖춘 사람 1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2 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2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3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 3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

4 신체 문화 인식능력을 갖춘 사람 4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

5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는 사람

6 건강한 사회와 국가 형성에 공헌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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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인은 체육의 기능, 지식, 태도를 갖추느냐 마느냐라

는 단순 이분법으로 목표달성이 판단될 것이 아니라, 학습자 주체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득한 앎(what)을, 자기 삶에서 의미 있게 만들(how) 수 있을 

때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적 체육교육

의 전인은 ‘가법적 통합’이 아닌 ‘승법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또 전례 

없던 전인상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인 개념을 탈피한, 질적으로 

전환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김승호(2014)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서양 교육 이론에 기반을 둔 교육 

모형들이 전인교육에 대한 설명은 많을지 몰라도, 정작 ‘전인교육’을 통

해서 길러 내야 하는 ‘전인’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

의 주장은 기존 체육교육이 서양 중심의 체육 모형을 일률적으로 답습해 오

다 보니, ‘전인교육’이라는 공허한 수사만 있을 뿐, 그 모습을 구체화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오늘날 이상적인 교육의 상은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에서 그려지

고, 수량화된 교육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으로 변화해가는 중이다. 교

과를 통해 기대하는 궁극적인 인간상도, 체육교육이 학문적으로 관심을 보

이는 영역도, 학습자의 세계로 몰입되는 중이다.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 또

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배움과 삶이 소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가. 이에 우리는 체육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의 개념을 학습자 중심적으로 

재 개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중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말하기나 

주장하기가 진정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없듯(Foss, 1999), 체육교육의 목표 

역시 학습자의 삶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기존의 남학생 중심적인 체육교육에서부터 전승되어 온 전인교육 

목표이기에 성 평등한 관점에서의 재 서술이 필요하다. 

  안미현(2008)에 따르면 수사적이기만 한 기존 개념에는 성별성(gender)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활용은 결국 불평등한 인식을 강화한다. 이는 곧 오랫

동안 남학생 중심적인 개념일 수 있었던 ‘전인교육’ 혹은 ‘전인’ 단어

의 무분별한 활용이 불평등한 현실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의 오래된 지향으로서, 여전히 ‘전인교육’이라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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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전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질적 

의미를 확장하여 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개념화 된 전인은 주변

적 위치에 있던 여학생들이 중심으로 발 디딜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ndit(1977)에 따르면 전인을 설명하는 언어와 표현을 새롭게 함으로써 

체육교육에 관한 인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전인

을 구체화하는 수사법에는 이러한 인식 변화, 즉, 학습자 중심에서 바라본 

체육의 전인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인교육과 전인상은 단

언적인 목표 대신 포용적이고 수행적(performative)인 목표와 서술로, 대안적

인 수사로, 논증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서술 방식이 필요하다. 요약

하자면, 전인교육에서 말하는 ‘전인’을 포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모습으로 

재 서술하려는 수사적인 노력을 통해 기존의 남학생 중심적인 체육교육의 

특성이 해체되고, 평등한 체육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라 인문적 체육교육이 ‘참 좋은 사람’과 같은 새로

운 이름으로 기존의 ‘전인’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 성별성을 해체

하고 교육적인 젠더 인식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기존 체육교육으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한 여학생들이 인문적 체육

교육을 통해 체육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된다는 여러 연구들과도 무관하

지 않다(김낙영, 2002; 김숙경 2005; 배승범, 2009; 전세명, 2010; 조동호, 

2008; 조민주, 2005). 그런 점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을 통해 인식이 개선된 여

학생들의 실재를 가시화하는 하나로 수업은, 통념화된 남녀 성별 위계도 전

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문적 체육교육을 구체화 한 하나로 수업

은 총체적인 전인으로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학습자들의 서사가 드러나는 수업자료와 교육 활동의 결과물이 실천

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서 체육교육의 텍스트가 되어 전인상을 구현

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8>과 같이 글과 이미지로 재현된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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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의 서사적 체험이 재현된 과제물 1

  

  과거 전인교육과 전인상이 불명확했던 시절에는 체육교육의 목표가 신체 

단련, 기능 숙달과 같은 수준으로 한정되며 여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기 쉬웠

다. 이에 여학생의 체육교육 목표는 남학생과 다른 것으로 가정되고, 그 결

과 내용과 방법도 이분화 하여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체육교육은 신체활동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로 규명되고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에 해

당하는 다양한 앎과 지식에 중점을 두어, 공평한 교육의 당위를 강조한다. 

이에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로 형성되는 전인, 즉 좋은 학생이 가

시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전인상의 재현을 촉구하게 된다. 

  실제로 하나로 수업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참 좋은 사람을 가시화하며 학

교 현장의 맥락을 드러낸다. 특히 여학생의 수업 참여가 소외되었던 체육교

육 문화 내에서, 한 모형의 총체적인 인간상의 목표아래 다양한 학습자들의 

목소리가 확보되는 일은, 결과적으로 여학생을 소외로부터 탈출시키는 기획

이 될 수 있다. 이에 다음 나 항에서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성 개념을 

토대로 고안된 하나로 수업이 여학생의 서사를 드러내는 데 성공적이기에, 

기존 체육수업의 남학생 중심적인 이미지를 해체하고, 그 결과 평등한 체육

교육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재현성을 논의해 보겠다.

핸드볼 시화(김숙경, 2005: 44) 체육스케치(김종석, 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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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현성 : 전인의 모습 드러내기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통념은 신체 활동이 전시되는 체육교육에

서 더욱 공고하다. 남학생들은 체육을 잘 한다고 생각되고, 여학생의 운동능

력은 으레 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유정애, 2002). 공교롭게도 운동 기능 중

심의 체육교육은, 여학생들이 스스로를 남학생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인정하

는 헤게모니를 강화해 왔다. 이에 여러 연구들은 체육교육이 기능 중심 수

업으로 계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량이 무조건적으

로 비교되고 경쟁될 때, 체육교육에서 전시되는 텍스트로는, 기능적이고 남

성적인 이미지와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신 

체육과 교육과정이 이미 체육교육의 목표가 운동 기능의 완성에만 있지 않

아야함을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07 체육과 교육과정>부터는 신체활

동 가치를 통한 전인교육을 중시하며 다양성, 통합성, 인문성, 예술성이 살

아있는 체육교육을 강조한다. 그 결과 기능 중심 체육 수업을 탈피하는 대

안적인 체육교육의 다양한 등장을 예고한다.

  특히 인문적 활동과 서사적 지혜가 살아있는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을 재 

개념화하고 있기에 대안적 체육교육으로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문적 지식

을 체득시키기 위해 다채롭고 새로운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하기에 인

문적 체육교육은 다양한 인간상을 불러오며 성 평등한 전인 실천에 있어 희

망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많은 연구들은 새로운 체육교육 프로그램이 성 

평등한 체육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유정애, 2002; Crawford, 

1994; Hutchinson, 1995; Knoppers, 1988; Lirgg, Feltz, 1989; Luke, Sinclair, 

1991; Williamson, 1993). 특히 체육의 인문적 지식이 내면화 되는 개인의 내

적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에는 성별이나 능력 차이의 개입이 적어, 결과적으

로 유능감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쉽다. 글, 그림, 경구, 음악, 

시 등의 간접체험활동 통해 학습자의 배움에 관한 서사(narrative)를 기록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된다. 자신

의 배움과 감상, 이해와 후속 의문에 관한 이야기를 재현하게 만드는 인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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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은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이 주문한, 학습자의 다양한 내적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측면에서 통합적 교육으로 적합하다.

  여학생 체육 참여 관점에서 보면, 인문적 체육교육에 기반을 둔 하나로 수

업이 여학생들을 임파워링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긍정적

인 체육교육 경험에 대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이끌어 냈다는 사실과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텍스트로 드러난 여학생들의 

서사는 결국 남학생 체육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새로운 담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학생들이 인문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체육적 경

험을 드러내는 것은 그동안 스포츠 역사에서 남성의 질서에 종속되었던 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인문적 체육교육이 학습자의 서사를 재현하는 글쓰기 과정이 체육교

육에서 주변화 된 여학생의 위치를 복원하는 데 유의미한 상관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Markula(1993)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속에서 여성이 하위 지위에 할당되어 있다는 언설에 저항할,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여성 자신이다(Markula, 1993: 93)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s theory)가인 Austin(1968)에 따르면, 말은 기술

(記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생각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

시 말하면, 체육수업에서 소외되었던 주체들이 드러내는 서사는 곧, 그들이 

행위의 주체로서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사적 활동을 학

습자의 진술(statement)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Searle(1969)의 주장

도 참고할 수 있다. 이로써 인문적 체육교육의 서사적 활동은 여학생의 행

위를 증명하며, 결과적으로 체육교육의 성별 위계 담론을 해체하고 재구성

하는 절차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언어는 행위이며, 무엇

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환

경, 상황, 규칙 등과 관련되어 있다(Cherryholmes, 1988, (역)1998: 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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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의해 정해져 왔다고 해서, 실제로 여성

의 존재를 열등하다 할 수 없듯, 소외집단이었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본래 

체육을 싫어한다고 넘겨짚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여학생들의 문화 창조능력

을 무시하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강옥선(2013)은 억압된 존재였던 여성들

이 19세기 문학과 여성운동을 통해서 해방된 주체로서 공적인 영역에 활발

히 등장한, 문화 생산력을 높이 산 바 있다. 그녀는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배

제되고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며 주변화 되었더라도, 여성이 문화 창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는 체육교육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여

학생의 신체 활동이 남학생의 평균 기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여학생이 

체육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신체활동의 가치

를 평균 체격에 준거하여 남학생들에게 종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체육수

업, 체육대회, 기타 신체활동 등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기억하는 수많은 여학

생의 경험담은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가정을 부정한다. 

  오늘날의 여학생들이 체육교육의 글쓰기, 말하기, 그림그리기와 과제를 통

해 자기 경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은 체육교육에서의 주체적 지위

를 얻는, 공적인 영역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모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육교육에서 남학생에게 종속된 위치에 처해 

있는 여학생들의 해방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가치를 말하는 여학생들의 서사는 체육교육에서 좋은 예로서 2차 텍스트12)

로 활용되며, 그 결과 ‘체육을 잘 알고 잘 하는 학생’이라는 ‘중심적 주

체’로 불리며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문 내 체육학의 위상이, 세계 내 여성의 존재만큼이나, 종속된 위치

에 처해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리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재현성이 체육 

교과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에서도 전복적인 힘을 발휘하리라 예상할 수 있

다. 서구의 이성 대 몸이라는 이분법적 지식체계 안에서 몸에 관한 지식, 신

12) 학생들이 생산한 학습과제가 다른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는 것을 의

미한다. 일례로 처음 글쓰기 과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선배들의 모범적인 글

쓰기나, 같은 패원 간의 공감을 위해 서로 돌려가며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 현장교사들

의 연구를 위해 분석 자료로 쓰이는 텍스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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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가치에 관한 해석들은 비논리적이며 미천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몸 그 자체와 몸의 감각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들의 주변적 위치만큼이나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여학생이 <그림 9>와 같이‘나와 몸, 나와 체육의 이야기를 재현하

는 것’은 이중으로 억압된 체계를 전복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9.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의 서사적 체험이 재현된 과제물 2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의 글쓰기, 시 쓰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간접 체험활동들은 평등한 체육교육으로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서사가 재현된 텍스트들은 다른 학습자가 읽고, 감상하고, 해석

해야 하는 텍스트로 다시 활용되며(이정민, 2011), 학교 체육 현장 연구자들

의 연구 자료이자 실천적 지식의 근거로 활용되는 데에 그 영향력이 상당하

기 때문이다. 체육수업에서의 여학생 개인의 작은 목소리가 모아져서 체육

교육의 증거로써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교육적인 사례로 통용되는 

것은 여학생 체육 담론을 다채롭게 생성하는 길이며, 이로써 여학생을 소외

된 주체가 아닌, 중심적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요컨대, 여학생의 

목소리로 재현된 된 체육은 기존의 남학생 편향적인 목소리와 평형을 맞추

는, 다양하고, 제각각 달라서 평등할 수 있는 체육교육의 실현을 앞당긴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감상문, 영화 감상 후 기도문, 뜀틀 시화(이정민, 201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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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절에서는 인문적 체육교육이 다양한 학습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실천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이후 여

학생의 글쓰기로 재현됨으로써 담론화 되는 체육교육의 사례가 평등한 체육

교육을 도모하는 일임을 논의할 것이다. 

  1) 글쓰기와 체육교육

  체육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왔던 체육교육의 예술성과 인문

성(人文性)의 회복을 주장하였다(교육부, 2007; 유정애, 2007; 최의창, 2007).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은 과학성, 인문성, 예술성이 통합된 균형 잡힌 체육

교육을 선언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과학 실증주의 체육교육 패러다임으

로부터의 탈피하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조되는 인문적 체육교육

에서 인문적이고 예술적인 체육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개념으로 실천되는 하나로 수업은 기존 체육교육이 운

동 기능 숙달과 같은 직접 수행에 지나치게 치중해온 것을 문제 삼아, 신체

활동의 가치에 관한 감상과 이해, 표현과 같은 간접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

다. 이때의 간접체험활동이란 곧 학습자의 말과 이야기로 구성되는 서사적 

활동이며, 이는 2007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간접적인 학습 활동”으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의 학습활

동을 포함한다. 이를 하나로 수업(2002)의 간접체험활동과 비교하여 보면 아

래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2009 개정시기 중학교(2011.08)  

(4) 통합적 교수ㆍ학습 활동

신체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체육 교과의 학습은 신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활동 속에서 관련가치를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또한 신체 활동 가치의 학습을 위해 직접적인 학습 활

동과 간접적인 학습 활동(예: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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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2009 중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 3-가. 교수 학습의 방향 중). 

그림 10. 신체활동 가치의 습득 위한 활동 (2011 체육과 교육과정)

그림 11. 하나로 수업의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최의창, 2010: 178)

  이정민(2011)은 읽기와 감상, 토론, 조사와 같이 학습자의 내면 지식이 드

러나는 활동들의 대표주자로서 글쓰기를 꼽았다. 글쓰기는 스토리텔링과 같

아서 예술적이고 통합적인 체육활동으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의

미 있는 주장은 Kanz(1999)로부터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Kanz에 따르면 글

쓰기와 움직임을 결합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성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서사적 활동이 강조되는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

업 현장연구로부터 체육교육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가 배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기저에는 인문적 

체육교육이 신체 활동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를 끌어낸다

는 특징이 있다. 이에 그들의 언어를 끄집어내는, 체육시간의 글쓰기는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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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지식을 재현하게 만드는 수단이자, 체육 지식을 내면화하는 목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rendt(2013)는 이러한 언어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어는 

“자신과 동등하면서도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행위의 주인이 되어 세계에 

참여하도록 만든다고. 이에 학습자의 내면화된 서사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갖는 힘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

로 수업에서 서사적 과정을 드러내는 글쓰기, 그리기, 창작하기, 만들기 등

의 직간접 교육 활동들이 학습자의 언어를 재현하는 것은, 곧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자, 목적 그자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언어의 수행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언어란 현

상과, 체계, 원리 등과 같은 당시의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만

들어진 언어는 그 자체로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힘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문적 체육교육을 통해 생산되는 언어들은 자체

적으로 신체활동에 관한 공통점을 갖게 된다. 신체 활동가치가 내면화된 한 

학생의 이야기로서, 동시에 좋은 체육교육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들은 일종

의 질서, 즉 담론을 형성하는 힘(이기형, 2006)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텍스트로 간주되는 서사적 지식들은 또 다른 여학

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강화하며, 체육교육에 관한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

으리라 가늠할 수 있다. 

  Fairclough, Wodak(2004)도 새로운 담론이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 수 있

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준성(2014)도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체육인들에 관

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담론의 힘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들의 주장을 참고하면, 체육교육에서의 글쓰기는 다양한 학습자의 목소리로

부터 담론을 형성하며 체육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결국 다양한 목

소리의 주체들은 체육교육에 내재되어 온 성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

  이전의 체육은 스포츠 기술의 반복 연습이 주된 활동이었기 때문에, 체육

의 지식은 거의 대부분 몸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서 숙달되지 않은 몸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었으며, 체육교육의 

내면적 가치나 의미에 관한 이해는 심화되기 어려웠다. <체육, 신체활동,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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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를 드러내는 대부분의 텍스트는 기능하는 몸으로 그려지고, 재생산 되

었던 과거가 이러한 맥락을 대변한다(김준성, 2014). 그러나 인문적 체육교

육의 기법과 심법이라는 체육적 앎의 두 차원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체

육을 배워서 안다’란 의미는, 단지 기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해, 감상, 체험’ 등과 같은 내면적 과정에도 존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오감을 통한 몸의 서사적 경험은 기능의 전시로만 재현될 필요가 없어지면

서 체육지식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몸의 

전시가 아닌 글쓰기로 드러나는 다양한 텍스트들은 체육교육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생산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

  안미현(2009)은 자기 체험으로 완성하는 글쓰기는, 이성의 논리가 아닌, 

사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로서 감각의 논리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결단적이고 자기 성찰적 요소, 자체적이고 유희적인 속성, 자족적인 글쓰기, 

타자의 다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체육교육에서의 글쓰기 역시, 이

거냐 저거냐의 양자택일이 아닌, 포용적이고 열린 서사를 말할 수 있는 곳

으로서 서로 다른 것들과 서로 모순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이

다. 기존 체육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이러한 글쓰기가 비정통적이고 비체계적

인 체육교육이라고 폄하되었을지라도, 오늘날 인문성과 예술성의 복원이 요

청되는 체육교육에서는 ‘글쓰기’란 개성적이고, 기존 체계에 구애받지 않

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천정환(2011)과 Williams(1982)에 따르면 글쓰기는 구술-청각에서 시각의 세

계로 이동시키고, 사고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 이로써 체육교육에서의 글

쓰기는 기존 실증주의 체육교육 패러다임 안에 제한되었던 몸의 의미를 자유

롭게 해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비이성적이고, 결과와, 기능으로만 드러나

는, 비언어적 대상으로 이해되어 온 몸은 이제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

로 재현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때의 글쓰기는 단지 말하기의 보완이나 

첨가물이 아닌, ‘완전히 인공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열 수 있다. 따라서 체육교육이 글쓰기와 합작하여 학습자의 사적 언

어 구조와 일상 언어의 활용을 장려하고, 운동장이나 수업 용구와 같은 무기

적 대상에게 말하기를 허용할 때 몸에 관한 새로운 수사의 개척이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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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식이라는 텍스트로 인정받지 못했던 몸에 관한 수사

들이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몸의 가치와 의미

를 복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체육교육에서의 글쓰기는 화자의 오감

으로 경험된, 살아 있는 감정과 고유한 목소리가 녹아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

이자, 동시에 체육에 관한 앎을 확장하는 체계로서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인문적 체육교육의 서사적 체험을 글쓰기로 재현하

는 것은 기존 체육 수업에서 일관해 온 몸의 전시(body-display)라는 단일한 

지식 체계를 벗어나는 통로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2) 글쓰기와 여학생 체육

  20세기 역사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학교교육의 시작으로 여성들이 지식의 

생산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교육 기회의 양적 평등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여

성은 말할 수 없는 서발턴13)이었다면, 이제 여성들은 학문과 교육과정을 지

배해 왔던 남성 경험에 근거한 지식에 대항하여, 실천적이고 서사적인 지식 

생산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안미현, 2009).

  인문적이고 예술적인 체육교육의 회복을 통해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추구

하는 오늘날 체육교육에도 여학생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기능이 아닌 신

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한 체육을 배우게 되면서 글쓰기를 통하여 여학생

들의 내면화된 목소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Spivak(1998)의 논의를 빌면, 글쓰기를 통해 여학생의 서사를 재현하는 교수 

학습은, 하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서발턴에게 말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체육교육에서 여학생이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여성의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의 해방이자, 정치적 주체로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Arendt(2013)도 주체의 서

13) Spivak은 서발턴(subaltern)을 “영향력 있는 정치 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다양
한 종속적 처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스피박에게 이 개념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론적 엄밀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 분석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갖는다(김애령, 2012: 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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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은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여학생들은 체육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하나

의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체육교육이 글쓰기를 통해 여학생에게 

발화를 요청하는 것은, 남학생 중심의 체육 수업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던 

여학생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여학생들은 자신만의 

사적인 내면세계를 이야기할 뿐이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가시화되고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로 드러날 때, 체육 수업에서 저하되었던 여학생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일찍이 글쓰기 활동과 같은 간접적인 활동의 중요

성 강조하며 실천해 왔다. 운동의 내면까지 잘 알아야 체육의 겉과 속을 다 

배우게 된다는 관점에서, 결과로서의 운동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몸과 

신체 활동,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경험하고 체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문적 체육교육은 간접 활동을 활용하며 

학습자가 깨달은 신체 활동의 가치를 직접 기능을 전시하는 방법 이외의 다

양한 전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글쓰기’는 여학생들

이 자신의 목소리를 말하는 행위를 통해 타자화된 스스로를 주체로 드러나

도록 만든다. 따라서 소외되었던 목소리의 주인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체육 

경험에 관한 서사는 여학생들의 지위를 복원하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

다. 요컨대 여학생을 타자화 하고 주변화 시킨 물리적, 상징적, 관계적 공간

에서 자신의 서사를 발화를 재현하는 것은 체육교육의 중심성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로 수업에서 여고생의 글쓰기를 통해 

체육교육의 의미를 연구한 이정민의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그녀는 서사적 

체험을 글쓰기로 여학생 체육교육 참여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하

였다. 그녀의 연구 결과를 다시 보면 글쓰기를 통해 여학생이 자신을 체육

교육의 중심적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이란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활동

들을 하면서 ‘아 이렇게도 체육 수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체육을 

못하는 아이들도 체육과 쉽게 친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역시나 체

육에 뛰어난 재능이 없던 내가 체육을 좋아하게 되면서 진로도 체육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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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으로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이정민, 2011: 127, 소원고 박예랑 

학생 3차 면담).  

  ‘체육을 잘 못하는 여학생들’이라는 공고한 통념이 강한 환경에서 위와 

같은 내밀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성별 위계 안에

서는 패배감에 익숙해 진 여학생의 서사는 환영받는 주제일리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기능 위주의 체육교육에서 여학생은 침묵을 강요당한 존

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여학생의 지위는 이

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체육을 잘 한다’는 의미를 체육의 서사적 지

혜와 인문적 체험을 ‘잘 아는 것’으로 확대할 때 여학생의 서사는 당연히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에 관한 성공적인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목소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문적 체육교육과 같은 대안적 체육교육에서 수행되는 글쓰기는 여학생의 

목소리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들에게 글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는 사적인 이야기

를 공적 세계에 던지는 연습의 시작과 같다. 여학생의 글쓰기는 체육교육이

라는 공적 세계와, 자신의 삶과 앎이라는 사적 세계, 두 차원에 자신을 기입

하게 되는 과정이다. 여학생에게 이 두 차원은 이전에는 허락되지 않은 신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기능중심 체육교육에서 여학생들의 공적 세계란 남학

생을 중심에 둔 변두리 위치에 불과했고, 그런 환경에서 체득한 체육 지식

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사적 세계에도 유의미하게 

기록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문적 체육교육이 그러하듯, 스포츠 능력을 

스포츠를 ‘잘 아는 것’으로 확대할 때 여학생은 저평가 했던 자신의 능력

을 다르게 보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기 때문이다. Engel(1994)는 여학생에게 

자신감을 주는 활동들은 여학생이 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는 유도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정민의 연구에 재현된 여학생의 글쓰기에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목소리가 포착된다. 그녀는 서사적 활동으로 여학생

의 체육 수업 참여가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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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을 하면서 생각해 보고 한다는 건 신기한 일이었다. 아직 막 열심

히 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읽고 쓰다 보면 더 관심이 생기고, 

움직이는 것도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다(이정민, 2011, p.137; 소원고 강진

주 학생 설문지).

처음에는 점수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냥 친구랑 랠리(rally)치는

게 재밌다. 야자 전에 랠리 연습을 하면서 친구랑 많이 친해졌고 수행도 

만점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수행은 끝났지만 난 아직도 친구랑 배려(配慮) 

랠리를 친다(이정민, 2011: 139, 소원고 최유리 학생 2차 면담).

  여학생의 긍정적인 체육교육 참여가 수업 안에서 그리고 연구 결과로서 

재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체육의 앎, 지식의 위상(位相)학과 분배 체계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다(천정환, 2011). 서발턴으로 규정되었던 여학생의 서사

는, 오늘날 체육교육의 긍정적인 과정이자 결과로서 들어야 할 목소리로 인

정되고 있다. 이에 여학생의 목소리 담아내게 하는 인문적 체육교육에서의 

글쓰기는 남학생 중심의 체육이라는 고정된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기획이 된다. 이는, 곧 기존의 젠더 편향적인 중심성을 흔들고 기울이는 과

정에 다름 아니다. 

2.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젠더 인식

  이번 절에서는 하나로 수업이 공간을 형성하고, 학습자를 조직하는 독특

한 방법으로서‘터와 패’개념의 특성을 탐색할 것이다. 하나로 수업이 교

육적 공간으로서 운동장의 성격을 새로운 상징으로 전환하고 학습자의 인식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과, 학습자의 기대 역할을 생성하여 여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에 이를 젠더 평등한 체육 수업에의 통찰점으로 보고 논의할 

것이다.  

  전통적 체육교육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는 하나로 수업은 ‘터’와 

‘패’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이는 기존 체육 수업이 추구해 온 체육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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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체계를 인문적인 성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자, 구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Barker와 Galasinski(2001) 그리고 hooks(2008)의 논의를 빌면 하

나로 수업의 이러한 전략은 필연으로 보인다. 이들은 입을 모아서 지식의 

이해는 오로지 특정한 언어를 통해 비롯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는 하나로 수업이 새로운 언어로 교수 학습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학습자 

기대 역할을 명명함으로써, 교수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습자의 젠

더 인식 개선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항에서는 하나로 수업의 터 개념이 체육 수업의 물리적 공간 생성함으

로써 운동장의 상징적, 관계적 성격을 변모시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적 젠더 인식을 증진시

킬 수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나 항에서는 하나로 수업의 패 개념이 학습자들을 공동체로 구성하고, 동

시에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기대 역할을 부여하는 특징을 살펴본다. 이 때 

학습자는 협동적이고 자기 주도 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발견하고,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후, 하나로 수업은 

터와 패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교사의 반성적 교수를 촉진하며, 그들의 젠더 

인식 또한 개선하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다. 

  가. 터: 공간 성격 해체 및 재구성

  체육시간은 운동장이라는 특정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체육이 공간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과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운동장은 물리적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 곳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공간의 특성이 좌우되는 점, 규모와 

상관없이 신체활동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는 운동장을 위와 아

래, 왼쪽과 오른쪽과 같은 관계가 발생하고, 집중(集中)과 분산(分散) 같은 

상대성이 생성되는, 다중적인 속성을 가진 곳으로 파악할 수 있다(조명래, 

2013). 이에 학습자의 물리적 공간 점유나 시설물의 배치와 같은 운동장의 

가시적 속성의 변화가 성별 위계, 젠더 인식과 같은 비가시적 속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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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될 수 있다.   

  체육시간의 운동장은 스포츠의 성격을 부여하고 변형함으로써 문화적 가

치로서의 신체활동을 배우는 공간이면서, 힘의 불균형과 성별 위계라는 상

징적 관계가 유발되는, 힘의 공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학교 운동장은 남학생

들로 점유되고 이에 따라‘체육 수업은 남학생의 것’이라는 통념이 유지된

다(윤대현, 남상우, 2009). 이에 체육교육에서의 성별 인식을 타파하는 데에는 

기존 담론의 해체 즉, 새로운 담론의 생성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여학생

의 운동장 점유율 또한 상승돼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체육을 

가르치는 방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체육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이 공간의 속성을 새로운 상징과 질서로 재편하는 것 역시 체

육교육의 몫이기 때문이다.

  체육 수업에서의 운동장이 젠더 인식을 생성하거나 해체 혹은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지닌 힘 덕분이다(윤대현, 남상우, 2009; 이표상, 2001). 

공간은 그 자체로서 권력을 형성하는 방식이자, 권력 행사의 틀(framework 

of power)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조명래, 2013). 일례로 학교 운동장의 한 가

운데와 모퉁이가 발휘하는 힘이 다르며, 같은 규모로 치러지는 경기일지라

도 그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발휘하는 역량이 같지 않다. 이에 

미시 공간에서의 권력 관계는 거시적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비

가시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역(逆)으로 미시 공간에서의 질서형성에도 

힘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명래, 2013). 이에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 

간의 힘의 관계가 한 눈에 포착될 수 있는 미시 공간이자, 체육교육을 상징

하는 전국의 운동장으로서 거시적 공간으로 보고, 체육교육에서의 학습 공

간이 참여자들의 젠더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운동장에서 형성된 힘의 관계는 학교 담장 밖, 사회의 젠더 관계에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체육교육이 남학생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연구들은 여학생이 교육 공간으로

부터 소외된 일임을 기술한 바 있다(조한무, 임승엽, 2012; 배소심, 김경숙, 

원영신, 조미혜, 유정애, 2005; 전호정, 2002; 최의창, 1996). 이 연구들은 “여

학생은 선천적으로 운동 기능 수준이 낮고, 체육을 싫어한다”는 언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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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을 지배하며 남학생 중심적 성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이로 

인해 체육교육 내부에‘여학생은 체육을 싫어한다’는 편견이 정설처럼 인지

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 온전한 의미의 양성 평

등 실현에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교육은 의도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편견이 통념화 되는 것은 

체육의 교육적 역량 실패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도대로 충

분히 교육되지 않았다면 그 교육과정은 목표와 교육 방법과 내용 등이 어떠

한 인식 위에서 구성된 것인지 반성되어야 한다. 왜곡된 언설을 해체하는 몫 

또한 체육교과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정민(2011)의 연구에는 왜곡된 통념

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있었다.

체육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해주고 다이어

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보통 여자애들도 다 체육을 좋아하고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도 남자애들처럼 점심시간에 뛰어 놀고 싶다. 

선생님이 가끔 체육 수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은 없어서

는 안 될 과목이다(이정민, 2011: 140, 소원고 이기쁨 학생 3차 면담).

  위의 이기쁨 학생이 모든 여학생을 대표하여 “우리들도 체육을 좋아한

다”고 답한 데에는 체육교육이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 아래 종속되어 있음

을 역설한다. “점심시간에 뛰어 놀고 싶다”는 목소리는, 여학생의 체육을 

구속하는 공간의 힘을 반영한다. 이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성별의 위계

로 구속되지 않을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함을 역설한다.  

  체육 수업에서의 운동장이나, 점심시간의 운동장은 둘 다 물리적으로 동

일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의 그곳이 여학생이 배제된 곳으로 경

험되는 것은 운동장이 지닌 상징적, 관계적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운동장이 성 평등한 공간적 성격으로 변모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

해 체육 수업은 교수·학습 공간의 기존 성격을 탈피하고 재구성하는 방법

을 찾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하나로 수업의 공간에 관한 통찰은 하나의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하나로 수업은 기존 체육 수업 공간에 이름을 붙여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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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획하고, 그 결과 공간의 성격을 재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형의 근

간인 인문적 체육교육의 철학과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모형화 된 

하나로 수업은 서구의 자연·과학 중심 체육교육을 새롭게 구조화하기 위해 

외래어가 아닌 순수 우리말인 ‘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자. 기존 체

육 수업이 스포츠 기능을 주목적으로 삼느라,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하

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하나로 수업은 교수·학습 공간에 대한 우리말 명

명을 시도함으로써, 스포츠 문화에서의 식민성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인 체육 수업에서 이 공간은 ‘운동장’이나 ‘스테이션’으로 불리는 데 

반해, 하나로 수업은 이를 새롭게 부르며 운동장 성격의 변모를 암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터’ 개념에 대한 모형 개발자의 설명이다.

터 : 하나로 수업의 운영에서 핵심적 위치를 갖는 인문적 공간으로서 과제

만을 수행하는 곳(스테이션)이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활동과 나의 

만남, 나와 패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예를 들어 하기터는 하기를 통

한 다양한 존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능적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반성적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곳. 신속한 기술 발휘만이 아니라 인간적 

마음 쓰기가 행해지는 곳(최의창, 2010: 227). 

  전통적인 체육교육이 운동장을 기술 훈련으로 채웠던 것에 반해, 하나로 

수업에서는 다양한 과제들을 ‘터’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제공하면서 운

동장의 상징적 성격을 구획하며 기존 모습을 변형하게 된다. 운동을 직접 

수행하는 하기터와, 체육에 관한 인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읽기터, 쓰

기터, 보기터, 듣기터, 얘기터 등을 <그림 12>와 같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각각의 터는 이름이 의미하는 그 자체로, 수업의 목표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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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나로 수업의 터 운영

  개괄하자면, 하나로 수업이 새롭게 명명된 공간(터)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기존 공간을 새로운 교수학습 내용으로 다양하게 채우는 일은, 운동장의 성

격을 변화하는 시도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운동장에 내재하는 힘의 성격을 

바꿀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인식 또한 새롭

게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를 확대

하는 터의 생성은 학교 운동장에 만연하는‘여학생은 체육을 싫어한다’에 

대항하는 언설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로서, 비교육적 젠더 인식의 해체를 앞

당긴다는 것이다.   

  1) 운동장의 상징적 성격 재구성

  무명의 공간에 이름이 부여되고, 그곳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이 시작될 때 이 장소의 성격은 역시나 변화된다. 특히 하나로 수업이 

운영되는 운동장이 다양한 꺼리로 구성되고, 일련의 활동들이 가시화 될 때,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운동장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적인 과제가 부

여된 그곳은 체육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교육 공간으로서 학습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터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로 수업을 경험

하는 많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어색함이나 당혹감으로 인식 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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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백한다. 일례로 쓰기터에서의 ‘운동장에게 편지쓰기’과제는 학생들

의 삶 속에서 운동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게 돕는다.

‘운동장에게 편지쓰기’ 이것만은 특히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뭔 이런 

걸 체육 시간에 다 하라고 하나 했는데 쓰다 보니 은근 매력이 있었다. 운

동장을 떠올리니 이런 저런 생각도 들고 운동장과 체육, 그리고 내가 운동

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났다. 운동장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

고 운동장 외에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대

하고 무심하게 지나갔는지 생각하게 됐다(이정민, 2011: 84, 소원고 김소리

의 소감문 중에서).

그림 13. 운동장에게 편지쓰기(이정민, 2011: 83)

  체육 환경에 편지를 쓰는 것은 공간의 다양한 성격과 그 상징적 의미를 

찾는 활동(이숙정, 2014; 장희선, 2006)이 된다. 이에 하나로 수업에서의 쓰

기터는 공간에 관한 상징적 인지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체육 지식이 학습자의 삶 안에서 통합되고, 일상으로 전이되게 하는  

하나로 수업의 목표에 다름 아니다. 체육에 관하여 쓰기, 하기, 보기, 듣기 

등의 과제로 운동장을 구획하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하나로 수업이 기존 

체육수업과 다른 공간으로서 상징할 수 있다. 특히 본장의 서두에서 밝힌 대

로, 운동장은 체육 수업과 밀접한 상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터의 생성은

‘운동장’에 대한 가시적 속성의 변화만 일으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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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짐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종목에 적합한 여러 가지 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통한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각 ‘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체육 수업에서의 공

간의 의미를 재발견하였다. … 학생들의 일기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터’별 이동 수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고 있었다(조민주, 

2005: 86-87). 

 

  운동장이 교육공간으로서 ‘터’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전, 그곳에서의 체

육교육의 학습 목표는 대개 기능 숙달하기 내용으로 편중되기 쉬웠다. 그러나 

하나로 수업에서 각각의 과제로 터를 호명하는 방식은, 곧 학습 목표를 확고

히 하는 것과 같아서, 기능중심의 불균형한 체육수업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 마사토(磨沙土)로 뒤덮은 땅 덩어리에 불

과했던 운동장은, 하나로 수업이 ‘터’라고 명명한 이후 다중적인 배움의 장

소로써, 그 상징적 성격을 전환하며 여학생의 체육 참여를 확보하게 되는 것

이다. 이정민(2011)은 여학생들의 체육(하나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하나로 수업이 아닌 다른 평범한 체육 시간일 때에는 체육이 너무 싫었고 

어떤 핑계로 빠질까 생각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하나로 수업을 하면서 체

육 시간이 기다려졌다. 운동을 잘해야만 한다!! 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

었기 때문에!! (이정민, 2011: 146,  소원고 이기쁨 학생 설문지)

  Young(1990)의 “여성이 자기 몸의 능력에 자신감이 없는 것은 그녀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참고하면, 우

리는 여학생들이 터에서의 배움을 통해 유능감을 얻는 것이 체육 수업에 관

한 인식은 물론 젠더 인식의 개선에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체육교

육 공간이 다양한 학습내용으로 구획되어 여학생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의 상징을 기다려지는 곳으로 만들며, 동

시에 여성이 체육을 싫어한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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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동을 잘 한다’는 맥락을 기능 숙달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 잘 

아는 것까지 확장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체육교육에 갖는 부정적인 강박의 탈

피를 돕고, 자기 몸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교과교육으로서 그 

상징적 성격을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2) 운동장의 관계적 성격 재구성

  새로운 공간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은 학습자에게 기대감을 가져다주며, 이

전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에서의 새로운 과제들은 학습자와 배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승재(2007)는 하나로 수업을 통해 여

학생이 자신과 체육 수업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구 수업은 나에게 잊지 못할 수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난 스스로 ‘못하

니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체육 수업이 많았다. 1학기 때 배운 배구 수

업, 축구 수업을 하는 동안 항상 뒷전에 서서 아이들이 하는 것만을 지켜

보아야만 했다. 뛰는 것도 자신 없고 공도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이번 

농구 수업 때 규칙을 바꾼 ‘여인천하(女人天下)’란 경기는 여학생에게 유리

한 경기여서 즐겁고 좋았다. 특히 내가 패스한 공이 우리 팀의 득점이 됐

을 때 행복감마저 들었다. 농구장에 울려 퍼지는 즐거운 음악 소리도 좋았

고 특히 경기를 기록하는 기록원의 역할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

을 체크하는 일에 몰두해서 즐거운 패의 활동이 된 것 같다. 내가 두려워

했던 체육 시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복하다(이승재, 

2007: 93-94, 인문중학교 김원경의 체육일기 중).

  

  상기 학습자는 하나로 수업이 가져다 준 자신의 삶과 농구장, 농구 수업, 

체육 시간과의 물리적, 상징적, 관계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농구장은 기존 체육 수업에서도 존재하는 동일한 장소이지만, ‘하기터’로 

명명된 농구장은 기존의 운동장과 다른 성격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식 

변화는 학습자 개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협동학습으로서의 하나로 수

업은 학습자 간의 관계도 새롭게 규정하면서 학습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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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학생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의 영향 아래 자기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오늘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무분별한 광고 이미지는 학생들의 자기 검열을 추동하며 신체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김영미, 2007). 특히 사춘기의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 여학생의 운동 수행력은 남학생과의 평균차가 커지면서 그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성장과 발달 차이에 의한 필연적 결과임에

도 불구하고 마치 여학생들이 체육에 무능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문제적이다. 젠더 특성의 다양함에 관한 인식이 모호했던 기존의 체육 수업

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른 남녀 위계화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로 수업은 ‘터’라는 새로운 성격의 공간 생성을 통해 성별 

위계를 해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터는, 신체 활동 가치의 습득

을 도모하는 체육 수업이 ‘무턱대고 운동하기’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하

여 보고, 읽고, 쓰고, 생각함으로써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터 활동으로 인한 여학생의 자기 인식과 타인, 그리

고 체육교육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체육을 좋아하긴 했지만 막 나서서 열심히 하지는 못했는데 글쓰기 활동

을 하면서 내가 앞서서 열심히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다. 선생님

한테도 칭찬받으니 내 친구들 하구 같이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지난번엔 달리기를 하는데 앞머리도 신경 쓰지 않고 뛰는 나를 보며 순간 

나도 놀랐었다. 수업에서 하는 쓰기활동들이 나를 좀 변하게 한 것 같다

(이정민, 2011: 141, 소원고 이소라 학생 3차 면담).

 

  이정민의 연구는 ‘여학생이 체육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격려 받지 못하

는 사회문화적 여건에 처해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주체로서가 아니라, 응시의 대상 즉, 외모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객관적 대

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역설한다(Elaine et al., 2009). 이에 우리는 여학생들

이 체육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할 때‘학생과 여학생이라는 이중규범’

에 따라 양가적 감정을 겪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여학생의 내적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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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포츠 하는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해 온 체육교육의 오랜 맥락을 반영한

다(Clark, Paechter, 2007; Dewar, 1990; Epstein, Kehily, Man an Ghail, Redman, 

2001; Flintoff, 1993; Hunter, 2004; Kirk, Holroyd, Gorely, 2003; Scraton, 1993). 

미디어에 만연하는 외모 지상주의도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도록 부채질 한다(이진희,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09). 때문에 

신체 활동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타인에게 노출되는 체육 수업에서 여학생들

은 자기 신체가 노출되는 것에 심한 갈등을 겪는 것이다(정은주, 2007). 

  그럼에도 상기 학생이 “남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고, 앞머리가 바람에 흩

날리지는 것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은, ‘터’의 생성과 그 

안에서의 활동이 자기 인식은 물론, 체육수업과의 관계,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간의 관계적 성격을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존 교수·학습 공

간이 인문적 체육공간으로서 터를 생성하는 것은 학습자가 새로운 관계 맺

기를 가능케 함을 주지시킨다. 동시에 ‘터’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실천적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변화하는 것은 젠더 인식의 개선 또한 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  

  나. 패 : 기대 역할 해체 및 재구성

  패는 터와 함께 하나로 수업을 독보적인 모형으로 만드는 고유의 수업 구조

다. 학습자를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패’는 기존 체육교육에서의 팀 개념과 

대조된다. 하나로 수업은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패의 구성을 강제함으로써 학

생들은 패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학습자 중심의 협동 학습을 주도하도록 만든

다. 이는 스포츠 기능을 위한 팀의 조직 방식을 능가하는 의도를 지닌다. 다음

은 ‘패’ 개념에 대한 모형 개발자의 설명이다.  

패: 하나로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적 지위를 갖는 공동체적 

모임. 학습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동적 모임(팀)에 그치지 않고, 인

간적 관계 속에서 함께 배움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관계망.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며 그 관계 속에서 참 

좋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인문적이고 인간적인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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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단지 물리적으로 잘라 기계적으로 나눠 놓은 것으로써 활동성이 담

겨지지 않은 고정되고 정적인 모임이라면, 패는 활동성(풍물패, 노래패, 율

동패)이 담겨져 있는 동적인 성격을 갖는 모임이다. 하나로 수업에서 패는 

수업 활동 속에서 담겨진 의미와 정신을 체험하는 실천 모임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적 모임이다(최의창, 2010: 230-231).

  하나로 수업의 소규모 학습 조직인 패 안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 받는다. 교사는 학습자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학습자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기대 역할을 선택하면서 배움을 발견해 나간다. 자기 발견과 협

동을 필요로 하는 이 과정은 기능 중심 체육 수업에서는 고려되기 어려운 요소

이다. 운동 기능의 달성이 우선시되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의 보장

은 ‘경쟁’이라는 덕목에 쉽게 가려지기 때문이다. 

  운동의 기능 수행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 체육 수업에서 ‘잘 한다’는 학생

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는 소수로만 한정되기 쉽다. 그 결과 신체적 우월감과 

활동성을 내세운 남학생들은 운동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결핍감을 보이는 여학생들은 운동장 외부나 구석으로 밀려난다(남상우, 이창섭, 

2006). 이에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학생에게는 공식적인 역할이 주어

지지 못했다. 학급 안에서 존재감을 얻고,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성별에 구애받

지 않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특정한 소수 학생에게만 집중되거나, 

형식적으로 제안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로 수업은 오늘날 체육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

업 방식으로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할 기대도 여러 가지로 제안

하게 된다. 각 패별로 ‘직접 하기’의 과제활동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읽

고, 쓰는 등의 간접체험과제를 통해, 패원 각자의 흥미와 적성이 발현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패 안의 개별 학습자들은 운동하기, 터 과제를 

직접 촬영하기나, 신체 활동의 감상 쓰기, 스포츠 영화 보기, 스포츠 관련 음

악 듣기 등의 다양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자질을 발휘하며 체육의 인

문적 지식을 체득할 기회를 얻는다. 일례로 각 패 안의 학습자에게는 촬영을 

담당하는 역할이나, 직접 시범을 보이기, 음악 선곡하기, 패 안의 긍정적인 분

위기 조성하기 등의 역할이 부여된다. 이렇게 교수 학습 장면에서 학습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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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이양될 때, 학생은 수업의 중심에 올 수 있게 된

다(최홍섭, 2010). 

  하나로 수업은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을 우리말로 ‘○○이’ 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시청각 학습 활동을 담당자는 ‘영상이’, 각종 운동 기능을 시범 

보일 수 있는 ‘시범이’, 패를 이끌어 가는 대표는 ‘이끔이’, 패 활동을 기

록하는 ‘기록이’, 음악을 준비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생에게는 ‘장단

이’ 등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 기대는 호명 효과를 낳는

다. Althusser(1971)의 논의를 빌면 이 때 학생에게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곧 이

름이 불리는 것이며 이는 수업 참여를 보증하는 일종의 증명서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남학생 주도하는 공식적인 역할이 여학생에게도 공평하게 부여되는 

것은 성 평등한 체육 수업의 모습이다. 여학생들에게 역할기대가 호명될 때, 

여학생들은 타자화 된 대상이 아닌, 수행의 주체로 인정받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잔존하는 체육 수업 장면에서 여학생을 공적인 

존재로(영상이, 기록이, 이끔이, 시범이 등) 명명하는 일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유일한 주체로 인정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박진영, 2013). 이로써 체육 

수업에 이념화 된 힘, 남학생 중심의 이데올로기 전복을 예고하게 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 한다’의 알튀세르의 명제를 응용 해보

면, 하나로 수업이 학습자의 기대 역할을 호명하는 것은 두 측면에서 전복적인 

의미가 된다. 하나는 여학생을 참여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여학

생을 주체로 불러냄으로써 체육 수업에 뿌리 깊게 관여하던 남학생 중심 이데

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이다. Griffin(1989) 역시 체육 수업의 성차별 해결을 위해 

역할 모형의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이 체육수업 참여를 간섭

할 때, 남녀가 역할을 서로 맞바꾸어(cross-gender)참여하는 것은 성역할 해체에 

유의미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하나로 수업의 패별 기대역할 호명효과와 크게 다

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패 안에서 공식적인 기대역할을 갖는 것은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데에 이중적 인식의 갈등을 겪어 온 여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안전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독려는 하나로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의지 안에 선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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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문화, 체육의 문화를 많이 느끼고 거기서 어떤 많은 역할을 차지 

할 수 있게끔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다. 예를 들면 패별 활동을 통해서 여

학생들이 패장을 하는 경우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기록의 

역할이나 수업 속에서 창작 표현 활동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큰 역할을 

차지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계획한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게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변형 경기

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수업 전반적으로 준비와 정리 상

황에서도 여학생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다(조동호, 

2008: 65, 이재호, 1차면담).

  하나로 수업의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행할 역할과 과제를 준비하고, 학습자

가 기대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조성을 고려하게 된다. 교사의 

이러한 준비는 수업 참여에 이중적인 갈등을 겪는 여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

여, 패 안에서의 존재감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 역할을 선

택하는 데에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패 활동은, 학생의 비교육적 젠더인식은 물론 교사의 고정관념도 해체, 재구

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본 항에서는 하나로 수업의 패라는 구조적 특징

이 학습자의 역할 기대를 통해 수업 참여를 활발히 하고, 그 결과 학습자와 

교사 모두의 고정된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1) 학생 젠더 인식 재구성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체육 수업 장면으로 쉽게 전이된

다(Bennett, 1987). 이에 전통적인 기능 중심 체육 수업은 여학생을 점점 더 주

변적인 위치로 밀어내고 만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기량 면에서 우수하다는 

위계의식은 다음과 같이 운동장에 실재하는 현상이다(남상우, 이창섭, 2006).

남자애들이 운동장에 많이 있으면, 저희들은 잘 못 뛰어요. 특히 같은 학

년 애들이 있으면요. (왜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저도 축구하

고 싶은데, 남자애들한테 방해될까봐, 그리고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앉아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남자애들 축구하는 거나 보고 그러죠(남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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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2006: 446, 여학생 사례4).

  성별 위계는 혼성 체육 수업에서의 여학생들로 하여금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만든다. 이는 남학생의 시선과 반응을 미리 예측하게 만들고, 여학생들이 스스

로를 ‘방해 존재’로 인정하게 만드는 헤게모니가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로 수업 모형이 학습자를 패별로 조직하고 각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특성

은, 체육 시간에 하위 집단으로 존재하던 여학생들을 공식적인 역할 수행자로 

호명하며, 다음과 같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한 학기를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창작 체조이다. 처음에 솔직

히 난 우리 패가 정말 싫었다. 민혁이는 패장이라고 혼자 떠들고 내가 얘

기하는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런 말없이 가만히 

있는 여자애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아마 시험이 다가왔을 때 쯤)작품을 sweet 

box의 노래로 음악을 바꾸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난 후, 우리 패는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영지가 음악을 준비하고 상옥이랑 민혁이가 과학실에 민

정 샘한테 실험용 농구공도 빌려와서 농구로 작품을 짜기 시작했다. 주은

이랑 민호가 생각보다 좋은 동작의 아이디어를 냈고 좀 유치하긴 했지만 

민혁이의 아이디어로 코믹 댄스도 했었다. 방과 후 학교 주차장에서 열심

히 연습한 결과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된 것 같다. 역시 뭉쳐

야 산다 라는 말을 실감한 것 같다(이승재, 2007: 86, 인문중학교 이성하 

학생, 체육일기 중).

  공식적 자기 역할이 없을 때 주변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교수·학습 활동

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주

어지고, 이름이 불리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책임감을 보이고 기대하는 모습

대로 참여하게 된다(Martinek, 1991). 특히 영상이, 이끔이, 시범이, 장단이와 같

은 패 안에서의 역할기대는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자. 그 

결과 패원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고, 패 안에서의 

협동 학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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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하나로 수업이 이해가 간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다. 처음에 샘이 수업을 소개하고 하나로 수업을 시작

했을 때 숙제도 많고 왠지 나를 귀찮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어달리기 수업을 통해서 패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하는 시간에 우리 패의 작전도 새롭게 만들

고 잘 하자는 파이팅도 외쳤다. 하나로 수업이 우리 패의 마음을 잘 이끌어

주는 것 같다(이승재, 2007: 84, 인문중학교 최민진 학생, 체육일기 중).

  학습자의 역할 기대에 성별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은 학습자의 젠더 특성을 

공평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Gloria, 1999). 이것이 여학생들은 물론 남

학생들에게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학습공동체라는 패의 특성 때문

이다. 패 활동은 협동 학습 모형이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여 자기 효능감(김

종환, 2005)을 증진시킨다. 협동과 기대역할 수행이 혼합된 하나로 수업의 

패 활동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하도

록 돕는다. 

패에서 경험하는 모든 체육 활동은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패장이 축이 되어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고나 할까요? 각종 터에서 서로

를 도와 가며 열심히 운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패별 과제를 할 때도 마

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패별 수업은 서로에게 의지해서 실시하는 참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이승재, 2007: 87, 하나중학교 박길남 학생, 수업 반성

을 위한 설문).

여학생들과 ‘잠신풋살’을 할 때 좀 답답한 면이 많았다. 적극적이지도 않고 

공이 오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고 너무나 답답했다. 그런데 2주간 열심히 

연습했던 조성미를 보면서 여학생이 공을 다루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여학생들을 이해하기로 하고 우리 패의 승리를 위해 조싱

미와 이지혜를 전방에 배치시켰다. 실점의 확률이 적은 나의 멋진 작전이

라고나 할까? 아무튼 골대 앞에서 슈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몇 번 연습을 

시켰더니 다른 패 여학생들을 능가하는 득점을 보였다. 4전 3승 1무...... 멋

진 우리의 성적표다. 다음 주 8반과의 경기에서도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이승재, 2007: 97, 인문중학교 홍성민의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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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수업은 학습자들이 패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체험할 것을 기대한다. 함께 연습하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곤란함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발

견할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성별 구분이 불필요한 패 활동에서 학습

자 간의 이해와 발견은 곧 학습자의 젠더 인식 또한 자연스레 평등의 관점

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하나로 수업은 성별 구분 없이 참여 역

할을 기대 받아 수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패 안의 성비 불균형 상황도 

도전과제로 제시하며,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패 활동은 협동학습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역할 기대는 학습자 간의 성별 고정관념의 해체함으로써 

젠더 인식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패를 정했는데 모두 남자고 나 혼자 여자였을 때 정말 막막했다. 그렇

지만 서로 열심히 하자고 다짐도 하고 연습을 위해 늦게까지 남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해가며 멋진 결과를 만들어 냈다. 서

로가 모르는 사이 패원들 모두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조동호, 2008: 83, 미

옥중3, 용정은, 1차 설문).  

  2) 교사 젠더 인식 재구성

  교사의 젠더 인식은 성 평등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역할 모델이자, 학습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주도해 나가는 존재이다. 역으로 교사가 지닌 차별적인 역할 기대에 기

반을 둔 교수행위는 성 불평등한 환경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Martinek, 1991). 

이에 평등한 수업환경은 교사의 젠더 인식 반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서 

하나로 수업 모형은 점을 보여줄 수 있다. 교사는 하나로 수업의 새로운 아이

디어를 자기 수업에 적용하기 전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선행

하기 때문이다(최의창, 2002c).  

  하나로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는 우선적으로 모형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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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모형의 철학이 이해될 때 비로소 하나로 수업의 학습 환경인 터와 패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로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는 기존의 전통적 

체육교육에서 바라보았던 학습자, 과제, 교사, 환경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구

성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교사는 하나로 

수업 모형의 네 가지 목표 [1)지식, 기능, 태도를 하나로, 2)하기, 쓰기, 보기, 읽기, 듣기

를 하나로, 3)학교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나로, 4)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를 실천하기 

위해 핵심 활동인 터와 패를 조직하게 된다. 

  이승재(2007)는 터와 패가 공존하는 수업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로 수

업 모형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이는 터와 패의 운영이 하나로 수

업 모형의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한, 교사 주도적인 실천임을 역설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반성을 기반

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재구조화하게 된다. 모형의 이러한 특징을 

통해 교사는 기존의 고정된 젠더 인식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10가지 기본동작을 2차시에 걸쳐 후다닥 해치워 버렸다. 음악 줄넘기와 시

스템이 비슷하고 동작이 줄넘기보다 쉬워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생겼다. 하지만 역시나 남학생 중 

일부는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남학생들에 대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김종석, 2013: 81, 2011년 5월 29일 교사일기).

  성별의 분리가 아닌, 기대 역할을 중심으로 패를 구성해야 하는 하나로 수업

은 학습자뿐만 교사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수업을 이끌어나가

야 하는 교사는 계획-실천-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업의 질적 분석을 도모

하게 되기 때문이다(최의창, 2010). 반성적 수업을 통해 터와 패에서 생겨난 의

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교사는 학습자를 성별에 따라 이분화 하여 기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패별로 또 학습자 전체를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의 목표인 ‘하나로 통합하기’를 염두에 두고 과제

를 조직하고, 기대 역할을 부여할 때에도 성별에 의한 차이가 확대되지 않는 

과제를 준비하게 된다. 이승재(2007)의 연구에서 한 교사는 이러한 소견을 다

음과 같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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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패의 역할이 갖는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수업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나로 수업의 4가지 수업 목표에 따른 터와 

패의 운영은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나 배우는 학생에서나 무엇을 가르

치고 무엇을 배웠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수업 활동인 것 같다(이승재, 

2007: 89, 하나중학교 교사 정민국, 교사 설문의 내용 중).

  하나로 수업의 교사는 터와 패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선

정하고 기획하는 데에 무한한 선택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학교 체육교육과정

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개발자’의 역할을 이행하게 된다. 하나로 수업

은 교사로 하여금 전통적 방식의 수업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수업 모

형의 장점들을 반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격려하기에, 교사의 주

도적인 수업 실천 능력을 고양시킨다.

…특히 여학생들은 윷놀이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푹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민속놀이를 수업 상황에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잘 

될까? 고민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뭐든지 진행해 보자는 용기를 얻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도조차 생각지 못했던 내가 뭐든지 시도해 보고자 하

는 긍정적인 체육 교사로 변하게 되어 나도 솔직히 놀랍다(김종석, 2013: 

75, 2011년 12월 18일 교사일기).

  하나로 수업은 다른 체육 수업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여 다양하고 교육적인 

과제 활동을 조직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인문적 체육의 기조인 전인교육을 도

모하기 위해, 여러 교수 학습 방식을 혼합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반성적 자

질을 강조한다. 교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체육 수업 모형의 내용과 형태마저

도 하나로 녹여 내어 수업을 할 것, 그리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체육의 표면적 

이해와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라는 목표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인식을 개선하

며 반성적인 교사로 성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반성 과정은 다음 김종석

(2013)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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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는 읽기 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패별로 하기보다는 전체가 우선 

읽기 자료를 함께 읽음으로써 읽기 터에 적응하는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

직 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하기 터를 패별로 진행 할 것이다(김종석, 

2013: 74, 2011년 3월 13일 교사일기).

  터와 패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교사는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

에서 반성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게 된다. 인문적인 체육 교수·학습 방법

을 시도할 때 교사는 패를 조직하고 그 안의 학습자 역할을 구성하게 되고, 

터에서 제시할 과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성주의 체육교육이 목표로 삼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일한 정답이 아닌, 학습

자 각각의 다양한 답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의 다양

성을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도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진입하

게 된다. 

제가 올 한해 하나로 수업을 하면서 체육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운동이라면 딱 질색이었는데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올림픽 경기장에 배구 

경기도 보러 가고 말이죠! 샘! 저 기특하죠? 태어나서 운동선수가 하는 경

기를 내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다구요(이승재, 2007: 102, 하나중학교 최

민지. 수업 반성을 위한 설문의 내용 중).

7행도 마인드맵을 시도해 보았다.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글쓰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남학생들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원래는 축구를 주제로 시도해 보려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렵겠지만 7행도를 먼저 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 

7행도로 시도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아이들은 마인드맵을 하면서 자

연스럽게 7행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7행도를 통해 

뻗어 나가는 가지들 속에서 아이들은 체육적 창의력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은 7행도에 몰입했다(김종석, 2013: 

76, 2011년 9월 18일 교사일기).

  이에 ‘패’ 활동으로 구조화되는 하나로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생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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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며 반성하는 교사의 기존 젠더 고정관념을 개선

하고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소 결

  

  우리는 지금까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이 교사와 학습자의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성 평등한 체육수업이 

되려면 체육교육이 학습자 중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인문적 체육교육의 전인성을 논증하고, 이러한 전인교육의 모습을 눈에 

띄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의 재현성을 살펴보았다. 

  과학적 체육교육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체육에서 여학생은 체육을 잘하는 

집단으로 불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인문적 체육수업의 전인은 체육과 교육과

정의 추상적인 인간상을 질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학습자의 등장을 허

용하고 암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운동 기능만을 가르치는 체육시간용 앎을 

넘어서, 학습자의 삶 속에서 체육으로부터의 앎이 의미 있게 내면화되는 데

까지 목표함으로써 그 결과 이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허용하게 된 

것은 필연에 가까웠다.  

  여학생의 체육교육의 가치는 남학생과 비교되거나 구분되기 이전에 모든 

학생의 체육교육 경험은 소중한 것으로 존중받고 격려되어야 할 것으로 공

평하게 주어져야 했다. 그럼에도 과거의 체육교육은 마치 올림픽 경기를 방

불케 하는 기능중심의 활동에만 치우쳐서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를 당연하게 

구분하며 그 격차를 심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학생의 위치는 공평이 

아닌, 점점 회복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이 인문적이고 예술적인 체육의 복원을 지

향하고 있기에 앞으로 인문적 체육교육의 파급력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신체활동 가치의 이해와 체험, 감상과 실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문적 체

육교육이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의 내면적 서사의 재현한 방식 역시 그 영향

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인문적 체육

교육의 등장과,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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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학생의 목소리를 대거 부상시키는 기획으로 예

측될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점은, 여학생의 체육교육 참여 확대가 

무조건적으로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학

생이 체육교육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차별받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

양한 차이를 지닌 개개인의 여학생들이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호명되는 환경

에서 여학생들은 개별적인 젠더 존재로 자유로워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과거 체육과 교육과정의 기능 중심성으로 여학생이 집단적

으로 차별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를 생물학적 성별 관점에서만 

회복하려고 접근하게 되면, 이분법적 성별 인식 안에 머무른 채 또 다른 성 

차별의 구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학생의 역차별이라는 언설도 이러

한 생물학적 성별 관점에서의 성 평등에 치중할 때 부상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방법적 지혜가 필요하며, 그 일

부를 하나로 수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수업 내용을 현시

하고, 수업 목표 그대로 이름이 부여된 공간으로서의 터와, 학습자를 수업의 

주체로 참여시키느라 기대 역할을 배분하고 구성하는 패의 활용을 보자. 터

와 패가 운용되는 하나로 수업은 기본적으로 협동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교

육으로서, ‘하나로’라는 수업 이름이 목표하듯, 성별의 다름도 교육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자. 즉, 이는 덮어 놓고 남녀를 가르는 체육수업이 필요하

다는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성수업이라면, 모든 학습자가 어

우러질 수 있는 터와 패의 조직이 동원될 것이며, 단성수업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 터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이 다양한 학습자

들의 자질 발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 터와 

패 활동을 통해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두드러지게 본 점은, 여학생들의 

기존 체육교육 경험의 미천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 하나

로 수업에서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대로, 인문적 체육

교육의 앎을 긍정적으로 체득한 이야기 역시 남녀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

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되어야 할 점은 성 평등한 체육교육을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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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특성들이 여학생들에게만 유의미한 것이 아

니라, 학습자 모두 그리고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도 유의미하다는 점이

다. 앞 장에서 논의한대로 체육교육에서의 차별은 여학생에게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자. 여학생의 차별은 남학생의 차별과 동의어라

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에 학습자의 소외된 경험은 결국 교사의 인식과

도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하며, 젠더 인식의 개선이 요구

되는 체육수업은 곧, 성역할에 기반 하여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강조하던 

기존 체육교육의 패러다임을 반성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주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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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우리는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가장 최근의 <2009 체육과 교육

과정>까지의 내용을 통해 체육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학습자 성별 인식

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체육교육과정 이념에는 성별 구조가 내재해 왔다.

  제1차부터 제4차의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우리의 체육교육과정은 30년

이 넘는 시간동안 생물학적 성별을 준거로 학습자를 이분화 하였다. 성

별에 따라 교육내용을 이원화 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표2> 참고) 교

육과정 문서에 표기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미가 ‘성별을 구분하

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적 근거로는‘교육이념에는 성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음’을 들었다(한

명희, 1987; 2003). 또한 성 역할은 인간 행위를 전면적으로 처방하고 통

제하는 인지 원리로서 작용(Cook, 1985)하기 때문에, 당대의 성별 구조

는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구조의 존속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진보를 향한 의지의 부족으로 

반증으로 보았다. 체육이 교육적 의미를 추구하며 성 불평등을 타파하

려는 구체적인 의지와 예시에 내재된 인식 역시,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

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까닭으로, 학습자

의 성이란 구별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유동적인 개

념으로 이해하는 인식체계(episteme)가 부재함을 들었다. 즉, 이미 젠더 

존재로 성장한 학습자를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하는, 비교육적 젠더 인

식이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

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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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남학생에 해당하는 지도 유의점을 

마치 모든 학생을 위한 안내인 냥 서술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체

육과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남학생의 문법으로 형성된 것임을 반증한다

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체육과 교육과정 이념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집

단적으로 구분하려는 정신과 다르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학습자가 두 집

단으로 위계화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중심적인 체육수업은 특히 성별 위계를 악화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지적되었다. 남학생의 기능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뛰어나다는 인식

은, ‘체력’에 근거한, 그 중에서도 ‘근력, 순발력’과 같은 남학생에게 

유리한 체력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체력과 운동 기능 담론을 중심으로 형

성된 체육교육의 이해 안에서, 여학생은 언제까지나 2인자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은 그 

이념에 깃든 성별구조를 타파하려는 안목, 즉 교육적인 젠더 인식의 내재 

없이는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이 요원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은 ‘젠더의 이해와 그 한

계’의 경계선에 와 있다.

  우리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계보를 살펴보면서 성별 이원화 

된 내용체계가 일원화(제5차)되고, ‘성격’항목을 등장시켜(제6차) 교과

의 성격을 규정하며, 전인교육 목표를 공식선언(제7차)한 뒤, 평등의 가

치를 공평으로 이해(<그림 2>참고)하는 데에 이르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7차 체육교육과정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동일한 잣대로 다

루는 것은 온전한 평등이 아님을 서술한 일은 이분법적 성별 인식을 타

파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분석하였다. 또, 제1차시기부터 일관되게 사용

되어 온 ‘성별’은 최신 교육과정(2009 개정시기)에서 더 이상 표기되

지 않는 다는 사실과, ‘성별’과 ‘성차’를 중복하여 서술(2007 개정

시기)했다는 사실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별’에 깃든 이분법적 인식

을 경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은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

였다. 그럼에도 최신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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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최신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 평등과 불평등한 체육교

육의 어려움을 친절하게 설명하기를 포기한 채‘성차’라는 표기만을 남

겨두었다는 점이다.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본 연구와 같은 

계보적 분석 없이 ‘성차’의 의미가 ‘성별’의 의미와 얼마나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지를 염려하였다. 성차의 사전적 의미가 ‘생물학적 성’

의 이해를 유발한다는 근거를 들며 새로운 문법 즉, ‘젠더’의 표기와 

개념 서술이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한계점은, 최근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예시가 성

별 위계를 해체가 아닌,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2007 개정시기

에는 기존의 운동 기능 중심 체계를 대폭 개정하여 신체활동 가치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주변적 존재로 이해되었던 여학생 집단이 

중심적 존재로 재인식될 수 있는 변화라고 긍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에게는 핸디캡을, 여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준다’와 같은 예시

를 듦으로써, 교육과정이 또 다시 학습자 집단의 위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인식 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젠더 인식 

  우리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실

천적 체육교육과정으로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념화 된 ‘인문적 

체육교육’과 그 실천 모형인 ‘하나로 수업’을 살펴보았다. 이 둘을 

탐색하게 된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하나, 오늘날 학교 체육

현장에서 점차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 인문적 체육의 개념과 이를 바

탕으로 한 하나로 수업은 과거 과학중심적인 체육교육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둘, 학교 현장의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실천적인 체육교육형태라

는 점. 셋,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은 기존 체육교육의 패러다임

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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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로 삼았다. 왜냐하면 언어를 생각

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변화할 때 인지구조가 개선되고(hooks, 1994), 기

존의 남성중심사고관으로부터 만들어진 언어를 새롭게 서술하여 사용하

는 것이 여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일조하기 때문이다(Julia, 2006). 

이에 따라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첫째,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성을 추구하며, 전인의 실재를 다양하게 

재현함으로써 여학생이 체육교육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측면

에서 이분법적 성별 인식을 능가한다. 

  남학생 중심의 문법으로 구축되어 온 체육교육과정에서, 여학생의 체

육참여는 늘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했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를 통

해 성별 위계는 여학생의 지위는 점차 복원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뜨

리는 것임을 지적하며 ‘여학생의’ 인식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학생 소외 현실을 개선하는 최선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분화된 인

식은 여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학생은 물론 교사 인식 개선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안적인 체육수업의 실천으로 성별 위계를 해

체함으로써 체육교육의 젠더 인식 개선이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문적 체육교육이 ‘전인교육’의 개념을 심화하며‘체

육교육을 통해 만들어내야 할 온전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진

지하게 던졌고, 동시에 실재할 수 있는 총체적인(승법적 통합상) 인간상

을 그려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체육교육과정이 뒤

늦게 성문화 한 ‘전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 재 개념화함으로

써, 기존 체육교육의 공고한 남학생 중심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며 다양

한 모양새로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육교육 담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음을 들었다.

  특히 하나로 수업을 통해 인문적 체육교육이 추구하는 전인교육과 전

인이,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텍스트화 되는 것은 성 평등한 체육 담론의 

재구성에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체육수업이 글과 그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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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사진 등으로 설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상으로서 여학생이 가

시화될 때, 여학생은 체육수업의 중심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과 다름없

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위치로 밀려났기에, 말할 수 없는 열등한 존

재로 인식되었던 여학생들에게 제안되는 ‘체육교육과 글쓰기’는 기존

의 성별 위계를 전복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체육교육의 가치를 언어화

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는 것은, 체육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여학생을 다시 호명하는 기획이거니와 체육적 지식이 

단지 신체의 전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내용 체계 개정은 전인교육

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체육교육의 성격과 역할까지도 재구성함

으로써 교육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여학생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

회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이 학교 현장 체

육을 통해 재현해 낸 여학생의 목소리와 이미지는, 읽을 수 있는 글로

써, 체육적 지식이 무엇인지 가시화하고, 체육교육으로 길러지는 여학생

의 실재를 드러내며, 다양한 인간상의 등장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생

물학적 성별 논의에 한정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둘째, 하나로 수업은 ‘터와 패’운영을 통해, 체육교육이 무엇을, 어떻

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문법을 다시 써냄으로써, 성별의 이분화가 불필요

한 체육수업으로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젠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하나로 수업은 인문적 체육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네 가

지 목표(<그림 5>참고)를 지니고 있었다. 이 네 목표들은 그 제목부터 

이미 체육교육이 통합적(하나로)인 것이어야 함을 드러낸다. 특히 넷째 

목표(능력, 성별,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가 주지하듯, 하나로 

수업은 성별의 분리가 불필요하도록 체육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조

화함으로써 생물학적 성별 인식의 재고를 돕고 있었다. 학습내용이자 

목표를 상징하는 터는 실제 운동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에 없던 다

양한 수업 과제 내용으로 구획함으로써, 운동장이 지닌 기존 성격, 즉 

남학생 상징성을 해체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직·간접적인 체험활동

들로 운동장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남학생만큼이나 다양한 여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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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운동 기능 반복 숙달이라는 단편

적이고 뻔한 내용이,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제안될 때, 

여학생의 지위는 주변적인-뻔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며, 주체적으로 체육

교육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터가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를 통해 공간의 성격을 개선하는 특징이 

있었다면, 패는 각 터를 채우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젠더 고정관념을 개

선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협동학습을 지속시키는 패는, 학습자마

다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학생

들을 공식적인 역할 수행 주체로 호명하였다. 또한 체육수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교사의 고정관념을 해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 공간을 새롭게 이름하고, 학습자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

며 학생 중심적인 수업을 만드는 터와 패는 하나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드는 특징이 있었다. 이때 새로

운 인식은 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

한 이해, 타인 및 세계에 대한 인식까지도 변화시키면서, 인지원리의 개

선함으로써 젠더 인식의 개선도 가능하게 만드는 점으로 분석하였다. 

  다.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

  우리는 그동안 체육교육과정에 성별 구조가 내재해 있고, 이것이 성 

평등한 전인교육의 실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앞으로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문서나 실천 차원에서 모두, 학습자의 성

별이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고, 성 평등한 전인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을 실천하려고 의도해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살펴 본 체육과 교육과정, 인문적 체육교육, 하나

로 수업의 특징으로부터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의 모습을 도출하면 이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를 서술하는 데 필요한 문법을 개선해 나가는 체육교

육이다. 즉, 체육교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인교육이 어떠한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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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동시에 체육교육이 길러낸 전인을 새로운 

수사로 서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체육교육에서 여학

생들이 집단적으로 호명되면서 소외되어 온 현상을 통해, 전인교육이라

는 이념이 남성의 관점에서, 남학생의 문법으로 선언되었을 뿐인, 수사

적 개념에 불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인교육과 전인상

은 젠더 평등한 관점에서 재 서술될 필요가 있다. 체육교육의 의미가 

운동 기능 숙달이나 체력 교육에만 있지 않고, 몸과 움직임의 이해와 

체험에 관한 교육임을 주지하면서, 성별에 의해 몸의 움직임이 구속되

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체육교육으로서, 전인교육을 다시 말

해볼 때이다.

  온전한 인간되는 데에는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다. 주지하다시피, 남학

생은 모든 남학생들을 대변할 수 없고, 여학생은 모든 여학생들을 설명

하지 못한다. 이에 성별 구조 위에서 정의되었던 기존의 전인교육을 다

시 명명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서술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분법에 익숙

해진 우리의 안목이 환기되어야 한다. 모든 남학생과 모든 여학생을 부

르는 수사가 아니라, “젠더의 불평등으로부터 피해 받지 않아야 할 모

두”를 부르는 새로운 언어의 생산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식을 담는 새로운 수사들은 기존의 단편적인, 남학생 중심

적인 체육교육의 색깔의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하기만 할 

뿐 구체화가 부족한 인간상을 승법적 인간상으로 재 서술하기 위하여, 

오늘날 학교 현장의 개성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체육

교육이 완성해야 할 젠더 평등함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탐

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학생이 체육교육의 주체로 대거 등장

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일이다. 소외된 실재 집단이었기 때문에, 변화과

정에서 새롭게 읽어야 하는 대상으로 논의되기 쉬울 것이지만, 이 역시 

여학생 호명에 따른 소외의 반복이라는 문제점을 주지하며 새로운 수사

로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하여 남학생의 움직임과, 여학생의 움직

임으로부터 학습자가 갇히지 않는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의 선언이 가능

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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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상적인 인간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하는 체육교육이다.  

  즉, 문법의 개선으로 지향되는 실제의 전인들을 학교 현장에서 찾아

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 다

양하게 다른 모습의 학습자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은 다양한 여학생의 

모습을 포함하며, 학교 운동장으로부터의 교육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

로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날 체육교육과정의 목표대로 과학적이고, 인문

적이고, 예술적인 교육으로서 학습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육교육을 경

험한 학생들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가”를 계속적으

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써 온전한 인

간상에는 성별 구분을 피하려는 인식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 평등한 체육수업의 논의가 이분법적 성별 논의로부터 벗어

나는 것이다. Hargreaves(1993)의 말대로 혼성 체육수업에서는 여학생이 

주변화 되기 쉽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제안한 성 평등한 체육수업의 

정치적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주지해야 할 때이다. 

‘혼성수업(co-option), 단성수업(separatism), 협력수업(co-operation)’이라는 

전략들은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되기 어렵다. 이미 우리는 같이하거나 따

로 수업하는 수업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들은 실천되는 중

에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전략적 실천 이전에, 체육교육에 이념화 

되어 있는 성별 위계를 해체하는 새로운 관점(젠더 인식)이 우선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인문적 체육교육의 구상으로 수업의 내용과 방

법이 바뀌면서 성별 이분화를 해체하듯, (혼성)체육수업을 해석하는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같이하거나, 따로 한다는 것만으로 젠

더 평등한 체육수업을 논의하는 질서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서구의 

전략적 방법이 우리의 체육교육 문화와 일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만의 체육 교육적 방법과 전략들이 생산되어야 한다. 

  젠더의 불평등이 차별적인 수업을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하는 수업은 최선의 방법일 수 없을 것이다. 역설하면, 혼성

수업에서도 젠더 인식의 개선이 가능하고, 단성수업에서도 젠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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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성별의 혼합이냐, 분별

이냐의 이분법적 논의를 벗어나, “체육수업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 성 불평등한 경험을 얻는 학생들에게 체육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이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를 말이다. 젠더 갈등은 이성간에만 일어

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체육수업은 이러한 젠더 갈등을 인식하는 학습

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 

  이에 젠더 평등한 교육은‘양성(兩性)’인식으로부터 확장되어야 한

다. 양성 평등 교육의 논의가 오늘날 ‘양성 평등’이 아닌‘성 평등

한’교육 담론으로 그 표기를 전환하는 것에도, 성별로 환원되는 젠더 

인식의 오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문화로서의 체육교육이 우리의 지향임을 다시금 상기한다면, 우리는 

학습자들이 젠더에 구속 없이 자유로운 움직임과 만족스러운 자기 경험

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도전과 시도, 체험과 성공, 즐거움과 

만족을 체득하게 하고, 몸의 움직임과 그 가치에 관한 교육으로서 온전

한 체육교육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학습자를 덮어놓고 나누려거나 통합

함으로서 성 평등의 도달을 꿈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

과 하나로 수업이 대안으로서 체육의 교육적 관점을 확장하듯, 대안적

인 체육교육을 실천함으로서 이분법적 성별 논의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2. 제언

  가. 젠더 인식적 체육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Young(1990)은 불평등한 체육현실의 개선을 위해 여성적 품행과 운동에 

관한 인식을 문화적으로 변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활동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만이 개선 대상으로 논의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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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과 움직임에 관여하는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려

는 체육교육의 야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Young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

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운동과 신체활동에 관한 인식을 문화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신 체육과 교육과정의 지향성을 다행스러운 환경으

로 여긴다. 문화적 가치로서의 체육을 선언하고, 인문적이고 예술성이 복원

된 온전한 체육교육이 강조하는 최근에는, 정과 체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및 토요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통해 여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참여 확대는 분명 고무적이지만, 양적 

참여만으로 젠더 공평한 체육교육의 완성을 점칠 수 없기에 염려가 따른다. 

이에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교육 문화 안에서 성별 품행과 운동에 관한 인

식을 개선을 위한 문서상에서의 명확한 목표 선언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이제 우리에게는 목표는 물론이고, 예시까지도 젠더 평등한 모습으로 

서술된 체육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제언한다.

  첫째,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젠더’를 직접표기하고,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젠더’는 ‘성별과 성’의 개념

을 구분하는 인식이 미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두 의미의 구분을 

가능하게 만들고, 교사들의 인식 개선부터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로써 체육과 교육과정의 젠더 인식이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되는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젠더 평등한 체육수업의 예시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7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혼성 수

업의 예시가 필요하다면, 그 때에는 핸디캡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대

의 경우도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예시는 여전히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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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별 인식을 강화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으로 생

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물학적 성별이 젠더 인식으로 환원되지 않

아야 한다는 주의점이 동반 서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세한 서술을 

듦으로써, 학교 현장의 성별 위계를 경계하는 안목을 내포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에서 평등한 체육교육을 위해 따져야 할 요소들은 젠더 외

에도 계급, 인종, 학연, 지연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젠더의 평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젠더는, 계급과 인종, 학연, 지연 등의 불평등 

요소 안에서 또다시 중복 발생하는, 뿌리 깊은 차별의 역사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평등한 체육교육은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학적 성별로 환원되는 젠더 인식의 이해를 막기 위해, 

‘젠더 평등한 체육교육’으로의 수사적 선언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은 학생들을 불평등한 맥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는 Freire(1993)의 주장에 따라 젠더 인식에 따른 불평등은 체육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이면적 목표로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교

사의 젠더 인식 개선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 내의‘젠더’표기가 교사의 젠더 인식의 개선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고 생각되며, 젠더 평등한 체육교육 목표와 예시에 관한 상세한 서술 또

한 타당한 변화로 판단된다.

  2) 체육과 교육과정 현장

  젠더 평등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

야 한다. 목표가 수사적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학교 현장의 변

화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안적인 체육교육의 실천방식을 

제안한다. 

  첫째의 ‘도전’가치영역을 통해 크로스 젠더적인 체육수업을 의도적

으로 시도한다. 교사는 해당 지역과 학교, 학년과 학급의 맥락을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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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과제 사이에

서 균형 있는 과제를 선정하며, 젠더 움직임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

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습자의 신

체활동과 움직임에 깃든 성별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한다. 

양성적 인간으로의 교육이 이상적인 만큼 젠더 스펙트럼의 중간을 목표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Gloria(1999)는 이 둘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맞

추려고 수업내용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기존의 성별 인식 해체에 유

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 제시를 위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젠더 스펙트럼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둘째, 대안적인 체육수업을 통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다섯 가치영역에서 젠더 고정관념의 해체를 간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인문적인 체육교육과 같은 체육교육 내용과 형식의 변화

를 주어 수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 체육과 교육과정의 지향대로 

인문적이고, 예술적인 체육을 위해 기존 체육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

양한 형식과 내용들을 시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의 과정에서 상대

적으로 여학생의 양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인성교육

을 강화하는 체육교육에서도, 젠더 평등한 체육수업이 시도될 수 있다. 

배려나 인내, 이해와 존중 등의 가치들은 스포츠퍼슨십(스포츠맨십)의 

교육에서 있어서 필수일 뿐만 아니라, 젠더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데에

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14. 크로스 젠더 체육수업을 위한 젠더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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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젠더 평등한 체육수업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

는 교사의 인식과 환경적 맥락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젠더 평등한 체육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의 다양성

이 확보되고 허용적인 분위기, 끊임없는 도전과 반성적인 시도가 따른다

는 사실이다. 젠더의 이해는 한 개인 안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른 계속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젠더 평등한 학교체육은 체육수업을 주도하는 체육교사들이 젠더를 이해

하고 해석하는 안목위에서 논의되는 것임으로,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와 

현장의 교육적인 개선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논문은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 젠더 인식적인 체육교육의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에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안목의 필요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실천적인 특징들이 살아있는 체육교육의 구현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

는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통해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 젠더 인식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모형의 개발

  본 연구는 젠더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체육교육을 논의하는 데 있어 

인문적 체육수업과 하나로 수업이 보고하는 다양한 특성들이 논의를 끌

어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시도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은 젠더 인식 개선을 의도한 모형은 아니

다. 따라서 앞으로는 젠더 인식 개선을 직접 의도하는 체육교육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 평등한 체육교육을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의 모습

은 한두 가지로 축소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이상을 담은 모형 안에서 

도전적인 체육교육의 본형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문



- 124 -

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 전인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구체화되었듯, 

젠더 평등한 체육교육의 성격, 목표, 인간상, 내용, 방법들을 이론화하고 

구체화한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남학생 체육 연구

  여학생이 체육교육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집단은 분명하지만, 이

를 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이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교육적인 젠더 

인식 재생산할 수 있다. 여학생이 차별적 체육교육의 수혜자였기 때문

에, 여학생 입장에서 체육교육을 보는 것은 분명 시도되어야 할 일이지

만, 이는 또 다른 젠더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에 비판받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논의를 위해 남학생 체육 연구

가 시도되어야 하겠다. 기존의 체육교육이 워낙 남학생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여기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

는 ‘남학생’ 체육 연구는 단순히 남학생을 주제어로 삼는 연구가 아

닌, 남학생 체육에서의 특권과 권력 갈등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Maynard(1990)는 여성에 관해 매우 깊게 분석한 저술은 곧 남성의 특

권과 권력을 분석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에 스포츠와 체육교육 내에

서 다루어지는 남성다움에 관한 이해와 현상에 관한 연구가 젠더 평등

한 체육교육의 한 축으로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배적이거나 종속

적인 남성성, 중심적이거나 주변적인 남성성의 관한 연구들은 여학생 

체육 연구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체육교사 젠더 인식 연구

  hooks(1994)는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이 연구자 정체성의 중요성을 간

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위 정체성의 정치학이라고 불리는 이 논의

는 체육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데에 교사의 정체성(계급,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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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이 성 평등한 체육교육 연구와 담론 생산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치는가를 따져볼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체육교육 현장 연구에는 

체육교사가 연구자인 경우가 상당하지만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잘 읽

혀지지 않으며, 특히 그들의 젠더 인식에 관한 이해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다양한 정체성과 젠더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전한 체육수업 실천에는 교사의 비판적 분석력과 철학적 분석력이 중

요하다는 주장(최의창, 2010)에 따라 우리는 체육교육을 이해, 분석, 실천

하는 주체로서 교사들의 젠더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동성 간 젠더 불평등 연구

  젠더는 유동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성 간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자. 실제로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의 구분이 모호한 오늘날 

우리는 젠더를 이해하는 안목에 명칭만이 없을 뿐, 각양각색으로 현상하

고 있는 다양한 젠더의 실재를 목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남학

생 스타일과 여학생 스타일을 두고 이들을 생물학적 성별을 토대로 집합

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를 목격하게 된다. 점차 다양화되고 양성화되는 시

대이기에 남녀의 양적 평등에 관한 이해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구분이 심화됨으로써 오히려 동성 내의 젠더 불평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동성 내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넓게는 학습자의 젠더 인식을 드러내는 연구와 조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 평등한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 동성 학습자 간에 감

식될 수 있는 젠더의 다름에 관한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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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연구 현황 (학위 논문)

연번 이름 연도 논 문 제 목

1 천지애 2013 ‘즐거운 생활’의 재발견: 초등 통합교과 교수모형으로서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 검토

2 조연우 2013 융합형 학습체험을 통한 여고생의 체육수업 인식 및 참여 변화

3 정구경 2013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하나로 수업과 뉴스포츠의 통합적 
적용과 효과분석

4 김종석 2013 하나로 수업 적용에 따른 교사 변화 탐색

5 방은희 2012 통합적 인문체육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적용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6 남기량 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음악줄넘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참여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7 박규림 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6학년 도전활동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8 백승수 201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스포츠맨십 내면화과정 및 요인탐색

9 강나리 2012 하나로 수업 모형 실천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변화 탐색

10 김우현 2011 하나로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 기피 학생의 인식 변화

11 손성훈 2011 중등학교 야구코치의 코칭전문성 형성과정 검토
:코치교육의 역할과 필요성 탐색

12 박정준 2011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중등학교 체육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점

13 김상우 2011 육군사관학교 체육프로그램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탐색

14 김지연 2011 표현활동 영역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이 교사의 
수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15 김기철 2011 학교 농구 스포츠클럽에서의 스포츠맨십 교육실천과 
학생변화

16 이정민 2011 글읽기, 글쓰기를 통한 고등학교 여학생 체육 가르치기
 :서사적 접근의 가능성탐색

17 박주영 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창작무용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18 전세명 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체육교수-학습과정에의 
통합적 접근

19 윤기준 2010 인성교육으로서의 스포츠맨십교육: 하나로 수업 적용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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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현우 2010 체육교사 간접교수행동의 교육적 효과

21 홍수민 2010 발레 교수학습과정의 문제점 및 대안적 교육모형탐색
:예술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2 김낭규 2010 고등학교 체육수업내실화를 위한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 
및 실천 사례연구

23 박소현 2009 초등 발레 특기, 적성교육에의 인문적 접근: 하나로 수업의 
실천 및 효과

24 배승범 2009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교과인식과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25 이민근 2009 하나로 수업 모형의 청소년  농구스포츠클럽에의 적용

26 유창경 2009 한국 무용정신 가르치기

27 강유미 2009 글읽기, 글쓰기를 통한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인성교육 
가능성탐색

28 이창현 2009 대학에서 체육 가르치기: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실기수업에의 인문적 접근

29 홍연기 2009 인문적 접근을 통한 스쿠버다이빙의 재발견

30 이가영 2008 초등 무용교육에 있어서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 효과

31 서장원 2008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적용

32 이 학 2008 청소년 골프에서의 스포츠맨십교육: 문제점 및 개선안탐색

33 오현주 2008 한국 전통 춤 교수법의 인문적 접근탐색: 기존교수법 
분석과 하나로 수업의 적용

34 이미영 2008 여자중학생의 인문적 체육수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35 조종현 2008 중학교 체육에서 만화자료의 교육적 활용방안 

36 조동호 2008 하나로 수업을 통한 여학생 체육수업에의 인문적 접근

37 유은정 2008 서사적 접근을 통한 중등체육에서의 인성교육탐색: 하나로 
수업모형의 적용

38 박광렬 2007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이 체육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39 전현지 2007 골프지도자 교육의 반성과 대안탐구: 인문적 접근

40 한민국 2007 하나로 수업에서의 전인교육 실천: 간접체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의 역할

41 이승재 2007 터와패: 하나로 수업에서 협동학습과 통합체험의 역할

42 이주희 2007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중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체험

43 최창규 2007 체육수업의 재발견: 하나로 수업을 통한 체육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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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탐색

44 김민정 2007 도시형 대안학교 체육수업의 인문적 체육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45 양재영 2006 중학교 체육수업 시 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하나로 
수업을 중심으로

46 권지연 2006 수영의 발견: 하나로 수업 모형의 생활체육에의 적용

47 조민주 2005 하나로 수업 모형의 중학교 체육수업 실천: 과정과 결과

48 김숙경 2005 중학교 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하나로 수업모형의 실행과 
효과

49 이장형 2005 통합적 체육수업의 가능성과 난점: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과정과 교사변화

50 최성은 2004 발레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무용  지도방법 분석

51 은은희 2004 좋은 무용수업 모형: 무용 지도강사와 무용 전공 학생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52 오현주 2003 살풀이 춤 지도법에 관한 사례연구: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기법과 심법을 중심으로

53 김동겸 2002 초등학교 인문적 체육수업의 문화 기술적 탐색

54 김낙영 2002 하나로 수업 모형의 중학교 체육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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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연구 현황 (학회지 논문)

연번 이름 연도 논 문 제 목

1 최의창 2014 전인적 청소년 교육을 위한 스포츠 활용

2 최의창 2014 기법과 심법 : 교수방법의 잃어버린 차원을 찾아서

3 장경환, 
이옥선 2014 모형 기반 초등 체육 수업을 위한 교사 지식 탐색 : 하나로 

수업을 중심으로

4 최의창, 
임수진 2013 발레정신 지도에 있어서 간접교수방법의 유형과 역할

5 박혜연, 
천지애 2013 인문적 스포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탐색

6 박혜연 2013 심성교육을 위한 한국무용 교육내용의 구조화

7 오승현 2013 인문적 체육교육론 정당화 방식의 비판적 분석

8 김낭규 2013 체육수업에서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9 김지연 
김두련 2012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표현활동 수업에 따른 교사들의 

수업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인식의 변화

10 최의창 2012 전인적 선수 발달과 인문적 코칭-교육활동으로서 스포츠 
코칭의 목적과  방법 재개념화

11 이정민, 
박정준 2012 서사적 통합 체육 활동을 통한 여고생의 체육 수업 인식과 

참여 태도 탐색

12 최유탁 
외 2인 2011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논리적 가정에 대한 검토

13 김낭규 2011 체육수업에서의 교육소외학생 수업적응과정: 인문적 
체육교육으로

14 김낭규 2011 인성적 측면에서의 하나로 수업모형 탐색

15 최의창, 
박정준 2011 창의, 인성 강조 체육수업의 개념과 방법: 통합적 

관점에서의 탐색

16 김낭규 2010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을 통한 반응 변화 탐색

17 박주영 
이강순 2010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창작무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18 박정준 2010 인문적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교직인성 형성과정 탐색

19 정준상 
김육정 2009 분산형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한 중학교 체육수업의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에 대한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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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의창 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21 오현주 2008 한국 전통춤 교육에의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

22 유태균 2008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농구수업의 안과 밖의 모습에 
관한 연구

23 서장원 2008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태권도 단원 지도

24 서장원 2008 초등체육수업에서의 글쓰기 유형 및 적용 사례

25 서장원 2007 글쓰기로 체육활동 내면화하기 - 하나로 수업 모형의 
초등체육교육 적용

26 최의창 2005 호울 스포츠와 하나로 코칭 - 인문적 스포츠교육론 서설

27 최의창 2005 통합적 스포츠지도 : 하나로 수업모형의 체육교사교육에의 적용

28 최의창 2004 하나로 수업-통합적 체육수업을 위한 인문적 접근- 

29 최의창 2001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대학에서의 체육지도를 위한 
한 가지 접근

30 최의창 2001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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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gender-inclusive approach in Physical Education

: The possibilities of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and the 
Hanaro Teaching model

Hyoyoung Ja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have witnessed that girl’s participa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has 
been marginalized largely because of socially embedded idea of gender binary 
within Confucianism culture. In 2007, as NCPE(National Curriculum for Physical 
Education) was revised into value-centered physical activity, the time has come 
to deconstruct the hierarchy of gender in physical education. Drawing on 
feminism, post-structuralism, and critical theorie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HOPE) and Hanaro 
Teaching model as gender-inclusive approaches for Physical Education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we need new rhetoric and concepts for gender-inclusive 
physical education to stray from gender dichotomy. 
Since the Hanaro teaching model and HOPE provide various forms of physical 
education inclusive both influence on gender perspectives of teachers and 
students. It can be argued that the features of HOPE revealed reconstructing (a) 
wholepersonship and (b) reproducibility, the Hanaro teaching model emphasized 
rethinking (c) spatiality and (d) role expectation. HOPE and the Hanaro teaching 
model, new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for gender, suggest two significant 
recommendations. First, the NCPE needs to materialize gender-inclusive approach 
in document by using the term ‘gender’ instead of ‘sex’. Second, the NCPE has 
to include diverse voices in terms of enhancing girl’s narrative embedded in 
schools. This will extend the room for stimulating critical discussions of the 
gender-inclusive approach in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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