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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홍     연     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초등학

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

되는가? 3)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 및 요

인은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본 연구의 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고, ‘아

동을 위한(research for children), 아동과 함께하는(research with children) 연

구’가 될 수 있도록(이옥선, 2013)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년 2

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단계에서는 Mctaggart 

& Kemmis(1988) 실행연구의 과정에 따라 계획, 실행 및 관찰, 반성, 수정된 계

획, 실행 및 관찰, 반성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여학생 5명, 남학

생 5명 총 10명의 5학년 학생이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관찰,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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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육일기, 학생이 찍은 사진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별 약호화(coding), 의미 범주화(categorization), 의미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동료들과의 협의를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유의하였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의 시선에서 1) 여학생의 소극적인 참여 2) 여학생의 낮은 운동

기능 3) 여학생의 주변적인 입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시선에서 1) 

비난에 상처받은 여학생 2) 나름의 적극성을 지닌 여학생 3) 강점을 발휘하고 

싶은 여학생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

로는 1) 수업요인 ① 단편적인 기능 중심의 체육수업 ② 경쟁지향적인 체육

수업 ③ 신체 능력의 차이가 극대화 되는 수업, 2) 교사요인 ① 남녀학생을 

구분 짓는 모습 ②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 ③ 여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3) 학생 요인 ① 학생들의 성 고정관념 ② 학생들의 과도한 승부욕 ③ 

학생들의 체육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드러났다. 

  둘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

음과 같았다. 1)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

으며, 2) 프로그램 구성에서 구성 원리는 ① 무심에서 관심으로 ② 오해에서 

이해로 ③ 기능에서 가치로 ④ 경쟁에서 협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방법

은 ① 남녀통합 ② 능지심통합으로 구성되었다. 3)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①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 ② 비밀친구가 있는 체육수업 ③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체육수업 ④ 친근한 환경으로 구성된 체육수업의 구성요소를 갖

추었으며 비경쟁성, 여학생 강점 반영, 새로운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① 킥런볼 

② 플라잉디스크골프 ③ 티니클링 ④ 간이컬링 ⑤ 라인댄스의 활동을 내용으

로 하여 각 6차시씩 총 30차시로 구성 및 실행하였다.

  셋째, 통합적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 및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1)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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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① ‘섬세함과 정확성’에 대한 재평가 ② ‘체육 잘하기’에 대한 인식

의 확장 ③ 더불어 존재하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 ④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의지 인식으로 드러났고, 2) 참여 방법의 다면화와 참여도가 향상됨으로써 ① 

단편적 참여에서 다면적 참여로 ② 주변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로 변화하였

으며, 3) 가치를 중시하는 체육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어 ① 비난이 아닌 배려, 

격려의 가치로 ② 승리보다는 함께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한편,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1) 교사요인으로 ① 학생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 ②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 동료 요인으로 긍정적 상호의존성 및 자긍

심을 주는 피드백을 통해 효과를 보았으며, 3) 과정 요인으로 새로운 활동에 

대한 부담감 및 느린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 체육

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앞서 남녀학생의 여학

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녀학생의 

인식과 요인을 반영한 여학생 친화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셋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효과는 여학생 체육수업 참

여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되었고, 참여 방법의 다면화, 참여도의 향상을 가져

왔으며, 가치를 중시하는 체육수업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은 첫째, 교사는 남녀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체육수업 참

여를 인식하고 모든 참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지도교사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지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통합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들은 학교 환경과 교사의 재량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심화할 수 있

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학생과 소극

적으로 참여하는 남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별로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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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적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간의 연결성을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여학생 체육,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여학생 참여 통합적 프로그램

학  번: 2014-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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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체육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

성할 수 있을 것이다(최의창, 2010). 이러한 체육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이 학

교에서 체육을 배우는 시기에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양질의 체

육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아가 형

성되는 성장기의 학생일수록 체육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나중에 

평생체육을 하게 되는 동기로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Kirk, 2005),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방출, 2009). 

따라서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스포츠 및 경쟁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스포츠를 잘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기능을 

익혀 기초를 다져야 하는데, 스포츠를 바탕으로 하는 체육수업은 초등학생들

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경쟁 중심의 체육수업에서는 승리와 패배에 

대한 집착, 낮은 스포츠맨십 등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김성곤, 

2014). 결국 초등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체육에 대한 흥미와 지속적

인 참여 의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초등체육 본연의 목적이 지향하

는 방향에 부합하지 못한다.

둘째,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곤 한다. 초

등학교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은 76.6%로 교직의 여성화 현상이 여러 문제점

을 야기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특히, 체육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교과이기에 체육의 이론적인 부분과 실기 수업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체육교

과만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여교사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박경석, 

이제행, 2009; 이광무, 이유경, 2009b). 이러한 연유로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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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치는 여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미림, 이

옥선, 조기희, 2015; 이광무, 이유경, 2009a;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2005). 이

때, 여교사들이 체육수업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학창시절 

체육수업시간의 ‘부정적인 과거 경험’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교사들은 체

육수업을 기피하고 잘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육수업에서의 여학생 소외 현상에 관한 제기이다. 체육수업 시간의 

여학생 소외 현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나고 있다. 체

육을 접하는 초기 단계인 초등체육에서 여학생 소외 현상을 겪게 되면 여학

생은 체육활동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학생 소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

에서는 체육 교과의 많은 부분이 남성 위주의 스포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부 여학생들은 불평등한 체육수업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거나

(이규일, 2011), 남녀 학생의 신체조건 차이 및 운동 기능의 수준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무영, 조미혜, 2006). 또한, 경쟁적인 요소

를 담고 있는 체육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lintoff, 2008). 경쟁적 

요소를 선호하는 남학생들이 느끼는 신체적인 성취감이 존재할 수 있는 반

면, 체육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여학생들은 수업의 중심이 아닌 주변

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황관식, 이동호, 2009). 결국, 운동 기능이 

좋은 남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참여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주종미, 2015).

앞서 여교사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를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 또한 학교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입지를 좁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운동 기능이 낮고, 체육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문제거리’로 언급되기도 하며(Flintoff & Scarton, 2001; Wright 

1999), 낮은 운동 기능을 가진 여학생들은 ‘방관자’로서 체육활동에 소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순정, 곽은창, 1999). 여학생 체육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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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며 운동 기능이 낮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면 여학

생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체육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남녀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반쪽짜리 체육수업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여학생들의 활발한 체육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 및 단체에서는 체육활

동에 여학생들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Girls on the run’이란 이름으로 12주간 24개의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약 100만 여명의 여학생이 달리기에 참여했으

며(Iachini, Beets, Ball, & Lohman, 2014), 스코틀랜드에서는 ‘Fit for girls’프

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의 긍정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이끌어냈다(Inchley, 

Mitchell, & Currie, 2010).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인

‘Active after school programs for girls and young women’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CAAWS, 2011).

국내에서도 최근 여학생 체육 참여가 중요한 화두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2013)가 조사한 결과, 10대 남학생의 스포츠 참

여율은 51.8%인데 반하여, 10대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율은 27.1%에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교 이외의 체육활동에서는 남학생이 30.6%, 여학생이 

18%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초

등학생 31.3%, 중학생 15.8%, 고등학생 13.2%의 참여율을 보여 참여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한태룡, 2010).

이와 같은 여학생의 낮은 체육활동 참여율을 극복하고자 여학생 체육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여학생 체육의 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최근 들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5대 중점 과제 중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

화’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학교 체육 운영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한 하위 

실행과제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확대 및 여학생 체육활동 

기반 시설 조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여신)’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여학생 



- 4 -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이와 더불어 여학생 체육에 대한 색다른 방향성을 지닌 연구도 시도되었다. 

장효영(2015)은 젠더 인식이 내재된 체육수업의 가능성을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탐색하였으며, 정겨운(2015)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차원이 단지 신체적인 능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

근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학생 체육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

며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기존 국내외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기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

용적인 측면에서 방과 후 혹은 스포츠클럽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단일의 

활동을 담고 있었다. 즉, 프로그램 내 활동들은 정규 교육과정 안의 체육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활동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이는 정규 교육과

정과의 연계성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체육수업과 동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여학생 체육 참여 증진이라는 특수한 목적만을 위해 행

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체육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남학생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아닌 여학생만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

루어진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남학생과 따로 분리하여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남녀 혼성수업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마련된다면, 여학생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남학생들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남학생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학생의 체육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실행연

구가 필요하다. 이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문제가 여학생만의 문제가 아니

라 체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본질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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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 뒤 그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는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초등 

여학생을 이해하고 남녀학생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온전한 체육수업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에 적용할 수 있

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의 단초가 되는 연구로 향후 연구에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 및 요인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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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여학생 체육수업 

여학생 체육수업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교과 시간에 여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통칭하고자 한다. 여학생 체육수업은 단순히 여학생들

만이 참여하는 수업이 아닌 남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체육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육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 체육수업 활성화 

체육수업 활성화는 크게 체육수업 내실화 및 체육수업 참여 증진의 측면으

로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두를 통틀어 체육수업 활성

화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특히 신체활동 참여는 Kenyon(1969)이 제시한 행동, 

인지, 정서적 참여로, 몸으로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행동적인 참여뿐만 아니

라 규칙 등의 스포츠 정보를 익히고 기억하는 인지적 참여, 마음에서 감정적

이고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서적 참여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의 체육수업 활성화는 내실 있는 체육수업 운영 및 행동적, 인지적, 정

서적 차원의 참여 활성화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 

체육수업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안한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의 환경 등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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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여학생 체육수업 활성화 프로그램 탐색에 필

요한 초등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초등 여학생 체육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들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 1절

에서는 초등학교 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2절에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특성과 초등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양상을 알아보고 여

학생 체육수업 참여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초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접근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여학생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초등체육의 접근

 

가. 초등체육의 목표

  

초등체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알아보기에 앞서 큰 줄기인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초・
중등 교육법 제38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

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고재천(2001)은 초등

교육의 특성을 통합 교육, 전인 교육, 기초 기본 교육, 보통 일반 교육, 무상 

의무 교육의 5가지로 언급한다. 각각은 초등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제도의 측면에서 드러난 특성들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엄태동(2004)은 초등교육을 ‘초급의 교육(elementary education)이 아닌 학습

자들이 교육의 세계에 제대로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차 교육(primary education)’으로 새로이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는 초등교육이 초보적인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맨 

처음 이루어진다는 것에 방점을 둔 중요한 교육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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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과명칭 핵심�내용

1차
(1954-1963)

보건

■�교과중심�교육과정
� ·� 체육�교육의�도입기
� ·� 신체적� 목표,� 사회적� 목표,� 지적·정서적� 목표,� 안전지도,� 레크리에
이션�지도� � 세부�목표�영역으로�구분�제시

� ·� 놀이중심의�교육�강조하고자� ‘놀이’� 용어�사용

2차
(1963-1973)

체육

■�경험�중심�또는�생활�중심�교육과정
� ·� 학생의�생활과�체육과�연관�지도�강화
� ·� 경험의�강조
� ·� 목표-지도내용-지도상의�유의점

3차
(1973-1981)

체육

■�학문중심�교육과정
� ·� 지식의�구조와�지식의�기본�개념�중시
� ·� 국민교육헌장�이념�구현
� ·� ‘일반�목표’와� ‘학년별�목표’를�제시
� ·� 용어의�변환(놀이→운동)�

4차
(1981-1987)

체육

■�인간중심�교육과정
� ·� 초등학교�저학년�통합교과�실시
� ·� 교과,� 경험,� 학문,� 인간�중심의�조화
� ·� 인간성,� 창조성의�강화

5차
(1987-1992)

체육
■�교육과정�적합성�제고
� ·� 초등학교�저학년�통합�교육과정

[표� 1]� 체육과�교육과정의�역사적�변천(유정애,� 2007b�참고�및�수정�보완�제시함)� �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각자의 자신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

식으로써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최고, 최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엄태동, 

2003). ‘초등’이라는 단어에서 초급, 초보의 의미가 아닌 ‘가장 처음 이루

어지는, 기본이 되는 단계’의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등교육은 기본이 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교육으로의 첫 단

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계의 역할을 한다. 즉, 학생이 학습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

니도록 하는 교육인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초등교육의 줄기로부터 뻗

어 있는 초등체육은 이러한 목적을 바탕에 두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해왔

다. 초등체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점적

으로 강조하는 것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바뀌어왔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이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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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과명칭 핵심�내용

� ·� 교육과정의�지역화�및�효율화�중시
� ·�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전략

6차
(1992-1997)

체육

■�교육과정의�분권화�실시
� ·� 교육과정�결정의�분권화,� 구조의�다양화,� 내용의�적정화
� ·�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
� ·� 편성·운영�체계의�개선

7차
(1997-2009)

체육

■�학습자중심�교육과정
�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선택�중심�교육과정
� ·� 체육과� 성격의� 명료화,� 목표의� 일원화,� 내용체계의� 일원화� 및� 적
정화,� 교수·학습�방법�및�평가�지침의�구체화

� ·� 용어의�변환(기본�운동�기능→기본�움직임)

2007�개정
(2010-2012) 체육

■�신체활동�가치�중심�교육과정
� ·� 건강�및�체력�증진을�위한�스포츠�기능(sports� skill)� →�활동적인�삶을�
위한�생활�기술(life� skill)

� ·� 신체활동의�과학성과�예술성�강화
� ·� 단위학교와�교사의�교육과정�운영�자율권�강화
� ·� 교육과정�평가에�대한�자율권�강화

2009�개정
(2011-)

체육

■�신체활동�가치�중심�교육과정
� ·� 신체� 활동의� 교육적� 가치� 내면화� 및�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간상�추구�

� ·� 미래�사회에서�요구되는�창의·인성을�두루�갖추어야�함
� ·� ‘창의적이고�합리적인�사고력’� /� ‘스포츠�정신과�공동체�의식’�
� ·� 창의·인성의�개념은�체육과의�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모든�측면
에서�적용되고�강조되어야�함

그 중 체육교육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킨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

정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체육과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스포츠 기능 습득 및 게임 활동에만 치중해오던 수업에 대해 

반성하고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였으며(강신복, 김대

진, 김윤희, 류태호, 문호준, 박종률, 최희진, 2009; 유정애, 2007a; 이대형, 전

세명, 2011; 조미혜, 2008, 최의창, 2005),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를 체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

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체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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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가치

초등체육과�목표

건강
신체�활동과�건강의�관계를�이해하고�건강�증진에�필요한�지식과�운동�방법을�습득하며�
실천하는�태도와�능력을�기른다.

도전
신체� 활동의� 도전� 대상을� 이해하고� 도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행� 방법을� 습득하며�
실천하는�태도와�능력을�기른다.

경쟁
신체� 활동의� 경쟁� 유형을� 이해하고� 경쟁�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행� 방법을� 습득하며�
실천하는�태도와�능력을�기른다.

표현
신체� 활동의� 표현�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며�
감상하는�태도와�능력을�기른다.

여가
신체� 활동과� 여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행� 방법을� 습득하며�
생활화하는�태도와�능력을�기른다.

[표� 2]� 2009� 개정�교육과정에�제시된�초등학교�체육과�목표(교육과학기술부,� 2011)� �

  초등학교 체육은 공교육에서 체육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

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기초 체력 증진, 기초 수행 능력 및 

표현 능력, 운동 규범 습득, 여가 생활 태도 발달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3~4학년은 신체 활동의 다섯 가지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신체 활동의 가

치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기본 실천 능력

을 기르는 것을 강조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p.8)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 

가치에 관한 기초 교육’을 접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체육의 ‘신

체 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실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적용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초등체육과의 각 신

체활동 가치별 목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초등체육의 목표를 살펴

보는 연구가 있었다. 최의창, 전세명(2011)은 ‘전인교육을 위한 운동소양의 

함양’의 관점에서 초등체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운동소양’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 능력 및 기능 등을 나타내는 운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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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지식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운동지, 운동에 대한 심성적 태도나 

마음인 운동심이 통합된 개념으로 이를 제대로 함양시키면 지덕체가 하나 된 

전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초등학교 체육에서 학생들이 운동 

기능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함께 발달시켜서 운동소양을 함양하여 궁극적으

로 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등체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등체육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면, 미국 스포츠 체육교육 협회인 NASPE(2004)는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을 통해 ‘신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physically educated person)’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며 체육교육을 받은 학생

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 [표 3]과 같다. 

 

체육교육을�받은�사람(Physically� educated� person)

1.� 다양한�신체�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운동�기능과�움직임�수행�능력을�보여준다.
2.� 신체�활동의�학습과�수행에�적용할�수� 있는�움직임�개념,� 원리,� 전략�및�전술을�이해한다.
3.� 규칙적으로�신체�활동에�참여한다.
4.� 건강�증진에�필요한�체력�수준을�성취하고�이를�유지한다.
5.� 신체� 활동�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개인� 및� 사회적� 행동을�
보여준다.

6.� 건강,� 즐거움,� 도전,� 자기표현,� 사회적�상호작용�등의�신체�활동�가치를�이해한다.

[표� 3]� 미국�체육교육에�관한�국가�기준(NASPE,� 2004)� �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physically educated person)’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각각을 분류해보면 심동적 영역에 포함되는 운동 기능과 움직임 수행능력, 

체력 수준을 유지하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등 움직임과 관련된 능력을 발휘

하는 것, 정의적 영역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인지적 영역에 들어있는 움직임 개념, 원리, 전략 및 전술 등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아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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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체육의 내용

초등체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체육수

업에서 배움의 경험을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내용

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어떤 원리를 갖고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Jess(2012)는 평생 체육의 시발점으로써 초등 체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원리를 갖고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체육 체육의 내용은 첫째, 발달적으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둘

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셋째, 모든 학

생들이 배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포함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고 넷째, 발전

적이고 유기적인 내용을 중요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로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교육과

정 내의 초등체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체육의 내용영역을 신체 활동 가치인 건강 활동, 도

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활동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영역 별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 활동은 건강과 관련된 지식과 개

념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전 활

동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전

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신체적 능력과 비교하여 도전해볼 수 있는 데

에 주안점을 둔다. 경쟁 활동에서는 팀원들 간 선의의 의미에서 경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표현 

활동에서는 신체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알고 심미적 요소들을 담은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표현 요소를 담은 표현활동의 문화적인 특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가 활동에서는 신체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가

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처럼 다섯 가지의 신체활동 가치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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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과 5~6학년을 학년 군으로 묶어 각각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용 체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신체활동 가치 영역 내 내용 별

로 인성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인성요소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

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등 폭이 점점 넓어지는 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다. 인성 

요소를 배치하여 신체활동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과 동시에 인성적 가치를 함

양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며 다음 [표 4]와 같다.

영역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건강�
활동

㈎�건강과�생활�습관
�·운동의�단계와�방법
�·개인위생�및�질병
� �예방
�·가정의�안전사고�예방
�·자기�인식

㈏�건강과�체력�향상
� ·기초� 체력의� 유형과�
증진
�·비만�예방�및�건강한
� �식생활� �
� ·학교의�안전사고�예방
�·자율성

㈎�건강과�신체�발달
�·건강� 체력의� 유형과�
증진
�·몸의�성장과�변화
�·상해�예방
�·자기�이해

㈏�건강과�재해�안전
�·운동� 체력의� 유형과�
증진�
� ·흡연과�음주의�피해�
� ·재해�예방�
� ·상황�판단력

도전�
활동

㈎�속도�도전�
� ·의미와�특성� �
� ·기본�기능
�·측정�및�평가
�·끈기

㈏�동작�도전�
� ·의미와�특성� �
� ·기본�기능
�·동작�구성�및�평가
�·용기

㈎�거리�도전
� ·의미와�특성� �
� ·기본�기능
�·측정�및�평가
�·문제의�발견�

㈏�표적/투기�도전�
� ·의미와�특성� �
� ·기본�기능
�·측정�및�평가
�·자기�조절/타인�존중

경쟁�
활동

㈎�피하기형�경쟁
�·의미와�특성
�·기본�기능
�·게임�전략의�이해�및�
창의적�적용
�·규칙�준수

㈏�영역형�경쟁
� ·의미와�특성� �
� ·기본�기능
�·게임�전략의�이해�및�
창의적�적용
�·협동심�

㈎�필드형�경쟁
�·의미와�특성
�·기본�기능
�·게임�전략의�이해�및�
창의적�적용
�·자기�책임감

㈏�네트형�경쟁
�·의미와�특성
�·기본�기능
�·게임�전략의�이해�및�
창의적�적용
�·운동�예절�

표현�
활동

㈎�움직임�표현�
�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
�·움직임�표현�방법�
� ·창의적�표현�및�감상
�·신체�인식

㈏�리듬�표현
�·리듬�표현�유형과�요소
�·리듬에�맞춘�신체�활동
� �표현�방법
�·창의적�표현�및�감상
�·신체�적응력� �

㈎�민속�표현�
� ·종류와�특징�
� ·민속�표현�방법�
� ·창의적�표현�및�감상
�·다양성

㈏�주제�표현
�·구성�원리와�창작�과정� �
�·움직임�창작�표현�방법�
� ·창의적�표현�및�감상� �
� ·독창성

여가�
활동

㈎�가족과�여가�
� ·의미와�특성� �
� ·여가� 활동의� 창의적�
계획
�·나와�가족의�여가
� �활동�체험�
� ·가족�사랑

㈏�전통�놀이와�여가� �
� ·의미와�특성� �
� ·전통�여가�놀이의�창
의적�계획
�·전통�여가�놀이�체험� �
� ·전통�존중

㈎�생활�환경과�여가
� ·의미와�특성� �
� ·생활형� 여가� 활동의�
창의적�계획
�·생활형�여가�활동�체험
�·공동체�의식

㈏�자연�환경과�여가
� ·의미와�특성� �
� ·자연형� 여가� 활동의�
창의적�계획
�·자연형�여가�활동�체험�
� ·자연�사랑

[표� 4]� 초등학교�체육�내용�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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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체육의 내용은 기본적인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 요소를 알며 방법을 

익히는 등의 체육 교육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내용

체계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통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영역의 신체활동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군 간의 점진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체계성을 띄고 있으며 각각은 ‘이해-계획(익히기)-적용-

실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초등체육의 방법

1) 즐거움을 기반으로 하는 초등체육

내실 있는 학교 체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곳은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최의창, 2010).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은 학교체육의 첫 인상

으로 각인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초등체육

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Whitehead(1929)에 의하면 교육은 낭만의 단계(the stag of romance), 정밀의 

단계(the stage of precision), 일반화의 단계(the stage of generalization)의 세 단

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써 ‘교육의 리듬’이라고 언급한다. 

유기체철학에 핵심을 두고 있는 화이트헤드는 반복(repetition), 순환

(circulation), 평형화(equilibrium)를 리듬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

였다고 할 수 있다(박휴용, 2003). 따라서 어떤 한 인간이 교육적으로 성장하

기 위한 흐름으로 낭만, 정밀,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단계들

은 각각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복되기

도 하며,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교육리

듬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단계별 학교교육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박종국, 2008; 최의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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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과정과�교육단계의�리듬� (박종국,� 2008� 참고)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리듬에서 초등 교육의 위치를 살펴보면, ‘낭만의 단

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낭만의 단계에서는 흥미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에 끌릴 수 있는 매력을 극대화 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

을 선정해야 한다(이효현, 권낙원, 2006). 특히, 초등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체

육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움직임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것이다. 

최의창(2010)은 학생들이 초등체육을 접하면서 ‘로맨스의 감정’을 불러일

으킬 수 있게 된다면 ‘낭만의 단계’로 시작되는 학교체육의 리듬이 잘 이

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초등체육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되며 새로운 호기심

을 갖게 되는 ‘교육적 로맨스’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때 초등체육

은 기능이 우수한 학생을 육성한다거나 체육 지식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체육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과의 행

복한 만남을 주선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체육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열정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즐거움을 위한 체육수업의 중요한 요건이라

고 할 수 있다. 즐거움을 지향하며 기반으로 하는(joy-oriented) 체육교육에서

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즐거움, 내재적 만족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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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움직임을 강조한다(Blankenship & Ayers, 2010).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수준의 과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과제에 대한 열정 및 즐거움이 

발현될 수 있다.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긍정적 효과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육수업에

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를 강조할 수 있다. 만

약 체육의 외재적인 가치(extrinsic values)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체육의 본질이 

가려진 채 수단으로써 체육을 도구처럼 활용하여 얻게 되는 목적에만 치우치

게 되며, 결국 체육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어린 시절의 체육 경험은 긍정

적이고, 재미있어야 하며, 평생에 걸쳐 체육활동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Pickup, 2012).

Kretchmar(2008)는 체육의 역할이 건강한 삶을 위해 비만을 해결하고, 활동

성을 높이는 수단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강조하는 놀이 중심

의 접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즐거움은 체육교육의 본질적 

가치로 교육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Wright, 

2004). 청소년기 학생들이 체육교육에서 즐거움의 요소를 찾게 되면 움직임에 

자신감을 얻고,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겪는다. 궁극적으로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측면을 바라보았을 때, 초등체육

에서는 평생체육으로의 견고한 연결고리를 ‘즐거움’이라는 내재적 가치로

부터 형성할 수 있다. 

2) 기본 움직임 기술을 발달시키는 초등체육

학교 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초점은 

달라져야 한다. Graham, Holt-Hale, Parker(2007)는 가장 먼저 모든 운동의 기

초가 되는 기본 움직임 기술(FMS, fundamental movement skills)의 습득을 거

친 후에, 다양하고 폭 넓은 범위의 운동을 접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탐색해 나가는 가능성 탐색의 단계, 그리고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소수의 운동을 특화시키고 세련화 하는 전문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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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다이아몬드형�커리큘럼(Graham,�Holt-Hale,�Parker,�2007,�p.17)

 

기본 움직임 기술(FMS)을 발달시켜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초

등학교 체육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기본 움직임 기술이 발달되

어가는 단계를 점진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체육교육의 핵심기술을 익

히게 된다(Doherty & Brennan, 2014). 기본 움직임 기술은 움직이고, 사물을 

조작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Pickup, 2012). 

초등학교 체육은 운동 발달 기초가 되는 단계로써 가장 기본적인 이동, 비이

동, 조작 운동을 통해 움직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이동은 신체를 어

떠한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비이동은 어떤 동작이나 가만히 있으면

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조작은 도구나 물체를 손이나 발을 이용하

여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Balyi & Hamilton, 2000; Gallahue & Donnelly, 

2003). 각각의 예를 살펴보면 이동은 걷기, 뛰기, 옆으로 미끄러지기 등이 있

고 비이동에는 몸을 굽히기, 자세를 취하기, 제자리 돌기 등이 있으며, 조작

에는 던지기, 받기, 차기, 치기 등이 있다(Jess, 2004).

지금까지 살펴 본 기본 움직임 기술은 초등학교시기에 발달시킨다면 기본 

움직임 기술 간의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응용될 수 있다. 이는 초등체육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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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스포츠와 같은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의 체육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따라서 초등체육에서 기본 움직임 기술을 

정확하게 알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초등체육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담임제를 선택하여 교사가 학생을 통합적인 

전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하

였다(고재천, 2001). 학급담임제란 학급의 담임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여 다

양한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책임을 맡는 것을 말한다(국립국

어원, 2015). 이 때 담임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에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등교사는 교과전문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초등교육의 전문가로서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

다(박동희, 이동호, 2010).

초등교육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은 ‘통합성’에서 발현될 수 있다. 초등교

사는 학생의 생활과 교과를 통합하고, 학생의 놀이와 생활지도를 통합하며, 

교과와 학생의 경험을 통합하는 등 학생들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간

의 통합을 주도한다(유승희, 2000). 초등체육을 가르칠 때에도 ‘통합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른 교과와의 통합, 생활지도 측면

의 통합, 서사적 통합의 세 가지로 나누어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초등체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초등체육은 타 교과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초등체육과 다른 교과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통합의 요소를 찾아서 계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통합

하는 것이다(전지영, 양정모, 조순묵, 2013). 동일한 주제 등의 통합적 요소에 

맞는 각 교과만의 특색을 살려 교과 간 통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동일한 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무

늬만 통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용의 계열성이 유지될 수 있고 각 교과별로 

통합 요소와 알맞은 활동 내용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초등체육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급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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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초등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한다. 초등체육의 맥락 내에서 

학생들은 인성 요소 및 라이프스킬을 배우며 생활과의 통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가 담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이정택, 2015). 체육활동을 통해 실제 삶

에 필요한 라이프스킬을 익힐 수 있다는 관점 또한 초등체육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이옥선, 2015).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에 전이될 수 있는 측면을 지도하여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한 전

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초등체육과 생활지도와의 통합적 의미를 찾을 수 있

다(최의창, 2009).

셋째, 초등체육에서는 서사적 통합이 가능하다. 체육활동을 ‘하는’것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양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체육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의창, 2001). 체험양식 

중 하나인 서사적인 통합의 관점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체육 경험에 대

한 이야기를 구성하여 심동・인지・정의적 차원으로 통합할 수 있다(서장원, 

이덕영, 2008). 서사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체육활동에서 정서적인 체험과 

인문적인 언어와 사고를 통한 통합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다(최의창, 

2010). 천지애(2013)는 저학년 초등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서사적 통합의 맥

락이 ‘즐거운 생활’의 놀이 위주 신체활동과 학생들의 삶을 연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초등체육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을 토대로 개발된 하나로 수업 모

형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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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제�목

김동겸
(2002) 초등학교�인문적�체육수업의�문화기술적�탐색

박광렬
(2007) ‘하나로수업’�모형�적용이�체육�학습�능력에�미치는�효과

서장원
(2007) 글쓰기로�체육활동�내면화하기� 하나로�수업모형의�초등체육교육�적용-

이가영
(2008) 초등�무용교육에�있어서�하나로수업�모형의�적용�효과

서장원
(2008a) 전인교육�실현을�위한�초등체육에의�통합적�접근:�서사적�관점에�근거한�하나로�수업�적용

서장원
(2008b) 초등체육수업에서의�글쓰기�유형�및�적용�사례

서장원
(2008c) 하나로�수업모형�적용을�통한�초등학교�태권도�단원�지도

박소현
(2009) 초등�발레�특기·적성교육에의�인문적�접근:� 하나로�수업의�실천�및�효과

배승범
(2009)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체육수업이�초등학생의�교과인식과�참여�태도에�미치는�영향

박주영
(2010)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창작무용�수업이�초등학생의�신체활동�즐거움에�미치는�영향

박주영�외
(2010)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창작무용�수업이�초등학생의�신체활동�즐거움에�미치는�영향

전세명
(2010) 하나로�수업�모형을�통한�초등체육�교수-학습�과정에의�통합적�접근

김우현
(2011) 하나로�수업을�통한�초등학교�체육�기피�학생의�인식�변화

김지연
(2011)� 표현활동�영역에서�하나로�수업�모형의�적용이�교사의�수업�인식에�미치는�영향

김지연�외
(2012)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표현활동�수업에�따른�교사들의�수업�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인식의�변화

방은희
(2012) 통합적�인문�체육수업�교수학습�과정안�적용이�창의적�문제해결력�신장에�미치는�효과

남기량
(2012)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음악�줄넘기�수업이�초등학생의�학업성취도와�참여�태도�향상에�미치는�효과

박규림
(2012)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 6학년�도전활동�수업이�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

강나리
(2012) 하나로�수업�모형�실천을�통한�초등학생의�체육수업�인식�변화�탐색

천지애
(2013) ‘즐거운�생활’의�재발견:�초등�통합교과�수업모형으로서�하나로�수업의�가능성�검토

[표� 5]� 하나로�수업�모형을�적용한�초등체육의�서사적�통합�관련�연구(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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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초등체육의 방법으로서 즐거움을 기반으로 하는 초등체육, 향후 

게임이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타 

교과, 학교생활 그리고 서사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지향되

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는 초등 여학생 체육에서도 반영 및 강화되어야 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 여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낭만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초등체육으로의 의미를 탐색해야 하며, 여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알맞은 

수준의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여학생들이 선호하

는 교과와의 통합,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통합, 이야기가 

있는 통합을 통해 초등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초등 여학생 체육

 

가. 초등 여학생의 특성

  초등학생 시기는 활발한 지적활동과 신체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러한 발달이 일어나는 초등학생들의 체격, 체력, 건강과 관련된 신체발달 특

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정도상, 2012). 이에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초등 여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초등 여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기의 경우 신체 발달의 성장이 지속되며, 운동 기능

의 발달에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이 시기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발육이 빠

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과 체중에 있어서 9~11세경에 가장 많은 증

가량을 보인다(강동원, 양윤권, 1997; 허정, 2009). 초등 여학생들은 심폐지구

력, 근력, 민첩성, 순발력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특히 남학생에 비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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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평형성과 관련된 기록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범희, 2000). 그러

나 초등 여학생들의 체력 성장은 중・고등학교에 이르러서 정체 및 퇴보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차이

는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 간의 차이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황의룡, 황철상, 2013). 과거에 비해 사춘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화진, 신혜원, 2011). 특히 초등 고학년 사춘기에 들어선 여학생들은 호르몬의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피하지방이 증가하는 체형의 변화가 시작된다(김만호, 

이종완, 2001; 한성수, 2000).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체형 및 체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체지방 증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또한 초경이 시작되면 성장호르몬이 억제되고 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

이 받게 되며(권현화, 2014),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감수성이 풍부

해진다. 

  초등 여학생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주은지, 2011). 아동기에 비해 친구와

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며(유도선, 김병준, 2010), 친구들의 인정과 

관심을 중요하게 여긴다(강유선, 박경, 2014). 특히 또래 친구들이 자신에 대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동조하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친구 관계에서의 소속감에 대

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형성할 때, 단짝 친구를 만들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김미란, 최정미, 2004). 여학생은 친구

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숙함을 표하고, 다양한 표정과 반응이 있는 정서적

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며 공감을 얻

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류성기, 2003).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 여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이 체육수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은 2차 

성징을 통한 성장 및 성 호르몬 변화와 초경의 시작으로 인해 체육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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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을 꺼려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여학생들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하여 여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등

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체육수업 시간에 신체 이미지에 대해 

다룰 때에는 여학생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여학생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만큼 

체육수업 시간 중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소중히 여

길 수 있는 다양한 성공경험의 기회 제공 및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학생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체육활동 내 또

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낭규, 김영범, 2014). 여학생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이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육수업 시간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학생들을 배려

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초등 여학생의 체육 참여 양상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혼성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혼성수업에서 남녀학생들이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배울 수 있다(이상일, 최환희, 2003). 혼성 체육수업

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

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연스러운 교육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처럼 혼성 체육수업은 남녀학생이 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 능

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부각되

었다(김종호, 임성호, 2003).

  그러나 선행연구(박은영, 권기남, 임수원, 2006; 이상일, 최환희, 2003; 황관

식, 이동호, 2009)를 살펴보면, 실제 혼성 체육수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한

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박은영 등(2006)은 남녀학생의 신체적 능력 및 활

동 성향에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 결손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일, 최환희(2003)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혼성 체육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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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밝혔으며 여학생들을 위한 체육수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황관식, 이동호(2009)는 중학교 혼성반 체육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전통적인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상대편 성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남녀 학생의 체력과 

운동 기능에 차이가 있어서 수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남학생과 여학생은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등 여학생의 체육 참여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초등학

생의 체육수업 참여유형을 분석한 연구(이옥선, 1996), 초등학생의 체육학습 

태도를 분석한 연구(김진환, 이동우, 2007),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한 연구(권순일, 권태원, 2001; 박창범, 박대권, 이사열, 2008; 

배소심 김경숙, 원영신, 조미혜, 유정애, 2005; 유선주, 2014), 초등학교 여학생

의 체육 소외 및 기피 요인을 파악한 연구(신남철, 박정화, 2005; 양갑렬, 

2003; 2008; 황의룡, 황철상, 2013)가 있었다. 이 외에도 초등체육수업에서 소

외 학생 관련 연구(서연희, 이대형, 송지환, 2011; 유생열, 윤경선, 2008), 초등

학교 체육수업 내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조한무, 임승엽, 2012)도 있었다.

  각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옥선(1996)은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참

여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은 ‘열심몰두형’은 수업 전 영역에서 

운동 기능 수준이 높으며 경쟁의식이 강한 여학생이 포함되었으며, ‘참견

형’ 학생들은 기능수준이 낮은 학생들 중 특히 여학생들에게 운동 능력과 

전략에 대해 충고를 하는 유형, ‘바꿔치기형’은 운동 기능 수준이 아주 높

거나 낮은 학생, ‘샌님형’은 소극적이고 얌전하게 행동하는 유형, ‘볼걸-

볼보이형’은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구석자리에 위치, ‘요령꾼형’은 복장과 외모에 쓰는 신경으로 인해 

참여를 기피하는 여학생, 또는 체육수업시간에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6가지 유형에서 대부분 참여유형이 드러났으나 ‘요령꾼형’유형은 주로 여

학생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운동 기능 수준이 낮은 편의 여학생들은 ‘볼걸’

유형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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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환, 이동우(2007)는 초등학생들의 체육학습태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이 체육수업 시간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체육수업시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

다. 특히, 수업 흥미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력 수준과 기능 

및 참여 의욕에 있어서 뒤처져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체육수업 선호 종목에 있어서 남학생은 축구를 여학생은 피구를 선

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팀끼리 경쟁하고 팀원들끼리 협동할 수 있는 활동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권순일, 권태원(2001)은 초등학교 남녀 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

아봄으로써 남녀가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수업을 도모하기 위한 방

안을 탐색하였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체육을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학생이 스스로의 능력을 남학생이 인지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아들

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

어서도 운동 기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호하는 데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체육 환경에서 과제를 부여할 

때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과제부여 형태나, 남학생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차별에 대해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창범 등(2008)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경험에서 주요하게 드러나

는 현상이 ‘어려움’이었음을 밝히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체육수업

에 대한 부모의 편견, 체육수업에서의 불편함, 대인관계 갈등, 학교 체육 환

경에 대한 불만 등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배소심 등(2005)은 체육수업에 대한 남녀 학생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

하고 그러한 경험과 이에 따른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체

육수업에 대한 남녀학생의 선호도를 분석했을 때, 체육수업이 중요하지 않다

고 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남학생은 축구를 여학생은 피구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체육수업에

서 가장 많이 배웠던 수업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운동 능력에 대한 성

차 인식에서 남학생의 운동능력이 우수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여학생이 비

율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낮은 것을 나타나서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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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인식의 차이에서는 교사의 성차별적인 지도방식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남녀학생을 동등하게 대하는 

교사의 태도를 바라고 있는 의견을 남녀학생 모두가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학생은 남녀학생이 따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두 번째로는 

배우는 내용에 따라 수업 참여 방식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선주(2014)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체육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성별에 관

계없이 운동을 선호하고 높은 운동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며 운동에 의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학생들은 혼자서 운동하러 나가려 하지 않고, 몸

이 불편한 경우에 운동 참여를 꺼려했으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활동 전 여학생들

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신경 써주고 불편한 원인을 소거시켜주는 것, 재미

있는 놀이나 게임을 도입하는 것, 학생 수준 맞춤식 교육 전개로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 경쟁이 아닌 협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 초등 여학생 체육의 문제점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다양한 인식을 통해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수

업에 대한 시사점을 밝힐 수 있었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선호

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체육수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학생들에 

대한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여학생의 체육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피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 이러한 초등 여학생 체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신남철, 박정화, 2005; 양갑렬, 2003; 황의룡, 황철상, 2013). 여학생들이 

흥미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 기능 중심의 활동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여

학생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소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다.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및 여학생들의 강점이 발현

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고려하지 못한 체육수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과정이 오로지 하는 체육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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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체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음을 밝힌 정겨

운(2015)에 따르면, 직접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능참여뿐만 아니라 운동 지식

이나 규칙을 아는 지참여, 활동을 즐기고 마음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심참여

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하는 것’

만을 주목하며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학생들의 참여의 측면을 제한한

다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학생을 중심으로 체육수업의 맥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승부욕이 높고 경쟁을 

선호하는 남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수업에서는 경쟁스포츠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긍정적인 장점이 드러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체육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또한 협동과 소통을 잘하

는 여학생들의 특성이 드러날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

으로 제기될 수 있다. 신체적 특성이나 운동 기능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여학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뉴스포츠가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무겁고 

크고 거칠며 단단한 체육 교구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체육수업을 기피하

는 여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3. 초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2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을 발단으로 하여 정책적인 접근

으로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이러한 초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을 살펴보고 초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고찰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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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적 접근

1)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 11690호의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제정된 이후 1년의 준비 기간

을 거쳐 2013년 3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청소년기 학생의 건강하고 올

바른 성장을 위해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즉, 학교체육진흥법의 목적은 학교체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신기철, 2013). 체육 참

여를 확대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안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민혜, 조남기, 2015).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조치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 개최,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학생건강체력평가, 건강

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

사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중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으로 언급

하고 있는 사항은 마련되지 않았으나(김성진, 2014)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여학

생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각 호 중 하나로 언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로써 제정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으로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체

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며, 여학생이 긍정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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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교육부(2013)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규 체육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정규 체육시간 이외의 방과 후, 스포츠클럽 등의 학생 

자율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본 바

탕으로 하여 주요 추진 과제 3가지인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

교체육 내실화’, ‘여학생체육활동 참여 제고’,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학교체육�활성화를�통해�꿈과�끼를�키우는�행복교육�실현

기본�방향

◆�내실�있는�정규�체육교육과정�운영�개선
◆�정규�체육시간�외�학생�자율체육활동�지원�강화

주요�추진�과제

모든�학생들의�꿈과�끼를�
키우는�학교체육�내실화

여학생�체육활동�참여�제고
체육에�소질을�갖고�있는�

학생�지원

◈�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업
시수�확대

◈� 방과후� 스포츠� 활동� 확대�
및� 지역사회�연계

◈�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및�
리그�운영

◈� 여학생�체육활동�기반시설�조성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고교�체육중점학급�운영
◈� e-school� 구축
◈�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운영

[표� 6]� 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목표�및� 과제(교육부,� 2013)� �

 

  그 중 여학생체육활동 참여 제고의 하위 항목으로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

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여학생체육활동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등

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체육수업 이외의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을 위해,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관람을 지원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여학생 스포츠클럽 팀을 지원하고, 교내 리그 및 지역 리그 등 학

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하도록 하여 여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

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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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식 마

련을 위해 캠페인 활동, 여학생체육 주간 운영, 여학생체육대회를 제시하였

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 체육활동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간이 실내 체

육실 및 탈의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2014)는 교육부(2013)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을 바탕으로 2014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서 5대 중점과제와 20대 실행

과제를 추진하였다.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고, 1학생 1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추

진하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 건강체력을 강화하고, 체육에 소질

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며, 학생 체육활동에 참여를 지원하는 중점 과제

를 둠으로써 학교체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여학생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점과제인 

‘1학생 1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실행하고자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여학생 체육을 홍보하여 여학생들

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여학생 체육 주간 운영, 축제형식의 여학생 체육대회를 계획하여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여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는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중점 과제를 위해 여학생 체육활동 참

여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학생 체육활동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

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며, 여학생의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포츠 

환경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학생 특성과 지도

할 때 유의할 점, 여학생의 체육수업 실천 전략 등을 담은 여학생 선호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였으며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해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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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실행과제 

또한 본 내용에 포함되었다. 교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던 공간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확보하여 유휴공간 활용과 더불어 여학

생들이 쉽게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학생

들이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인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그동안 

여학생들이 느끼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을 계획하였다.

추진�목표

꿈과�끼를�키우는�행복교육
-학교체육�내실화,�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 체육에�소질�있는�학생�지원-

5대� 중점과제 20대�실행과제

1.� 체육교육�내실화

1-1.� 체육활동�중요성�인식�개선
1-2.� 초·중·고�체육전문인력�배치
1-3.� 중․고�체육수업�확대
1-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내실화
1-5.� 체육(담당)교사�전문성�강화�및�연구대회�활성화�

2.� 1학생� 1스포츠�활동�활성화

2-1.� 학교단위�스포츠클럽�운영�의무화
2-2.� 단위학교�자율�체육프로그램�활성화
2-3.� 교육지원청�단위�스포츠클럽�리그�확대
2-4.�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내실화

2-5.� 학교체육�활성화�지원�확대
(인식개선� 프로그램�운영�및�여성�특화�프로그램� 운영[문체부])

3.�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및�
학생�건강체력�강화

3-1.� 여학생� 체육활동�참여�촉진�프로그램�확대
3-2.� 여학생� 체육활동�기반�시설�조성

3-3.� 학생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운영�강화

4.� 체육에�소질을�갖고�있는�학생�
지원

4-1.� 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
4-2.� 학생선수�인권보호�및�학교운동부지도자�연수�강화
4-3.� 학교운동부�운영�투명화
4-4.� 체육중점학급�운영�및�학생선수�지원

5.� 학생�체육활동�참여�지원
5-1.� 다양한�스포츠�활동�참여기회�확대
5-2.� 체육�인프라�확충�및�포상�확대
5-3.� 학교체육중앙진흥위원회�구성·운영�등� 지원�강화

[표� 7]� 2014년�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정책목표�및�추진�과제(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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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목표

학교체육�활성화를�통해�꿈과�끼를�키우는�서울행복교육�실현

기본방향

전인적�성장을�위한�학생스포츠�활성화�프로그램을�강화하고�지원한다

주요추진과제

교육과정�및
자율체육활동활성화

학생�건강체력�증진을�위한�
신체활동�강화

학교스포츠클럽확대�및�
지역연계�강화

◈�초등3학년�수영교육�실시
◈�초등스포츠강사�지원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
포츠클럽활동�지원

◈�서울학생� 7560＋내실화지원
◈�자율체육활동�활성화지원
◈�융합형�스포츠교육�컨텐츠
� � � 개발�및�지원

◈�건강체력�우려학생�대상�건강
� � � 체력교실�운영
◈�중학생�대상�건강달리기
� � � 프로그램운영
◈�아침건강달리기�및�점심시간�
� � 스포츠클럽리그운영
◈�아침운동�활성화�학교�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해피스포츠
클럽대회�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상시
� � � 리그운영

◈�여학생�스포츠�활성화�
� � � 프로그램운영
◈�여학생�스포츠�한마당�개최

◈�지역사회와의�협업�강화
◈�산학연계�프로그램�운영

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시스템�구축�지원 체육활동�인프라�구축

◈�학생선수�인권보호�및� 증진
◈�학생선수�학습권�보호�및�증진
◈�공정하고�투명한�운동부�운영
◈�선진형�학교운동부�연구(시범)학교운영
◈�운동부�시설․환경�개선�지원

◈�유관기관과�연계한�시설지원
◈�중학교�체육교육과정�내실화를�시설�지원�

◈�여학생�체육활동기반�시설�확충

◈�학교체육시설�현대화(다목적�체육관)
◈�각종체육시설의�안전점검�및�관리�강화

[표� 8]� 2014학년도�서울�학교체육�추진�방향(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내의 여학생체육 활성화 접근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학생 대상 학교스포츠

클럽대회의 종목을 확대하고 스포츠교육 컨텐츠를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뉴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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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학생체육활성화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체육건강과에서는 여신「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여학생체육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을 줄여서 ‘여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 행복지수 개발, 

자전거 클럽, 스포츠 기자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을 활

성화하여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신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띠앗머리), 체력

운동(아리솔), 팀스포츠(여신스포츠)의 순서 구성을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지도 매뉴얼로 제작하여 실질적으로 제시하여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를 개발하여 여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참

여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학생

의 스포츠 지식, 인성, 여가 태도, 신체활동 지속성 등을 연 2회 평가하여 여

학생의 스포츠 행복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신 자전거 클럽을 모집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기

본교육을 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 여학생 자전거로 

만드는 맑은 세상’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여자만세’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을 모집하여 운영하

는 계획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여학생들이 직접 여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

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진로 체

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면 여학생 체육 활성화 추진과제로 여신 50+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개발, 여신 자전거클럽 ‘여자만세’ 모집,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 등의 4가지 중점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의 [표 9]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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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여학생�체육�활성화로�건강하고�당당한�여성인재�육성

목표 여학생�체육활동�참여율� 50%�달성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여신� 50+
신체활동�프로그램

-�여신� 50+�신체활동�프로그램�개발
-�여신� 50+�실천�매뉴얼�제작�및�보급
-�초·중·고�연수�및� 운영�희망학교�지원

여신�
스포츠�행복지수(GSQ)

개발

-�학교급별�스포츠�행복지수�개발
-�연� 2회�평가로�여학생�체육활성화�추이�확보�및�반영
-�홍보�포스터(달력)� 제작�및�배포

여신
자전거클럽� 「여자만세」

-�여신�자전거�클럽� 70교� 모집
-�자전거�기본교육�및�안전교육�실시
-�여신�자전거클럽� � 「여자만세」�캠페인�및�봉사활동�전개

여신� SNS�
스포츠�기자단

-�여신� SNS�스포츠�기자단�모집
-�여학생�체육활동�홍보
-�진로탐색·진로체험�기회�제공

[표� 9]� 2015년�여학생체육활성화�추진과제(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

  지금까지 최근 정책적으로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려는 내용의 정책 문서와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서에서는 ‘여학

생’을 따로 언급하여 세부 항목으로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추진 과제

를 통해 여학생 체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실행 과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

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펴본 

여러 정책 문서들에 의하면 ‘여학생’을 남학생과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관

점에서 계획된 추진과제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한 부분이 많았

다는 점에서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 프로그램 개발 접근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기피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내적 동기를 가지

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접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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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주제�및�내용
연구�대상�
및�방법

결과�및� 효과

김문휘�외
(2008)

뉴�게임을�활용한�여학생의�
체육수업참여�개선�연구

중학생
질적연구

뉴스포츠인�츄크볼과�치어리딩�수업을�
각각� 8차시,� 10차시�진행하여�여학생들이�
새로운�수업�내용에�대한�흥미를�느끼게�
하였으며�수업�내�주도적인�역할을�할�수�

있도록�하였음.

장진우�외
(2009)

다중지능�이론을�적용한�
체육수업이�여학생의�체육수업�
재미와�내적동기에�미치는�영향

고등학생
양적연구

다중지능이론에�기초하여�체육학습에�활용�
가능한�교수-학습�활동�유형을�각�

지능별로�정리한�연구�토대로�재구성한�
배구�수업을� 14차시�동안�진행한�결과�
재미거리�요인과�내적�동기가�향상되었음.

김윤희
(2010)

여학생�체육활동�참여�활성화를�
위한� ‘EMOTION’�수업�전략

중학교�
교사

질적연구

여학생�체육활동�참여�활성화�수업전략�
7가지를�선정하여� EMOTION이라는�단어로�
청킹함.�각�구성요소는� ‘재미추구,� 감성적�
환경,� 운동효과�교육,�최신장비,�성취감�
제공,� 교사와의�긍정적�상호작용,�협력�

강조’임.

김유니�외
(2012)

프로젝트�학습을�적용한�
체육수업이�여중생의�체육수업�
참여도�및�만족도에�미치는�효과

중학생�
양적연구

프로젝트�학습을�적용한�표현활동�수업�
16차시를�적용하였으며,�여중생의�수업�
참여도�및�만족도�모두�향상되었음.

이옥선�외
(2012)

초등학교�여학생�건강�및�체력�
증진을�위한�학교�체육�

프로그램의�구성�방향과�실제

초등학생
문헌연구

초등�여학생의�건강�및�체력�증진을�위한�
학교�내�체육프로그램�구성을�위한� 4가지�

기본�방향과� 4수준의�프로그램�
피라미드를�제시하였음.

정영택�외
(2014)

중학교�체육수업에서�소외�
여학생에�대한�하나로�수업�실천

중학생
질적연구

체육�소외�여학생을�위해�하나로�
수업모형을�적용하여�실천한�결과�
체육소외�여학생들이�체육에�관심을�

보이고�협동�및�솔선수범을�하는�긍정적�
관계를�가지며�소통과�신뢰를�통해�

행복을�느끼게�됨.

엄우섭�외
(2015)

초등학교�여학생�체육활동�참여�
유도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적용

초등학생
양적연구

초등학교�여학생의�체육활동�기피�요인을�
바탕으로�책임감�모형을�기본�모형으로�
하여�프로그램�개발�후�적용하여�체육수업�
내적�동기와�수업만족도�측면에서�

유의미한�결과를�얻음.

[표� 10]� 프로그램�및�전략을�통한�여학생�체육�활성화�관련�선행연구(연도순)

  주요한 프로그램 개발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옥선, 전세명(2012)

은 여학생의 체력 및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동적인 삶을 지향하는 과

정을 중시하고 건강한 신체 인식을 정립해주며, 체육활동 참여유형을 고려하

고 평생체육을 위한 건강관리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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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희(2010)는 재미추구(Enjoyment), 감성적 환경(Modern Environment), 운

동효과 교육(Orientation), 최신장비(Technology), 성취감 제공(Improvement), 교

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Open-eared), 협력 강조(Non competition)의 앞 글자를 

청킹하여 ‘EMOTION 수업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학생의 체

육수업 특성을 파악하여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이었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엄우섭, 한은상, 이정택, 차민철(2015)은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초등 여학생

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초등학교 5~6학년군 경쟁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한 후 효과를 검증하였다. 활동을 구성할 때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하

고, 학습 및 참여의 과정을 강조하며 다양한 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

을 선정하는 것을 프로그램 개발 전략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여학생의 체

육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치어리딩 수업을 활용하여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한 연구

(손윤미, 2014), 여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3(three)-스테이션 게임으로 

도구 변형, 기본기능 활용, 다양한 도구 활용을 핸드볼 게임 수업에 적용한 

연구(류춘옥, 201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한 연구(김용구, 2013)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실제 체육수업

시간 및 스포츠클럽 활동 내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천한 실행연구였다. 

  위의 프로그램 개발 접근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학교 급에서

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가 많이 부족

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여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더욱 부족했다. 또

한,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접근의 연구가 여러 방

면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쳤으며 남학생들의 인식이나 상호작용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

들을 놓치고 있었다. 연구들은 단일적인 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

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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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 연구를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

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전체

적으로 부족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체육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다음 학교급인 중・고등학교에서 체

육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를 증진시키

고자 하는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등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남녀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남녀학생 각각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

록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필요

한 부분이지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더

불어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여학생 체

육수업 참여 증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았을 때, 여학생만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는 별개로 지도하는 등의 연구들이 많이 분포해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수업은 남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남녀

학생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녀학생의 상호작용

과 그로 인한 영향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특별한 접근보다는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단편적인 활동들

을 나열하는 수준의 연구나 따로 조직한 여학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분류되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체육수업시

간 내에 구성되기 힘들며, 단순한 활동의 조합으로는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육수업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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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의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연구를 바라보는 인식의 체계로써 연구자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즉,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연구자의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Guba & Lincoln, 1994). 이러한 연

구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은 특정 맥락에서 연구 참여

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해가는 의미

들에 대해 주목한다(Creswell, 2007).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여학생 체육수

업 참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학생 체육수업

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적용하여 효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여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여학생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라는 맥락 안에서 교육실천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성하고 탐구하여 현

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탐구방법인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본 연구의 

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현장 연구, 현장 개선 연구, 실천 연구’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던 것이 현재는 ‘실행연구’로 통용되고 

있으며 최근 실제적인 질적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

로 간주되고 있다(김원정, 박희숙, 2014). 이러한 실행연구를 통해 초등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써 ‘아동을 위한(research for children), 아동과 함께

하는(research with children)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옥선, 2013). 

이를 위해 실행연구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실제적으로 알아보고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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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여학생 체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순환 및 반성의 과정을 통해 학교의 체육 현장

에서 여학생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절차 및 단계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 문제를 형성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대

한 개관을 잡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초등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

를 탐색하였다. 연구 절차 및 단계의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 �

� � � � � � [그림� 3]� 연구의�절차�및�단계

  연구의 과정은 크게 계획, 실행, 결과의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단계 내, 단

계 간 연결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료와의 협의

(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 

  계획 단계는 2015년 6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연구 주제를 탐색하여 선정한 

후에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문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실행연구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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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구이므로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로 있는 학급의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연구에 동의한 주 제보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도입 단계에 

포함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 연구자는 체육수업을 

할 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조금 다른 참여 양상을 보이며, 서로의 체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보고, 이를 탐색한다면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따라서 2015년 6월부터 여학생 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계획 단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림� 4]� 실행연구의�과정� (Mctaggart� &� Kemmis,� 1988)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단계에서는 실행연구의 과정을 따라서 프로그램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행 연구의 과정은 [그림 4]의 

McTaggart & Kemmis(198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여학생 체육

수업 참여를 증진시켜서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관찰과 학생들

의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행 및 관찰’의 단계

로 이어진다.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서 파악하고, 연구의 주체가 되

어 연구자의 반성 및 이를 반영하는 수정 계획을 마련하고 다시 실행 및 관

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순환적으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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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 2003).

  실행 단계에서는 연구에 동의한 주 제보 학생 연구 참여자 여학생 5명, 남

학생 5명의 총 10명을 대상으로 여학생 체육 및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는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자 하였다. 학생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체육수업 참여 관찰, 학생 체육

일기, 연구자 수업 반성일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들로 진행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귀납적으로 범주를 분석(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에 따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검토하는 과정(members check)을 거치고, 스포츠교육학 전문가와 대학원 석・
박사로 구성된 동료와 연구의 과정에 대해 확인하며(peer debriefing), 자료 간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판단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Lincoln & Guba, 1985).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단계로써 지속적인 평가와 반성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 때, 내용

들을 살펴보고 자료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

정립하는 마무리 단계였다.

2. 연구 환경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평소 쉬는 시간에도 학습지를 푼다거나 학원 및 과외 숙제

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방과 후에 따로 체육활동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은 편이다.

  초등학교의 체육 관련 시설 정보를 살펴보면, 운동장이 넓은 편이고 50m와 

800m 달리기 트랙이 있으며 놀이터 및 멀리뛰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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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체육자료실도 정리가 잘 되어있는 편으로 체

육수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3일의 체육수업 중 강당은 하

루를 사용할 수 있게 배정이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이 이

루어진다.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전담교사가 있지만, 3학년과 4학년만을 담당하여 가

르치고 있어서 본 연구 대상인 5학년은 담임교사들이 직접 체육수업을 가르

치고 참여한다. 학년의 수행평가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학년 교사들

끼리 학기 초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 체육활동에서 신체활동 가치별로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체육활동 내용 및 평

가지 활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의 대상 학급인 5학년 H반은 남자 12명, 여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학년 총 6개 반 중에서 체육을 좋아하고 또, 운동 기능이 높은 남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학년 체육대회에서도 종합 1위를 하는 등 체육활동에 대해 승부욕

이 높은 학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일주일 중 화요일은 아침 스포츠클럽이 있

는 날이며 스포츠클럽 종목은 ‘피구’이다. 스포츠클럽은 여학생과 남학생

으로 나뉘어 던지고 받기 연습 등 간단한 기능을 익힌 후 피구 게임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 연구 참여자

가. 지도교사

  연구자는 연구를 함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주관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수행을 하는 동안 

개입될 수 있는 주관성을 설명하는 것의 목적은 연구와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관성을 알고(Peshkin, 1988),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주관성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스

스로 자신의 주관성을 인식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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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을 왜곡한다거나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드러날 

수 있는 주관성을 살펴보면 첫째, ‘담임교사로서의 나’를 말할 수 있다. 담

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들도 가

르치고 있으며, 평소의 생활 지도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학

생들과 보내는 담임교사이기에 학생들과의 유대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

다. 또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습관들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연구를 수행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관찰하거나 행동의 의

미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그 때의 맥락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

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주관성과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

기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체육을 좋아하는 여교사인 나’를 돌아볼 수 있다. 학창시절, 활발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졌으며 대부분의 체육활동을 즐겁게 했

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삼남매의 둘째 딸로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뛰놀던 것이 체육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줬으며, 결국 이는 본 연구자가 

모든 운동 종목을 두루 좋아하게 되는 영향을 미쳤다. ‘체육을 좋아하는 여

교사’로서의 주관성은 체육시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외된 학생, 특히 

여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게 신경 쓰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서 학생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구 참여 학생 

  연구 참여 학생은 본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H반 학급의 학생 

중 여학생과 남학생 각각 5명씩, 총 1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

여 학생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한 후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

하여동의서를 함께 받아 놓았다. 본 연구자는 학급의 여학생과 남학생 중 질

문을 이해하는 것과 언어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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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씩 주 제보자로 선정하였으며, 가명 처리한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는 

[표 11]과 같다. 

순 학생명
학
년

성
별

체육활동�
참여도

체육활동
수준

체육수업에서�나타나는�특성

1 김지현 5 여 상 중
불합리한�상황을�참지�못하며
여학생들의�의견을�대변하고자�함

2 김민태 5 남 상 상
신체기능이�매우�뛰어나고�

다른�친구를�배려하는�모습을�보임

3 이현주 5 여 중 중
조용하고�차분한�성격이며
날아오는�공을�두려워함

4 서원석 5 남 상 상
차분한�성격을�갖고�있으며
체육�관련�지식에�관심이�많음

5 박은정 5 여 중 하
차분하고�조용한�성격을�갖고�있으며
자신의�역할을�다하려고�노력함

6 주경진 5 남 상 상
신체기능이�우수하며�다양한�종목의�

체육활동에서�두각을�보임

7 심은경 5 여 중 하
공을�무서워하며�반응�속도가�느린�
편이지만�나름대로�열심히�하고자�함

8 김�혁 5 남 중 중
야구를�좋아함.� 움직임이�둔한편이지만�
자신이�맡은�역할에�최선을�다함.

9 이영채 5 여 상 중
항상�적극적으로�참여하지만�

친구들과�몰려다니는�경향이�있음

10 김재진 5 남 상 상
쉽게�흥분하고�게임�상황에서�

승부욕이�매우�강함

[표� 11]� 연구�참여�학생�정보

 

4. 자료 수집

  

  연구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관찰, 개방형 설문조사, 교사 반성일지, 학생 

체육일기, 학생이 찍은 사진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부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을 진행하여 연구 참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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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한 것, 경험에서 구성하는 의미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심

층면담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

행하기 이전의 사전 심층면담, 그리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 심층면

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 10명(여학생 5명, 남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사전 심층면담이 내용은 사전 경험, 여학생 체육에 대한 의견,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사전 심층면담 

가이드의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구�분 내� � 용

사전�경험

◾ 여학생이� 체육활동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요?�왜�그렇게�생각하나요?

◾ 지금까지�참여했던�체육수업�중� 가장�기억에�남는�경험은�무엇이었나요?�
왜�그런가요?

◾ 예전�선생님께서는�체육을�어떻게�가르쳐주셨는지�설명해줄�수�있나요?

여학생�

체육에�

대한

의견

◾ 여러분이�여학생과�체육활동을�할�때를�떠올려�보세요.� 어떤�것이�떠오르
나요?

◾ ‘여학생� 체육’� 하면� 떠오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올� 수� 있나요?� 찍은�
사진에�대해서�설명해줄�수� 있나요?

◾ 여학생들은�어떤�체육활동을�좋아한다고�생각하나요?
◾ 여학생은�체육활동을�할�때�어떻게�참여하나요?� 왜�그런가요?
◾ 여학생들이�체육활동에서�느끼는�자신감/부족한�점은�무엇인가요?
◾ 체육수업� 시간과�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비교해서�말해줄�수� 있나요?� (비슷/차이)�왜� 그렇게�생각하나요?

◾ 체육수업시간에�여학생들은�남학생들과�어떠한�공통점/차이점이�있나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 남녀학생� 모두가� 즐겁게� 체육활동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요?

◾ 여학생들은�어떤�활동을�할�때�자신감을�얻을�수�있을까요?
◾ 여학생들이�활발하게�참여할�수�있는�체육수업을�만들기�위한�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어떤�활동이�들어가야�할까요?

[표� 12]� 사전�심층면담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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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심층면담은 학생들의 여학생 체육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학

생 체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의 내용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 내용은 [표 13]

과 같다.

구�분 내� � 용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경험

◾ 여러분이�경험한�프로그램은�어떤�프로그램이었는지�설명해줄�수�있나요?
◾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내가�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된�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해보세요.� 몇� 점에서� 몇� 점이� 되었나요?�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 프로그램을�하면서�가장�재미있었던/힘들었던�경험은�무엇이었나요?
◾ 여학생들과� 함께� 체육수업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설명해줄�수� 있나요?

◾ ‘내가� 경험한� 이� 프로그램은� 이다.’의�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왜�

그렇게�생각했나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변화

◾ 프로그램을�하면서�여학생/남학생은�어떻게�변화했나요?�
◾ 프로그램� 이전� 내가� 생각했던� 여학생들이� 체육에� 참여하는� 모습과� 프로
그램�이후�내가�경험했던�여학생들이�체육에�참여하는�모습은�어떤가요?�

만약�다르다면�어떤�점에서�다르게�바뀌었나요?

◾ 프로그램을�통해�여학생들은�직접�참여하는�것이�어떻게�변화했나요?
◾ 프로그램을�통해�여학생들은�잘�알고�참여하는�것이�어떻게�변화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은� 마음으로� 즐기며�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의견

◾ 프로그램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해줄�수�있나요?

◾ 만약� 다른�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말해주
고�싶나요?

◾ 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잘�운영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인가요?

[표� 13]� 사후�심층면담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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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인 학급의 체육수업 시간에 이루어지

는 체육활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였다. 우선, 수업 관찰을 통해 초등학생들

의 여학생 체육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자

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지도 교사인 동시에 수업 중 적극적인 관찰자로서 자

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수업 관찰 중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말 또는 행동에 

대한 이유의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할 때에는 수업 후 수업 관찰 내용을 바탕

으로 한 질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참여 모습, 이를 바라보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태도 및 수업 운영에 따른 여

학생과 남학생의 반응 등을 관찰함으로써 여학생의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연결고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업 관찰일지를 작성하였고, 수업에서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요할 시 녹

음기를 활용하여 수업 중 떠오르는 생각이나 학생의 행동 변화를 빠르게 기

록으로 남겼다. 관찰 후에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

으로 질문을 하여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

한 내용 탐색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과 심층면담이 체계적으로 연결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탐색이 마무리되고 나서 프로

그램 구성 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여학생 체육수

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과 남학생이 

어떤 행동을 보이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관찰하였다. 만약, 여

학생 또는 남학생이 프로그램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점

이 있으면 이를 관찰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지를 탐색해나갔다. 

관찰 이후에는 한글 문서로 필드노트를 정리하여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었

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갔다. 다음 [그림 5]는 수업 관찰일지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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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업�관찰일지

다. 교사 반성일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학생들과의 체육수업 이후,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 체육수업에 대한 반성 등을 기록한 교사 반성일

지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행 연구의 실행가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도 서술하였으며, 

앞으로의 더 나은 체육수업을 위한 고민 등을 적어내기도 했다. 보통 체육수

업이 끝난 후 고민을 간단히 메모하여 그 날의 수업을 모두 마친 다음 메모

를 바탕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한글 파일로 저장하였다. 반성일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며 다음 체육수업에 대한 설계를 수정하기도 하는 등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6]은 교사 반성일지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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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사�반성일지

라. 학생 체육일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진행되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였고, 알게 되었고, 느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 체육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

들은 주 2회 체육일기를 쓰면서 체육수업에서 스스로 느꼈던 감정들을 서술

하기도 하였고, 수업 중 있었던 일화를 풀어내기도 하였으며, 체육수업 장면

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견출지 크기의 라벨지를 제

공하여 체육수업 중 어떤 것을 하고, 알고, 느끼게 되었는지, 또한 여학생들

의 체육수업 참여는 어떠했는지 등을 나눠서 서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

을 마련해주었다. 연구자는 체육일기를 확인하고 체육일기 내용과 관련된 코

멘트를 달아주어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7]은 학생들이 기

록한 체육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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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생�체육일기

마. 학생이 찍은 사진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Harper, 2002) 학생들의 여학생 체육

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체육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사진을 찍는 시간

을 주었다. 이 때, 사진의 주제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라는 주제로 연출한 사진들을 찍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각자 찍은 사진들은 연구자에게 메신저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어떤 학생들이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파

악할 수 있었다. 이후 심층면담을 진행할 때,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

하여 사진에 드러난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이 사진을 찍

은 의도를 설명하기도 하고, 사진에서 나타난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모습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림� 8]� 학생이�찍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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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조직화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며 범주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조용환,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은 체계적

으로 분류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먼저, 주제를 분류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참여관찰, 교사 반성일지, 학생 체

육일기, 사진 등의 원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체계적

으로 정리하였다. 심층면담은 음성 녹음을 통해 파일을 보관하였고, 이를 한

글문서에 전사하여 초기 자료를 정리하였다. 전사 중 의미 있는 내용이나 연

구문제와 관련된 문장들을 분류하여 메모하였고 주제별 약호화(coding), 의미 

범주화(categorization), 의미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3단계로 해석하였다.  

주제별 약호화 과정에서 전사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

였으며, 주제별로 비슷한 영역에서 의미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분류

된 의미 범주들 간의 관계 등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과정 전반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

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가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

구자는 이러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 동료들과의 협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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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다

각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

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심층면담(사전, 사후), 수업 

관찰, 교사 반성일지, 학생 체육일기, 사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오

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는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및 결론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

정을 말한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체육일기를 

분석하고 해석한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석 상 오류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 동료 간의 협의

  동료 간의 협의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

러 명의 동료와 함께 협의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교육 전문가인 지도교수 및 스

포츠교육학 연구실 박사 과정 연구생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

행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 한 명이 실시하는 연구이며, 본 연구의 실행과 더

불어 이를 해석하는 역할까지 맡아야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중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동료와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동료와 함께 자료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고 연구 중 놓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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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윤리

  질적 연구 중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전반

에 걸쳐 연구의 윤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

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자발적 동의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동에게 무해한 연구여야 하고 연구 참여자

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이완정, 2003),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과정

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으며, 보

호자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중 어느 때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문서 자료는 개인 서

류장에 보안을 철저히 하여 보관하였고, 컴퓨터 파일은 개인 컴퓨터에 암호

를 설정하여 보관 및 관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의 이름을 가명처리 하였고, 사진 자료는 얼굴이 드

러나지 않도록 가렸다.

  이와 같은 절차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는 과정까지 위 사항들을 면밀하게 따져

가며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

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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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학생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인

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술하였다. 둘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탐색하였다. 

셋째,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와 요인은 어떠한지를 탐색하였다.

1.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남녀 

혼성으로 이루어진다.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 속에서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남학생은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여학생 스스로는 자신들

의 혹은 다른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이루어질 체육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체육수업에 대해 기억

을 떠올리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설

명하였다. 남녀학생이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 갖고 있

는 이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남학생이 

바라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여학생이 바라본 여학생 체육수

업 참여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 시선으로 나누어져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학

생들의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수업요인, 교사요인, 학생요인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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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들의 인식

1) 남학생의 시선

가) 여학생의 소극적인 참여: “답답하죠, 멍 때리고 있고, 친구랑 팔짱

끼고 있다니까요”

  

  체육수업에서 남녀학생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갈등이 생

기게 되고 남녀학생 서로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자애들은 규칙을 말할 때 말을 잘 안 들었어요. 3월에 설명을 잘 안 듣고 

모래놀이 하고 그런 거? 그냥 구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열심히 참여 안하거나, 공 

던지기 싫으면 그냥 옆 친구에게 주거나.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격리되어있는 듯한 그런 형태였어요. 한쪽 구석에서 서로 놀고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앞뒤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만 하고. 답답하죠.

(김재진,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면담을 통해 위 학생은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적극적

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설명을 열심히 듣지 않는 모습, 구석에서 자신을 드러

내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들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

음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체육수업 때 여학생이 어느 한 공간에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남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학생의 체

육수업 참여에 대한 이미지는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었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고 비춰지고 있었다.

연구자 : 체육수업 때 남학생과 여학생은 어떤 모습이니?

주경진 : 여학생들은요 되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남학생들은 되게 활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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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데, 여학생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

는 것 같아요. 멍 때리고 있는 여자애들도 많고. 여자애들은 체육수

업 끝날 때까지 멍 때리는 편이에요.

연구자 : 그럼 여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주경진 : 여학생들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멍

하니까 공이 올 때 맞든 말든 걸어 나가고. 나가서 또 얘기하고.

연구자 : 운동을 잘하고 잘 참여하는 여학생은 없나?

주경진 : 조금 있긴 있는데요, 걔네들도 남자애들보다는 완전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안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낫죠. 걔네는 잘 참여하긴 

해요.                     (주경진,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남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모습을 남학생들의 활발한 모습과 대

조시키면서 언급하였다. 남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의미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에 두고 있었다.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 적극성을 띄고 바쁘게 움

직이며 직접적으로 하는 남학생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멍하게 있는 학생으로 인식되었다. 남학생들이 인식하기에 여학생들 중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표현하였지만 소수의 여학생들뿐이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소극적이고 움직임이 많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음이 남학생이 찍어온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모습 사진인 

[그림 9]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림� 9]� 남학생이�찍은�여학생들의�체육수업�참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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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 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노력하는 애들도 있지만, 맨날 자기 친한 여자 친구랑 

팔짱끼고 둘이서만 얘기하고 남자애들이 공을 치라는 데도 안치니까 평소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체육에 참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말 해주면 좀 잘 듣고 따라 하기만 해도 될 

텐데...

(서원석,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여학생들의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남학생도 있었다. 

여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체육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에 참여할 때 집

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학

생이 어떠한 충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체육 참여’에 대한 의미 부여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부분이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의 체육수

업 참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활동성을 갖고 적

극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여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동

시에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작은 

기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

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지만,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남학생이 해주는 충고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아야 하며,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여학생의 낮은 운동기능: “공을 무서워하고 피하거나 도망가기만 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및 운동 기능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여학생들이 체

육수업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무영, 조미혜, 

2006). 또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이러한 차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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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이규일, 2011).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운동 기능이 

낮고 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체육수업 시간에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었다. 체육수업의 주변적 역할은 남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

을 할 때에 옆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 굴러나간 공을 주워오는 것, 팀에 방해

가 되지 않는 것 등의 소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남학생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남학생은 여학생을 체육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학생을 

도와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되었다. 

일단, 남학생은 공을 대부분 두려워하지 않아서 거의 공으로 하는 것을 잘하니 

수비를, 그리고 힘이 좋으니 공격을 잘 하는 것 같다. 여학생은 공을 무서워하고 

공을 잘 잡지도 못하니까 피구를 할 때 피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중략) 여학생들은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남학생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 

(김민태, 남학생, 체육일기)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보호받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학생은 보통 

도망갈 때 뒤를 아예 돌아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간다. 공을 잡으려 하지 

않고, 만약 기회가 생겨서 공을 던질 기회가 있어도 땅으로 박히게 만들고 또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 남학생한테 볼 찬스가 올 때 여학생이 받

쳐줬으면 좋겠다.

(김 혁, 남학생, 체육일기)

  혼성학급 체육수업에서는 운동 기능 및 체력 수준 등에서 남녀학생이 차이

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김종호, 임성호, 

2003; 서호성, 최원준, 김진희, 2004).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의 차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역할을 주변적이며 소극적인 역할로 한정

시키고 있었다. 운동 기술의 강조로 인해 남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체

육수업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여학생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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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이정민, 박정준, 2012). 남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운동을 못하며 남학생이 잘할 수 있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 여학생의 주변적인 입지: “여학생은 남학생을 뒷받침해주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간은 남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여학

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다(엄우섭, 한은상, 이정택, 차민

철, 2015). 체육수업의 주인공은 남녀학생 모두이지만, 남학생들은 자신들만이 

기능에서 우세하고 여학생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하

고 있었다. 즉, 여학생들은 주변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남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학생들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남학생들끼리만 체육하면 인원수가 부족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반 남학생

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남학생 수가 많으니까 뭐 남학생들끼리 해도 되죠. 

근데,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걔네랑 함께 하면 인원수도 더 많고 재미있는 것 같

아요. 여학생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하면 뭐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주경진,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체육수업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존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학생들끼리만 하면 인원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언

급에서 여학생들을 그저 인원수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여학생과 함께 하면 인원수가 부족한 남학생들끼리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

지 못했다. 이는 남학생이 체육에서 발현될 수 있는 여학생의 강점인 감성적인 

섬세함, 공감의 측면 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었던 체육수업의 요소 때문이었

을 수 있다. 즉, 그동안의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여학생의 존재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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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축적되어 드러났던 것이

다. 우선적으로 남학생의 관심 밖에 있는 여학생을 관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녀 서로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향에

서 체육수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자애들이 좀 더 잘하는 체육은요 남자애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여자랑 

남자랑 같이 체육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고무줄놀이나 그런 건 

남자애들이 거의 못하잖아요. 같이 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티볼이나 축구 같은 것에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치는 데 자꾸 1루 쪽으로 안가는 거랑 규칙 

같은 걸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혁,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남학생들은 체육활동이 여학생이 잘하는 체육, 남학생이 잘하는 체육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의 강점은 규칙 및 직접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세부적으로 운동 상식이나 지식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부족한 이와 같은 부분을 그들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남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강점

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다. 비록 남학생이 여학생들이 할 수 있

는 역할을 소극적인‘놀이’에 경계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여학생

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2) 여학생의 시선

가) 비난에 상처받은 여학생: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비난만 하

니까 속상해요”

  여학생의 입장에서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모습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은 체육수업 중 다양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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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데, 그 중 자신의 실수로 인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친구들과 멀

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병준, 김동환, 2012).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학생들의 특성

과는 다르게, 운동 기능이 높은 남학생들은 승리를 지향하는 경쟁적인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남녀학생이 체육수업시간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남녀 각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체육활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학생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긴 있다. 여학생들한테도 공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팀원들 중 몇몇 사람들만 공을 많이 던지고 나한테는 기회도 주지 

않고 공 내놓으라고 성질만 내는 것 같다. 공을 잡아서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실력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남학생들을 

보면 좀 화가 난다. 그리고선 여학생들이 못한다고 비난하고... 남학생들이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위 학생은 여학생에게 기회를 줘 보지도 않고 운동 능력이 낮다고 비난하

는 남학생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일기를 작성하였다. 여

학생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운동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서 남학생들의 비난에 맞닥뜨리면서 힘들어하는 모

습을 보인다. 여학생은 연습을 통해 실력을 더 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남학생들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더 조심

해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체육수

업 시간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4학년 때 플로어볼을 했었거든요. 그 때, 팀이 나눠지잖아요. 남자팀도 

나눠지고 여자팀도 나눠지는데, 남자 한 팀이랑 여자 한 팀이랑 같은 팀이 되

는 거였는데, 그 때 다른 팀 남자애들이 우리 팀 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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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넣는다고 막 비난하면서 “왜 그렇게 못 쳐, 어떻게 이걸 못 넣어?” 이러면서 

짜증나게 했어요. 골 넣으러 갔을 때 “골 넣지 마, 넣지 마.” 이렇게 말하고. 

속상했어요. 

(이영채,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여학생은 승리 지향적인 남학생들과 함께 플로어볼 경기를 하는 시합 상황

에서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비난받았던 모습을 회상하였다. 운동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실수에 대한 비난을 받은 

순간 짜증남, 속상함을 느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이 잘못했던 

실수를 덮어주기 보다는 더 드러내놓고 놀림거리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부정적으로 말함으로써 남녀학생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연구자 : 예전에 체육활동을 할 때 남학생들과의 일화가 있었으면 얘기해줄래?

심은경 : 4학년 때 수행평가로 축구를 했었는데, 저희 반 남학생 중에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차는데 

걔도 승부욕이 강하고 무의식적으로 찬 것 같아요. 세게 찼는데, 제가 

그 앞에 서있었어요. 허벅지에 공이 탁 맞고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자 : 어떤 식으로 뭐라고 했니?

심은경 : “님 때문에 패스가 끊기잖아요. 아 뭐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님 

때문임.” 이렇게 말하면서 화풀이를 했어요.

연구자 : 그럴 때 기분은 어땠어?

심은경 : 기분 나쁘고 자신감이 막 없어지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할 거면 아예 체육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비난하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심은경,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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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경 학생은 축구 수행평가에서 남학생의 공격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

로 비난을 받고 속이 상했던 일화를 언급하였다. 승부욕이 강한 남학생이 여

학생에게 화풀이를 하고 탓을 하게 되면서 남녀 학생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

는 상황이 되었다. 위 면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비난한 

결과로 나타난 여학생의 감정 상태이다. 여학생은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체육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정도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고 고백하며 남학생의 비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학생이 했던 말과 행

동으로 인해 여학생은 체육수업에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이병준, 김동

환, 2012). 남학생의 의도는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때 실수를 하지 않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하기 위함이었으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제가 제일 먼저 1루에 달려가서 “내가 할래!” 그러면서 1루에 섰어요. 그런데요,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와서 “네가 무슨 1루를 해. 나가!” 이래서 전 하지도 

못했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1루를 맡아서 수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티볼을 두 번째 하는 시간이었었는지 그래서 규칙을 잘 몰랐었거든요. 남자애들은 

그런 것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 공을 던지는데 제가 무서워서 피해버린 

거예요. 피하는 순간 잘못 피해서 어깨를 세게 맞았어요. 이미 상대편이 1루에 

도착했고, 저희 팀 애들이 야유를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실수한건 정말 미안해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저도 다쳤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 진짜 그런 것도 못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못해. 4학년이 돼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제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존댓말도 안 쓰면서. 

“너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빠지라고.”

(김지현,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위 여학생은 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합 중 실수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남학생은 여학생이 공에 어깨를 맞은 것보다 여학생이 실수를 해서 팀이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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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일어난 일에 공감하고 

위로해주기 보다는 팀 전체의 승부에 영향을 미친 여학생의 실수로 비난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의 공격적인 태도로부터 여학생은 부정적인 정서인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체육수업에서의 좌절로 이어졌다(한상모, 유생열, 2016).

예전에 제 쪽으로 공이 왔는데, 굳이 저 멀리에 있는 남자애가 막 달려 와

가지고 공을 잡는 거예요. 제 코 앞에 있었는데, 다른 애가 굳이 와가지고 잡으

려고 하다가 그냥 뺏어갔어요. 그 남자애가 제 역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공처럼 자기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

어요.

(이현주,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여학생이 체육수업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남학생들과의 일화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점은 여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었다는 것이었다.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자신들이 한 실수를 이해해주지 못

하고 기능만을 강조하는 남학생의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 열심히 하

고자 하는 동기를 잃게 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다르게 느끼며 오해하

고 있는 상황과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남학생은 여학생

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학생은 남학생의 비난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나) 나름의 적극성을 지닌 여학생: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여학생들이 경쟁적인 것을 싫어하고 무조건 정적인 활동만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편견에 불과했다. 여학생들은 경쟁 상황 자체를 기피한다기보다 경쟁

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학생들 간의 다툼과 그로인해 입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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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상처 등으로 인해 경쟁 상황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배수환, 

이제행, 2014). 즉, 남학생은 승리 지향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하면, 여학생들

은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 여학생은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경험하며,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받기를 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류성기, 2003). 따라서 경쟁적인 활동을 할 때, 경쟁과 승리에 집착하기 

보다는 팀원들 간의 협동을 강조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감사함 등을 강조

하는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여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도 규칙을 잘 알고 싶고, 체육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반이랑 시합할 때 이기고 싶고 그런 건 

당연하죠. 우리가 일부러 공을 놓치고 못 잡는 게 아닌데… 막 뭐라고 하니까 

더 못하고 놓치는 거죠.

(김지현,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남학생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던 여학생들의 낮은 적극성에 대한 인식과 대

조적으로, 여학생은 자신들 나름의 체육에 대한 참여 의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학생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적극

적인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었다. 서로 같은 모습을 바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갖고 있

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상

황이 오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되어 남학생들의 인식의 틀로 

굳어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들이 저희 보고 ‘굼벵이 같다, 노력을 안 한다, 소극적이다’라고 말하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기회를 안준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을 

패스하고 하니까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회도 

없고, 실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비난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애들 아웃시켜보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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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남학생들보다 승부욕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심은경,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여학생들은 잘하는 남학생들끼리 주도적으로 체육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것

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남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승부욕의 정도를 

판단하자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의 승부욕이 낮을 수 있지만, 나름의 승부욕,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들이 직접 찍어온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모습과 

관련된 사진에서도 드러났다. 사진을 찍은 여학생들의 의도는 체육수업에 즐

겁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학생들의 나름의 노력을 드러내는 것

에 있었다.

[그림� 10]� 여학생이�찍은�여학생들의�체육수업�참여�모습

  운동 기능이 높고 승부욕이 뛰어난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잣대로 

여학생들의 승부욕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여학생을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경쟁 상황에서 여학생이 느끼는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

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학생들도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면 여학생들이 지닌 승부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적극성을 바탕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마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체육수업 내용

이 구성된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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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점을 발휘하고 싶은 여학생: “공감하고 격려하며 즐길 수 있는 

것도 저희만의 강점이죠”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다. 체육활동의 참여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운동 기능밖에 없는 경쟁

적인 활동은 여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 운동 실력이 좋은 남녀학생

만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소수만을 위한 체육수업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학

생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고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초등체육의 목적

(최의창, 전세명, 2011)과 맞지 않는다.

맨날 피구만 하니까 경쟁심만 세지고 여학생들 중에 진짜 잘하는 애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구보다 더 평화롭고 협동심 있는, 경쟁심보다 

협동심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서로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 몇몇 잘하는 애들만이 하는 게 아니면서 비난

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체육을 원해요.

(박은정,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기존 체육수업에서 경쟁적인 종목만을 해 왔으며, 운동 기능이 높은 학생

들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잘하는 아

이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

머지 학생들에게 기회초자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수업이 적극적인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협동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여학생들은 체육활동에서 공감해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A 팀하고 B 팀이 시합해서 B 팀이 졌으면 여학생들이 “다음에 더 잘 하면 되!” 

이렇게 공감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 승부욕에 불타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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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은 자신들의 강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중 하나를 ‘공감’으로 표현하면서 경쟁적인 상황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승부욕이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돌려 생각해보면, 승부욕이 낮기 때문에 점수나 

판정에 흥분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우리 팀원의 실수를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여학생이 발휘해줄 수 있는 것이다. 여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잘 하고 잘 던지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따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해요. 팀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응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냥 체육시간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요.

(심은경,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위 여학생은 체육수업 참여에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 이외에도 팀을 응원하는 것 등, 경쟁의 측면보다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참여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다. 즉, 다른 방식의 참여 형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체육수업 참여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

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의 참여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여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측면의 참여 방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운동 능력뿐 아니라 

체육활동이 갖는 감성, 인성, 덕성의 측면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최의창, 

2005). 서사적 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체육활동의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여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과 잘 맞는 의미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 연결 고리는 체육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의 강점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결국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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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수업 요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남녀학생들은 단편적인 기능 중심의 체육수업요인으

로 인해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 기능 중심 

수업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체육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시범을 통해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안양옥, 2001). 단순한 기

능의 반복 학습은 학생들이 수업에서의 재미요인을 찾고 내적 동기를 발달시

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장진우 외, 2009). 특히 체육활동에 흥미

가 없는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운동 기능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지속하도록 

한다면,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유응욱, 김종

욱, 2002). 이는 남녀학생이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

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 둘, 셋” 티볼 공 던지기 연습을 하고 있다. 티볼 공을 잡고 중심이 

되는 다리를 두고 나머지 다리를 허리까지 들어 올린 후 중심이 되는 다리와 같은 

쪽 손에 공을 잡고 팔을 뒤로 보낸다. 팔꿈치를 아래로 내렸다가 나머지 다리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귀 쪽을 지나가도록 피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공을 던진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실력에 맞게 짝을 지어 공을 던지고 있다. 여학생들은 

공을 잡고 어떻게 던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리를 들긴 드는데, 어색한 모습

이다. 팔을 뒤로 한 뒤 공을 던지는데, 힘이 실려 있지 않다. 공이 앞에 떨어진다. 

실망한 표정으로 공을 가지러 간다. 반복된 던지기 연습에 지친 모습이다.

(2015. 8. 수업 관찰일지)

  단편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반복하는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는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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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왜 운동 기능을 익혀야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체육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체육수업으로 인해 운동 실력이 낮은 여학생은 불리한 

위치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체육 시간을 기피하게 되었다. 

  둘째, 경쟁지향적인 체육수업이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

향을 미쳤다.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피구, 축구 등의 경쟁 활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선호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진환, 이동우, 2007; 배소심, 김경

숙, 원영신, 조미혜, 유정애, 200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체육수업이 

경쟁중심의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경쟁 상

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적 요소와 승부에 대한 집착은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높일 수 있다(김성곤, 

2014). 

  또한, 스포츠 종목 중심의 경쟁적인 체육수업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여학생들을 소외시킨다는 문

제가 있다(이옥선, 2015). 경쟁적 체육수업 상황에서 운동 기능이 낮은 여학생

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낮은 적극성을 띄고 참여하게 된다. 이를 바라보

는 남학생들의 시선에서는 여학생들의 이러한 모습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

습으로 비춰지므로 비난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피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4학년 때 배웠던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피구에 대한 기억만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까? 피구를 하면 

학생들의 대화 중 자주 오가는 말이 있다. “죽여! 맞춰! 없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승부욕이 더욱 과열되며, 경쟁심이 높아지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가치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건강활동, 도전

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이 체육수업으로 구현될 때 그 비중이 불균형

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활동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두가 경쟁활동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5. 10.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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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와 아울러 신체 능력의 차이가 극대화 되는 수업은 여학생의 체육

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체육수업 시간에 남학생

과 여학생의 신체적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를 들어, 체격이 큰 남학생과 왜소한 여학생의 던지기 능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전활동의 공 던지기의 거리를 잴 때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실행되는 수업을 통해 남학생은 여학생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학생은 체육수업 참여를 기피하게 되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은정이가 작은 배트를 든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는 맞지만 엉성하게 잡고 배트를 

휘두른다. 스트라이크다. 같은 팀 재진이가 한숨을 쉰다. 상대 팀 남학생과 여

학생이 웃고 있다. 또 한 번 휘두르지만, 이번에도 헛스윙이다. 다음 타자인 

민태가 나와서 티를 낮춰준다. 은정이는 멋쩍은 듯 공을 한 번 쳐다보고 배트를 

휘두르지만 결국 공은 파울라인을 넘지 못하고 떨어진다. 창피한 듯 얼굴을 가리며 

자리로 돌아온다. 여학생 몇몇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남학생들은 쳐다보며 

수군거린다. 

(2015. 8. 수업 관찰일지)

  여학생은 체육수업 내에서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이병준, 

김동환, 2012). 이러한 여학생의 두려움과 불안은 남학생의 신체 능력과 비교 

당하고 자신에 의해 잘못된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비난당할 

때 더 증폭될 수 있다. 신체적 능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수업 상황에

서 위와 같은 갈등 요인이 드러나게 되며 이는 결국 남녀학생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 교사 요인

  남녀학생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교사의 남녀학생을 구분 짓는 모습이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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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시범학생을 선정할 때 의도치 않게 남학생을 

주로 선택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에서 드러났듯이(배소심 

외, 2005) 교사의 무의식적인 구분은 남녀의 역할을 규정짓고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같은 교사의 태도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남녀학생 모두

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거운 것을 매트와 평균대를 옮길 때에 덩치가 큰 남학생들만을 시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또, 예시를 들거나 할 때 여학생을 시키기 보다는 잘하는 남학생을 

시키고 있었다. 한 여학생이 “선생님, 왜 쟤네만 시켜요!”라고 말했을 때 아차 

싶었다. 사실, 여학생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남

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학생들이 무의식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조심

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느꼈다.

(2015. 9. 교사 반성일지)

  교사 스스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며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교사는 여학생들의 가능

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수업에서 운동 기능 수준이 높

은 남학생들을 모범 답안으로 예시를 보여준다거나 체육교구 등을 준비할 때 

여학생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교사의 인위

적인 남녀 역할 구분은 체육수업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조한무, 임승엽, 2012).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사는 이러

한 태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고민하는 시간

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남녀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내면화할 때

에 비로소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 편견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교사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 또한 남녀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 중 다른 학생들을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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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교사의 수업권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수업시간에 해야 할 활동 이외의 

경쟁적인 시합 위주의 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는 체육활동을 

기피하고 경쟁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는 여학생들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

은 요구일 수 있다. 교사가 이를 받아주는 상황에서 남녀학생의 여학생 체육

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오늘 사방피구 하면 안 돼요? 옆 반 강당체육 들었는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옆 반 강당체육수업 시간에 사방피구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재진이가 교사 책상 쪽으로 다른 학생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계속 해서 

주장한다. 사실 어제 비가 와서 교실체육을 했었고 얼마나 나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까지 할까 싶다. 학생들이 원하는데 오늘은 사방피구를 하러 나가야 하나. 

뭔가 학생들이랑 협상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2015. 9. 교사 반성일지)

  위 상황처럼 피구를 하러 나가게 됨으로써, 공을 두려워한다거나 다른 친

구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이 싫은 여학생에게는 결국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학생에게는 이러한 여학생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을 조성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녀학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이러한 영향력을 충분히 유념하며 남녀학

생이 인식하는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서로 오해 없이 긍정적일 수 있도

록 교사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또한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인식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다. 교사는 직전교사교육 기간에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다뤄지

는 교과교육내용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고문수, 2012). 직전교사교육에서 

배운 이론에는 실제 현장에서 초등학교 남녀학생의 특성 및 차이점, 혼성수

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괴리가 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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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남녀학생을 이해하려는 예비교

사로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 발령을 받기 이전 현장과 미리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이 바로 

교육실습이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미리 교육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실습은 그 기간이 짧

으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황윤한, 2007). 짧은 교육실습 중에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체육수업시간에 남녀학생의 차이로 인

해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매우 적었던 

것 같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볼 여유를 두지 

않고 스포츠를 다 좋아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운동을 좋아

했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다들 운동을 좋아하겠거니 오해했던 것 같다. 여학생

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이 낮거나 체육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배려하지 못했다. 대학교 때 만약,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5. 8. 교사 반성일지)

  여교사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으로 여학생을 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교사의 노력을 통해 여

학생이 남학생과 함께 체육수업을 받는 맥락, 고학년 사춘기의 특성을 지니

고 있는 여학생의 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고민과 이

해가 바탕이 될 때 여학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요인이 

남녀학생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

지하고, 교사는 교육적으로 남녀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수업으로 나

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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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요인

  학생요인 또한 남녀학생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미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학생들의 성 고

정관념으로 인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은 남성, 여성에 

대한 이미지, 태도, 행동, 역할 등을 구별하여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드

러날 수 있다(구정화, 2009). 성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은 남자는 어떻

게 행동해야 하고,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틀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체육수업에서도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오빠랑 공 던지고 놀 때, 우악스럽게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으라고 잔소리하세요. 아빠랑 오빠랑 공 던지는 걸 보면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냥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을) 

할 때에도 내가 뭔가 우악스럽나? 싶어서 오버를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그런 시선으로 볼까 봐요.

(이영채, 여학생, 사전 심층면담)

  

  위 면담에서는 여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적절하며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 고정관념이 드러났다. 

이는 과거 격렬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답지 못하다는 사회적 인식

으로 인해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맥을 함께 하였다

(양갑렬, 2003). 여학생은 가정환경에서 학습된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체육활

동에 참여할 때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었다. 성 고정

관념에 대한 인식이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

며, 이는 여학생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습득된 관념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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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운동을 잘하는 여학생들이 없진 않아요. 유은님이나 주민님 보면 오히려 

못하는 남자애들보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애들을 보면, 

다른 여자애들은 안 저러는데 쟤네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 팀에서 잘하면 좋지만, 막 공을 무섭게 소리 지르면서 쳐내고 할 때 

좀 무섭죠. 그냥 신사 피구할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지켜주고, 여자애들은 피

하고 이러는 게 더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여자는 좀 조용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주경진, 남학생, 사전 심층면담) 

  위 남학생은 여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운동 기능이 낮은 남학생들보다 잘하는 여학생

들은 체육수업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팀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만족

을 하는 듯하지만, 격렬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부담스러워하였다. 두 가

지 마음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며 자신

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여학생’ 자체에 대해 사회

적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요인은 특정한 틀을 

기준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태도에 대해 판단 짓는 기준이 될 수 있

고, 남녀학생 간의 오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과도한 승부욕 또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특히, 승리를 지향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승부욕이 다른 학생들보다 매우 높아

서 승리에 집착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

다. 이런 특징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이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앞서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기도 한다. 상대편 팀에 지기

라도 했을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해 한다거나 상대

팀의 실수를 드러낸다거나 자신의 팀원을 탓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 때, 

운동 기능 수준이 높고 승부욕이 강한 남학생은 운동 기능이 낮고 승부욕이 

낮은 여학생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비난을 하는 등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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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이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학생들 중 승부욕이 가장 강하다.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때에도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그 점이라고 말해주셨다. 어렸을 때

부터 늦둥이로 혼자 자라고 형제자매 없이 커서 어떤 것이든지 다 맞다고, 잘

한다고 칭찬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작은 것에도 매우 흥분을 잘하지만 그래도 

악의는 없는 착한 아이라고 강조하고 상담을 마쳤던 것이 떠올랐다. 오늘 체육

시간에도 또 그 승부욕이 발동을 하고야 말았다. 변형 발야구를 하는 데 같은 

팀이었던 은경이가 자기 차례에 헛발질을 하였다. 재진이 쪽을 쳐다보니 머리를 

움켜잡고 짜증을 내고 있다. 은경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결국 3 out을 

당했다. 투수의 공이 조금 빠르기도 했지만 은경이가 연습이 좀 더 필요한 발로 공 

차기였는데, 재진이는 어깨가 축 쳐진 은경이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방방 뛰고 

있었다. 결국 나에게까지 와서 투수가 빠르게 던졌으니까 자신도 상대편이 

공격할 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한다. 재진이처럼 승리에 집착하고 이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을 위한 승부욕을 낮출 수 있는 법, 다른 친구를 

배려해서 생각할 수 있는 법 등 함께 익혀가야 것들이 참 많다.

(2015. 9. 교사 반성일지)

  승부욕이 높은 학생은 승패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며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

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학생들을 정신

적으로 상처 받게 했고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학생들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여학생들까지도 주눅 들게 만들며 소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

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체육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을 신체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를 배운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단순히 신체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

내는 시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김대진, 2010; 유생열, 윤경선, 2008).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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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안에서 책상 위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의자에 앉아 학습하는 다른 과목들

과는 다르게 ‘체육’은 교과의 특성 상 운동장 혹은 체육관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과정 상 학습해야 하는 신체가치영역별 활동들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경험하고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어떤 것을 경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놀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득한 것 같다. 물론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숙제도 많기 때문에 신체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화요일에 일기 검사를 하다보면 주말에 어딘가를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학원 숙제, TV 시청, 게임 등 주중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몰아서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시간에 자신들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의 폭을 줄이는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 

(2015. 9. 교사 반성일지)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은 평소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학교에서

의 체육수업 시간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움직임 욕구를 반영한 체육수업 

시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넘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노는 체육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학

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체육에 대한 즐거움과 흥

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배움을 얻고 교

육적인 흐름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에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노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교육적인 활동’으

로써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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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 살펴본 초등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여학생�체육수업�참여�인식�및�요인



- 80 -

2. 통합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여학생 체

육수업 참여에 갖고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

성화시키기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절은 앞에서 알아본 여

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의 목적, 내용 및 구성으로 설명하였다. 

가. 프로그램 목적

  본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의 체육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과 더불어 여학생의 행동, 인지, 정서적인 통합

적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

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 중 부정적인 부분은 프로그램 활동에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여학생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을 활용하였다. 또한, 여학생 친화적인 내용을 구성하여 여학생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나.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구성 원리와 구성 방

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구성 원리는 ‘무심에서 관심으로’, ‘오해에서 이

해로’, ‘기능에서 가치로’, ‘경쟁에서 협동으로’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방법은 ‘남녀통합’과 ‘능지심통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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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원리

  구성 원리는 초등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2]와 같다.

[그림� 12]� 인식�및�요인으로부터�도출된�프로그램�구성�원리

  이처럼 인식 및 요인으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프로그램 구성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무심에서 관심으로

  남녀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하는 초등학교 체

육수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팀으로 함께 활동을 할 때, 서로의 활동 모습을 보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의미의 교류만이 오고갔을 뿐이다. 

남학생은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모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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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수, 여학생이 팀 승리에 미친 영향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여학생 또한 

자신과 친한 여자 친구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남학생의 활동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여학생들을 비난하는 모습과 관련하여 남학생에 대한 

분노만 갖고 있었을 뿐, 남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

는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던 것이다.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녀학생이 보려고 했던 것만 바라보

았던 좁은 시야를 넓혀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바꿔주

려는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무심에서 관심으로’라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

리가 나오게 되었다. 남녀학생이 서로에게 무관심하던 모습을 관심으로 돌리

기 위해 마련한 활동으로 ‘비밀친구’를 설정하였고, 남녀학생이 짝을 이루

어 서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수업시간 동안 서로를 관찰하고 행동

에 관심을 갖고 조언해줄 수 있도록 체육수업 후 편지를 쓸 수 있는 환경 또

한 마련되었다. 남녀학생은 관심 갖지 않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오해에서 이해로

  남학생의 시선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학생은 체육수업 시간에 여학생

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다. 여학생은 소극적이고 열심히 참여

하지 않으며 다른 여학생들과 이야기만 나누고 있으며 운동 기능이 낮다는 

등의 고정관념이었다. 남학생이 이와 같은 색안경을 끼고 여학생과 함께하는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이를 드

러내는 언어 또한 여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었다. 남

학생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여학생의 자신감이 결여되었으며, 이에 따

라 체육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생기게 된다(Jeanes, 2011). 여학생들은 자

신들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

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남녀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오해의 요소를 덜어내고,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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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체육’과 ‘남녀의 

강점 탐색’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된 활동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들

에게서 갖고 있는 오해의 시선과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도록 여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여학생도 남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노

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했다. 

  

다) 기능에서 가치로

  ‘운동을 잘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운동 기능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감

각이 있으며 팀 경기를 할 때에는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등

의 특징을 담고 있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높은 운동 기능을 발휘하여 평

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거나 시합에서 점수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

다. 대부분의 학생이 운동 기능이 높은 아이들을 서로 알고 있었고, 새 학기

가 시작되면 ‘체육을 잘 하는 아이가 몇 반에 갔다.’, ‘체육대회 때 어떤 

반은 이런 상을 받을 것 같다. 체육을 잘하는 어떤 아이가 있으니까.’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에 관심이 쏠려있었다. 

  초등학교 체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즐거움’이라는 내재적 가치는 운동 

기능과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모두가 운동 기능이 높은 것이 아니며, 

또한 이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즐겁게 참

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함께 체육활동을 즐기고 체육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학교체육의 맡은 역할일 것이다. 소수의 몇

몇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들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 기능이 

낮고 체육활동에 흥미가 없는 여학생은 운동 기능이 아닌, 체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덕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리고 그러한 가치 덕목을 지닌 학생을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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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가치로써 개인적 인성 덕목인 정직, 

성실, 끈기, 도전, 책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동, 배려, 용서, 

존중 등의 덕목을 나열해볼 수 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치 

덕목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가치 덕목을 실천하는 모습이 운동 기능

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능에서 가

치로’라는 구성 원리를 포함시켰다. 활동 종목을 구성할 때에 있어서도 남

녀학생의 신체적 차이와 운동 기능이 바로 게임에서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활동을 지양하고, 남녀학생의 강점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라) 경쟁에서 협동으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쟁 활동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경쟁’을 통한 

몰입, 재미, 함께 하는 친구들과의 협동심, 페어플레이 등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다(김성곤, 2014). 그러나 과도한 경쟁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친 

승부욕을 갖게 하며, 승리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행동들과 부정적인 언어습

관이 드러나게 된다(박종률, 2003).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운동 기능이 높은 학생들이 중심으로 활동에 참여하

게 되며, 기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승부욕이 

높은 학생들은 경쟁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한 목표 하나에 

집중하여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하게 되고, 비난을 받은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

며 체육활동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반복

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the learned helplessness)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 좌절

감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Carlson, 1995). 특히 친구관계나 예민한 감수성

을 갖고 있는 고학년 여학생일수록 이러한 경쟁에만 주목하는 상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프로그램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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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경쟁에서 협동으로’라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가 나오게 되었다. 경

쟁의 상황이더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경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질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상대팀을 누르고 이기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의 몫을 다하고 자신의 수행을 능가하기 위한 목표로 경쟁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경쟁이 될 수 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팀원들 간

의 협동으로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각자의 내면과의 경쟁을 응원해주고, 상대 팀과의 경쟁에 주목하기보다는 우

리 팀의 남녀학생들 간의 배려와 이해를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협동이 이

루어지고 시합에서 패하더라도 서로의 잘못을 헐뜯고 실수를 드러내는 상황

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2) 구성 방법

가) 남녀통합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는 남녀통합적인 

체육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남녀통합의 의미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강점을 발견할 수

도 있고, 남녀학생이 체육수업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즉, 남녀학생은 상호교류하며 서로 협력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

을 수 있다.

  초등교육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사회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는 형식을 경험

하게 된다(박종국, 2008). 남녀학생은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받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형성하게 되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때, 남자 대 여자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지니

는 존재임을 알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본 프로그

램에서 강조하는 남녀통합을 통해 남녀학생은 서로 다른 차이를 차별로 인식

하는 것이 아닌, 특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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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학생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동등한 존재이므로 함께 체육수업에 참여

하면서 서로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통합의 의미를 필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능지심(能知心)통합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능참여, 지참여, 심참여

의 통합을 통해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능참여, 지참여 심참여가 모두 분리되어 존재하는 참

여의 유형은 아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며, 연

결고리가 생기게 되면 이어지는 참여 유형이 되기도 한다. 

  능참여가 지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여학생이 스스로 한 것을 체육일기로 작

성하는 참여, 지참여에서 능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직

접 참여할 때 적용하는 것, 지참여에서 심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이야기가 있

는 체육에서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고 

열심히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 심참여에서 지참여

로 이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와 닿는 적극적 참여의 동기를 가지고 직접 참여

하기 이전에 이것을 글로 풀어내거나 지식적인 호기심으로 연결 짓는 활동을 

하는 것, 심참여에서 능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느낀 것을 직접 참여

함으로써 실천해볼 수 있게 되는 것, 능참여에서 심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열

심히 몸으로 실제 해보다보니까 마음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능지심 참여는 통합과 전이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잘하는 

참여로부터 다른 참여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참여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정

겨운, 2015). 이러한 능지심 참여의 양상과 활성화 방안을 정리한 것을 살펴

보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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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능지심�참여�양상�및�활성화�방안� (정겨운,� 2015� 참고)�

  능지심 참여 양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및 각각의 능참여, 지참여, 심참

여가 내용요인, 방법요인, 교사요인, 환경요인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능지심통합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을 

하였다.

다.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 ‘비밀친구가 있

는 체육수업’,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체육수업’, ‘친근한 환경으로 구성

된 체육수업’의 구성 요소를 갖추었으며, ‘킥런볼, 플라잉디스크골프, 티니

클링, 간이컬링, 라인댄스’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통합적 프로그램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경쟁적인 요소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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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협동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활동, 둘째, 여학생의 유연성, 

박자감 등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 셋째, 익숙하지 않아서 모두가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갖고 있는 뉴스포츠 활동 등을 준거로 하

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1) 구성 요소

가)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

  ‘이야기가 있는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검색해 온 체육선수들에 대

한 이야기를 체육수업 시작 전에 함께 이야기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오해를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체육

수업에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가 있는 체육수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학생과 남학

생이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스포츠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야기가 있는 체육수업’의 방법은 먼저 남녀학생이 각자 겹쳐지지 않

게 운동선수들을 정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

이 조사할 선수의 이름을 나열하도록 하여 칠판에 게시하였다. 이 때, 남학생

은 여자 운동선수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여학생은 남자 운동선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이야기가 있는 체육수업이 점차 진행되어

감에 따라 더 보충할 내용이 있는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찾아 넣어 자

신의 차례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실

에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가 있는 체육수업 시간을 가졌다. 운동선수

를 조사해온 학생이 앞에 나와 발표를 하였으며, 이야기를 마치고 궁금한 점

이나 더 알고 싶은 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친구가 발표한 

운동선수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있는 학생들이 내용을 덧붙여 이야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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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 또한 함께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은 사춘기에 가까워지면서 최신 유행 노래와 가수에 대해 예

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은 이러한 고학년 여학생의 

특징을 반영하여 고려되었다. 체육수업에서 최신 유행 노래를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었다. 노래 박자에 맞춰서 신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수업 중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노래를 이용하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

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노래 등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에 알맞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노래를 매개체로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조금 더 가까이 생각

하며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14]는 

‘이야기가 있는 체육수업’모습과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에서 활용한 안

내문과 신청 쪽지 형식이다. 

[그림� 14]� 이야기와�노래가�있는�체육수업

  앞 절의 인식에서 알아봤듯이, 여학생들은 평화로우면서도 자신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체육수업을 원하고 있다.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을 통해서 

여학생의 흥미를 높이며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나) ‘비밀친구’가 있는 체육수업

  인식에서 발견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가 남학생이 생각하는 여학생과 여

학생 스스로 느끼는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랐으며, 

서로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남녀학생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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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없었고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남학생은 여학생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비난의 대상

으로 몰아갔고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는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녀학생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해를 해소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요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짝을 맞춰서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예그리나’라는 말은 아름답게 읽히는 우리말 신조어로써, ‘서로 사랑

하는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녀가 서로의 모습을 관

찰하여 각각의 짝꿍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위한 격려를 해주기 위

한 비밀 친구를 프로그램 구성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를 ‘예그리나’라고 

부르면서 매 체육수업시간마다 자신들의 짝인 ‘예그리나’를 관찰하도록 했다. 

자신의 ‘예그리나’가 어떻게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체육수업에 참

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칭찬을 해줄 수 있는지, ‘예그리나’에게 필요한 조

언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도록 했다. 수업이 끝난 후 하교 전까지 ‘나의 

예그리나, 아침에 온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예그리

나’에게 몰래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학급 뒤편에 우체통을 마련하여 편지

를 작성하여 넣을 수 있게 하였고, 체육수업이 있었던 날에 교사는 각 ‘예

그리나’들이 아침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예그리나 공’에 편지를 분류하여 

넣었다. ‘예그리나’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은 ‘오늘 체육시간에 이런 것

을 정말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제가 예그리나님을 위해 몰래 착한 일을 

했어요. 혹시 눈치 채셨나요?’, ‘앞으로 체육수업시간에 이렇게 한다면 훨

씬 더 좋을 것 같아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편지 구성 내용은 이후 

학생들의 토의를 거쳐서 ‘평소(수업 시간, 쉬는 시간 등)에 이런 것을 정말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님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한 삼행시 또는 암호 힌트!’

로 바꿔서 적용하였다. 

  이후 학년 말, 자신의 ‘예그리나’가 누구였는지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자신을 관찰해주고 칭찬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예그리나’

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교환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로의 체육수업 참여 모습을 관심 있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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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조언해줬던 점

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남

녀학생 사이가 어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친구라는 통로를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그림 15]는 ‘예그리나’ 우편

함에 편지를 담아둘 수 있도록 한 모습이며, 편지 배달은 다음 날 아침에 학

생들이 자신들의 ‘예그리나 편지’를 볼 수 있도록 ‘예그리나 공’에 편지

를 담아서 모아두는 상자를 만들었으며, 이후 서로의 ‘예그리나’를 밝히는 

이벤트에서의 장면을 담은 것이다.

[그림� 15]� 비밀친구가�있는�체육수업

다)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체육수업

  남녀학생 모두가 각자 다른 외모, 성격 등을 가지고 있듯이 체육수업에서 

드러나는 특성 또한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체육수업

에 대한 적극성을 바탕으로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

다. 여학생들은 운동 기능을 높이고 상대방과 대결하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느끼는 것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초등체육수업에서 경쟁 활동에 치우쳐서 지나친 경쟁만을 강조할 때 체육 

교육이 본래 추구하는 목적의 의미를 저해할 수 있다(김성곤, 2014). 여학생들

이 체육수업에 흥미를 잃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학생 요인으로 

‘자신감 부족’으로 체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교과 

요인으로 체육수업이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요인이 드러났다(양갑렬, 

2003). 만약 운동 기능이 경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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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높지 않은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잃

게 될 것이며, 경쟁에서 지게 되는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

게 된다. 운동 기능이 곧바로 체육활동에서의 승리와 연결 되는 내용의 체육

수업은 지양해야 한다. 남녀학생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다면 남녀학생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유정애, 김윤

희, 2002). 여러 복합적인 요인 및 운의 요소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남녀학생 

모두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체육수업을 위하여, 도전활동에서 

‘플라잉디스크 골프’, 경쟁활동에서 변형규칙이 많이 포함된 뉴스포츠인 

‘킥런볼’, 표현활동에서 ‘티니클링’, ‘라인댄스’, 여가활동에서 ‘간이 

컬링’을 활동으로 선택하여 실행하였다.

라) 친근한 환경으로 구성된 체육수업

  학생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많

이 미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개개인이 구성된 환경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주

기 위해서 먼저 체육 게시판을 구성하였다. 체육 게시판을 꾸밀 내용은 체육

수업 내용을 통합한 미술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남녀학생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지만, 특히 여학생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역할을 

다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의지를 생기게 하는 운동선수의 명언’, 

‘운동 지식을 자라나게 해보아요!’, ‘세계가 하나 되는 스포츠 소식’, 

‘fantastic sports 작품들!’, ‘재미있는 스포츠 사진의 세계’, ‘스포츠를 

받쳐주는 규칙’ 등의 6가지 주제로 각자 조사해 온 자료를 가지고 게시판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자세한 게시판 모습은 다음 [그림 16]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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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체육�게시판�구성�모습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는 직접 참여하는 ‘능참여’뿐만 아니라 체

육 지식에 대해서 알고 이를 글이나 그림 등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참여’,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불러일

으키는 ‘심참여’가 있을 수 있다. 체육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참여 

유형 중 ‘지참여’와 ‘심참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운동을 잘하고 기능이 높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주도해나갔다면 지참여와 

심참여에서 다양한 취향을 가진 여학생들 또한 자신의 흥미를 살려서 적극적

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정겨운, 2015).

  다음으로,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보내는 교실을 체육과 친숙한 환경

으로 만들기 위하여 체육 게시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스포츠와 관련된 도서와 영화 목록을 제시하였다. ‘보는 스포츠’는 스포츠와 

관련된 영화 목록을, ‘읽는 스포츠’는 스포츠와 관련된 도서 목록을 제시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연구실에서 정리한 ‘보는 스포츠’와 

‘읽는 스포츠’ 목록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지나다니

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과 관련된 자료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그림 17]에서 살펴볼 수 있다.  



- 94 -

[그림� 17]� 보는�스포츠,� 읽는�스포츠�환경�구성�모습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목록에 있는 읽는 스포츠 관련 책 제목을 받아 적어

가기도 하고, 보는 스포츠 목록에 있는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

였다. 학생들의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형성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체육수업 시간과 연관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

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구성 내용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남녀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다. 신체활동 가치영역에 따라 

경쟁활동의 ‘킥런볼’, 도전활동의 ‘플라잉디스크 골프’, 표현활동의 ‘티

니클링, 라인댄스’, 여가활동의 ‘간이컬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각

의 활동은 6차시로 이루어졌으며, 총 30차시로 실행되었다.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부 요소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내용을 진행하

였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남녀통합’과 ‘능참여, 지

참여, 심참여’의 내용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자 의도하였다. 

  모든 활동에서의 1차시에서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규칙 등에 

대해서 알고 활동과 친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지는 차시에

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성 내용에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6차시에서는 

그동안의 연습했던 활동들을 종합하여 시합을 하거나 발표회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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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차시 내용 여학생�체육� 활성화를�위한�세부�요소
구성�원리

남녀
통합 능 지 심

[킥런볼]
경쟁활동

1차시
킥런볼�규칙�알기
킥런볼�공과�친해지기

남녀�짝을�정하여�연습하기 ● ●

짝끼리�상황에�따른�규칙�설명해주기 ● ●

킥런볼에서�발휘될�수�있는�남녀의�강점�알아보기 ● ●

2차시
공차기�연습�및� 던지고�받기�연습

간이�게임

남녀학생�응원구호�외치기 ● ●

공을�잘� 차는�방법에�대해서�잘�아는�학생이�함께�공유하기 ●

공을�잘� 던지고�받는�방법에�대해서�잘�아는�학생이�함께�공유하기 ●

모두에게�기회가�돌아갈�수� 있도록�연습하기 ● ●

남녀학생의�특성을�파악하여�수비�및� 공격�위치�정하기 ● ●

3-4차시
팀별�킥런볼�수비연습�및�

공격연습
간이�게임

팀원들�간의�팀워크�중시하기 ● ●

남녀�팀에서�배려를�가장�잘�한�학생�칭찬하기 ● ●

경쟁에�집중하기�보다는�협동에�집중하기 ● ●

남녀�서로�긍정적이고�구체적인�피드백�주기 ● ●

5-6차시 실전�킥런볼�시합

여학생�차례에�긴장하지�않도록�힘�실어주기 ● ●

킥런볼�시합에서�실수하더라도�응원해주기 ●

달리기가�빠른/느린�사람이�한� 바퀴�돌면� +1점/+2점 ● ●

[표� 14]� 프로그램�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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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차시 내용 여학생�체육� 활성화를�위한�세부�요소
구성�원리

남녀
통합 능 지 심

[플라잉디스크�
골프]
도전활동

1차시
플라잉디스크�골프�규칙�알기
플라잉디스크와�친해지기

플라잉디스크�골프�규칙을�배운�뒤�짝에게�설명하기 ●

플라잉디스크�골프에서�발휘될�수� 있는�남녀의�강점�알아보기 ● ●

2차시
플라잉디스크�던지기�실력�

알아보기
플라잉디스크�던지고�받기�연습

남녀학생의�플라잉디스크�던지기�실력별�팀원�구성하기 ● ●

플라잉디스크를�잘�던질�수� 있는�방법�공유하기 ●

플라잉디스크�던지기�연습�중�남녀�서로�긍정적인�조언�해주기 ● ●

3차시
플라잉디스크�골프(5홀)
간이�플라잉디스크�피구

멀리�나가지�못한�플라잉디스크부터�목표물로�던질�수�있는�기회�주기 ● ●

남녀학생을�위한�응원구호�외치고�던지기 ● ● ●

남녀학생을�배려하여�플라잉디스크�던지기 ● ● ●

4차시 플라잉디스크�골프(9홀)

라운딩을�할�때�여학생에게�긍정적인�조언해주기 ● ●

플라잉디스크�위치에�따른�친구의�마음�공감해주기 ●

플라잉디스크를�목표에�성공시켰을�때�함께�기뻐하며�하이파이브하기 ● ●

5-6차시
자유로운�목표�정하여�
플라잉디스크�골프하기

남녀학생�모두�의견을�내서�플라잉디스크�목표를�함께�정하기 ● ●

플라잉디스크를�던질�때� 실수하더라도�응원해주기 ●

홀을�모두�통과해서�이동할�때� 잘한�점�함께�이야기하기 ● ●

[티니클링]
표현활동

1차시
티니클링에�대해서�알기

티니클링�점프밴드와�친해지기
티니클링에서�필요한�역할�알아보기 ●

티니클링에서�발휘될�수� 있는�남녀의�강점�알아보기 ● ●

2차시 티니클링�기본�동작�익히기 티니클링�기본�동작을�남녀�짝끼리�함께�익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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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차시 내용 여학생�체육� 활성화를�위한�세부�요소
구성�원리

남녀
통합 능 지 심

[티니클링]
표현활동

2차시 티니클링�기본�동작�익히기
기본동작을�익힐�때�남녀학생이�서로�긍정적인�조언해주기 ● ●

리듬감,� 박자�감각이�좋은�남녀학생�칭찬하기 ● ●

3차시
티니클링�기본�동작�미션

(5단계�미션)

티니클링�점프밴드에�걸리더라도�응원하며�이겨내기 ●

잘�안�되는�동작�함께�공감·위로하며�서로�알려주기 ● ●

미션을�성공할�때� 함께�기뻐하며�하이파이브 ●

4차시 티니클링�발표회�준비하기

팀별�맡은�역할에�최선을�다하기 ● ●

남녀�서로가�함께�강점을�살리고�약점을�보완해주기 ● ●

협동하여�좋아하는�노래를�선정하고�동작�구성하기 ● ●

5차시 티니클링�연결�동작�연습하기
동작�연습�때�잘�안되더라도�함께�응원하며�연습하기 ● ●

남녀의�강점을�살려서�서로�조언하며�연결�동작�익히기 ● ● ●

6차시 티니클링�발표회

노래에�맞춰�티니클링�발표하기 ●

남녀학생들이�긴장하지�않도록�함께�응원하기 ● ●

함께�발표해준�친구들을�위해�감사하는�마음�갖기 ●

[간이컬링]
여가활동

1차시 간이컬링에�대해�알기
간이컬링을�잘하기�위해서�필요한�요소�파악하기 ●

간이컬링에서�발휘될�수� 있는�남녀의�강점�알아보기 ● ●

2차시 여러�도구로�간이컬링�경험하기 다양한�도구의�특성을�이해하고�자신과�맞는�도구�파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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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차시 내용 여학생�체육� 활성화를�위한�세부�요소
구성�원리

남녀
통합 능 지 심

[간이컬링]
여가활동

2차시 여러�도구로�간이컬링�경험하기 남녀�학생의�장점을�인식하고�자신감�갖기 ● ● ●

3-4차시
간이컬링�연습하기

간이게임

간이컬링에서�신중함,� 방향감각,� 힘�조절이�중요한�요소임을�알기 ●

남녀학생의�강점을�살려�간이컬링�연습하기 ● ● ●

5-6차시
간이컬링�시합하기

(남녀혼성팀� /� 남자팀� vs� 여자팀)

남녀혼성팀에서�남녀�학생의�강점�살리기 ● ●

남vs여�경기에서�각자의�강점�살려서�시합에�최선을�다하기 ● ● ●

실수하더라도�함께�응원해주기 ●

점수를�낸�사람은�팀원�전체와�하이파이브�하며�기뻐하기 ●

[라인댄스]
표현활동

1차시 라인댄스에�대해�알기
라인댄스�영상을�보고�라인댄스의�특징�알기 ●

라인댄스에서�발휘될�수� 있는�남녀의�강점�알아보기 ● ●

2차시 라인댄스�기본�동작�익히기
남녀�짝을�지어�기본동작�서로�알려주며�익히기 ● ● ●

라인댄스에서�유연성,� 리듬감,� 박자�감각이�중요한�요소임을�알기 ●

3차시 라인댄스�연결�동작�익히기
동작의�세부적인�요소들�함께�공유하며�연습하기 ● ●

남녀�강점을�살려�연결�동작을�익히기 ● ● ●

4-5차시 라인댄스�연습하기
라인댄스�발표회를�준비하기�위한�동작을�연습하기 ●

유연성이�부족한�친구들을�위해�연습�동작�자세하게�알려주기 ● ● ●

6차시 라인댄스�발표회
‘uptown� funk’� 노래에�맞춰�발표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 ●

남녀�학생의�잘한�점� 서로�공유하고�함께�기뻐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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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차시에 걸친 프로그램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로써 프로그

램 내용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각 차시 및 요소들을 살펴

보면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차시별 특성을 드러낸 부분도 존재한

다. 활동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

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전체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한 차시 수업 하나 하나의 수업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차시

의 수업의 흐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차

시의 수업의 흐름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들어가기-활동하기-나오기-수업 후 

활동’으로 진행된다. 학습활동 내용은 ‘이야기/노래가 있는 체육’, ‘남녀

학생의 강점 탐색’, ‘예그리나 편지쓰기’등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단계별로 실행되는 활동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수업 흐름 전개 과정의 

틀에서 이루어 졌으며, 다음 [표 15]와 같다.

수업�흐름 수업�단계 학습�활동 학습형태�

들어가기 탐색활동

�이야기가�있는�체육

전체활동�동기유발�및�학습문제�확인

�학습활동�안내

활동하기

신체활동�
수행

�활동이해�및�남녀학생의�강점�탐색

팀활동

�준비운동(노래가�있는�체육)

�활동�실행

여학생�체육�
활성화를�위한�요소

�기능보다�가능성에�주목하는�활동

�공감하고�격려해주는�응원�분위기

나오기 일반화
�정리운동

전체활동�정리�및�평가하기
�차시예고

수업�후
활동

과제활동
� ‘예그리나’�편지쓰기

개별활동
�여학생�체육�활성화를�위한�체육일기

[표� 15]� 수업�흐름�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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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증진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8]와 같다.

[그림� 18]� 통합적�프로그램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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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 및 요인

가.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세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먼저,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

적으로 드러났으며, 여학생의 참여도가 다면적, 적극적 참여로 변화하였고, 

‘배려, 격려’,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중시하는 체육수업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1)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의 다변화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로는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체육수업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학생의 장점인 

‘섬세함, 정확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체육을 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고, 남녀학생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여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 및 학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섬세함과 정확성’에 대한 재평가: “여자들이 더 잘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통합적 프로그램 참여는 남녀학생들이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 갖

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관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집중력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보았다. 프로그

램 이전에는 많이 움직이고 세게 공을 던져서 멀리 보내는 것에 남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관심

을 갖게 되며 여학생들의 다른 강점에 주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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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디스크가 바람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지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학생들도 사실 엄청 멀리는 못 던지지만, 이게 

멀리만 던진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나름 가깝게 목표에 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훌라후프에 골인시키는 건 섬세하게 잘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막 멀리만 날리고 마지막에 집중 못해서 튀어 나가고 그랬는데요. 

(서원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섬세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즉, 무조건 ‘멀리, 세게’ 던지고 날

리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여학생들의 장점인 ‘섬세함’과 ‘정확성’이 재

평가되는 기회가 되었다. 체육수업 시간 동안 여학생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

에서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려서 수업에 임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친

구들의 시선 또한 있는 그대로를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여학생들의 참여에 관심이 없었던 남학생들조차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의 

참여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저는 사실 여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그냥 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티니클링 할 때 저희 팀 애들을 봤는데 진짜 유연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못하고 줄에 걸리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남녀 

따로 했으면 못 봤을 텐데 같이 하니까 여자애들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아요.

(김혁,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이처럼 체육수업에서 남학생들만이 우위를 차지하며 잘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깨고 남녀학생 모두의 장점이 드러나는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학생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수업시간이 될 수 있다. 남학생은 여

학생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직접 함께 해봄으로써 여학생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여학생들이 더욱 더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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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여학생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기

준을 바꿀 수 있었다.

여학생은 남자들에게 플라잉디스크로 공격하는 놀이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여서 좋았다.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남학생 못

지않게 열심히 참여하였고 오히려 (남학생들보다) 더 잘 명중시키는 것 같았다. 

여학생들이 확실히 더 예리하고 섬세하게 참여하는 것 같았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여학생들 또한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

고 있었으며, 섬세하고 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

생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여학생의 이러한 강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나) ‘체육 잘하기’에 대한 인식의 확장: “체육을 잘 한다는 것에 대

한 생각이 넓어졌어요”

  남학생들이 기존의 인식으로 ‘잘한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은 스포

츠스킬에만 국한된 개념이었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학생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면서 ‘잘하는 것’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에도 여학생들의 또 다른 능력들을 인

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 이후에는 새롭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여학생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잘하는 게, 좀 신기하게 많더라고요. 사실 축구만 하고 

티볼만 하고 이럴 때는 여자애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뛰어

다니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활동 하면서 여학생들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예그리나님 관찰하면서 보니까, 티니클링 할 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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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잘 못하면 박자 맞출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편지에 그거 칭찬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을 텐데, 보면서 

여자애들이 잘하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김민태,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예전 경쟁활동만을 자주 할 때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장점을 발견하기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여러 활동을 

경험하고 여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여학

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학생이 갖고 있었던 여학생 

체육 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실과시간에 있었던 ‘동영상 만들기’ 수행평가에서 여학생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여학생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진들을 구성하여 

영상을 만든 남학생도 있었다. 여학생의 기본 실력이 낮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여학생의 노력에 주목하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여학생들

이 체육수업 내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림� 19]� 프로그램�이후�남학생이�찍은�여학생의�체육수업�참여�모습

  [그림 19]는 ‘프로그램 이후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오라는 과제에서 남학생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나열한 것이다. 남학생들은 

준비된 물품인 공과 관련된 종목을 하는 모습들을 여학생과 함께 구성하여 

찍어왔다. 프로그램 이후에 남학생들의 눈에 비춰진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모습이 체육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의지

를 갖고 있음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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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모습을 드러내기 보다는 각 여학생의 상태에서 가능성과 장점을 살펴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다. 

예전부터 여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는 무조건 운동

신경이 좋지 않고 남자가 훨씬 좋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도 잘 

할 수 있는 걸 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김혁,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프로그램 이전, 남학생은 운동 신경이 높은 것을 잘하는 것의 기준으로 삼

았기 때문에 여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운동 

기능이 낮은 여학생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없었고 비난하

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학생이 서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장점을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남학생들이 한정적이었던 

관점을 넓히게 되면서 여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었다. 체육에서

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면서 운동을 즐기고 응원하는 것 또한 

‘잘한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연구자 : 너희들은 체육활동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김민태 :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참여하고 잘 못해도 

잘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원석 : 그 시간을 열심히 재미있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못해도요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못하는 여자애들 많잖아요. 

근데, 좀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김민태 : 체육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미를 갖지 못한 

여학생들이 체육이 재미있다 이런 걸 느끼고 나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아요. 

(김민태, 서원석,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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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은 운동 능력이 높지 않고 기능이 낮더라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

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

해 남학생은 운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의 지식을 알고 참여하는 것, 즐겁게 참여하는 것 

등의 ‘능참여, 지참여, 심참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

었다. 남학생들이 인식하는 참여에 대한 생각이 포괄적으로 넓어지면서 여학

생의 참여가 다른 측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더불어 존재하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 “함께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체육수업에서 승부욕이 높은 남학생들에 의한 비난에 상처를 받은 여학생

들은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 남학생들이 변화하게 되면서 남녀통합을 추구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학생과 

여학생과 함께 조화롭게 체육활동에 임하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부족

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사실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체육시간에 잘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체육시간 생각해보면 남학생들이랑 여학생이 완전 남남처럼 떨어져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랑 같이 조를 짜서 하니까 남자가 부족한 건 여자가 채워주고 

남자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한테 가르쳐주고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학생들은 리듬감이 뛰어나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동작을 잘 

하는데, 그에 반면 동작이나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남자애들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 박자에서 뭘 하는지 몰랐을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남자애들이 이 박자를 놓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여자애들이 

알려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이런 강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현주,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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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학생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분리되어 따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여학생 체육 참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갖게 되면서 학생들은 점차 남녀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의 모습

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서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말을 남겨

주고, 각자의 강점을 찾는 등의 세부적인 요소를 실행하면서 남녀학생은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라인댄스를 했다. 친구들(남자애들)은 완전 잘 추고 몸에 숙달된 듯 보였다. 

특히 체육남(김재진, 김민태, 서원석 등)들이 잘했다. 여자애들도 의외로 열심히 

참여했다. 나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하다 보니 흥이 나고 동작이 

잘 외워졌다. 남학생들이 라인댄스를 매우 열정적으로 추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동작이 간단했지만 팔과 다리가 따로 움직였는데, 남자애들이 앞에서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니까 더 잘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고정관념을 가졌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기대가 된다.

(이영채, 여학생, 체육일기)

  남학생들이 몸으로 기억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남녀학생이 서

로 관심이 없었던 이전의 체육수업 상황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남학생의 

강점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황

이 자연스럽게 주어졌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채우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남학생들은 힘도 강하고 훌라후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잘 날린다. 특히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아서 멀리 날리는 힘이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장

점을 보고 배워서 더 실력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남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여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서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다.

(박은정, 여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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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학생은 서로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잘하는 부분을,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

정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체육수업에서 

남녀학생 모두가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경험을 했던 남녀학생은 체육활

동을 할 때 비난할 점을 먼저 찾기보다는 잘하는 점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긍

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라)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의지 인식: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싶어요.”

  여학생들은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일상생활

로까지 연결해서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협동하며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습을 했고 이를 앞으로의 수업에서 활용하고 싶다는 의욕

을 드러냈다. 스스로 연습을 통해 실력이 증가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러한 믿음이 앞으로의 노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여학생은 협동의 모습이 드러난 체육수업 상황에서 배웠던 점을 일상생활로

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전이를 경험하였고, 체육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 팀원들끼리, 상대편 팀원들끼리 잘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싸우는 일도 없이 

얼티미트를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나도 빨리 연습해서 실력을 

늘려야겠다.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남아서 플라잉 디스크 던지기를 

연습했는데, 수업에서 배웠던 걸 써먹었다. 매우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서 다음 번 얼티미트 할 때 잘하면 좋을 것 같다.

(김지현, 여학생, 체육일기)

  체육수업 시간에 즐겁게 참여했던 마음을 방과 후까지 이어나가서 함께 연습

하고, 다음 활동에서 활용하고자 기대하는 모습에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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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정도가 프로그램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수

행평가 등의 의무감을 배경으로 체육활동 연습을 해야 했다면 오히려 거부감

을 갖고 억지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느꼈으며 자유 의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적극

적인 마음으로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는 좀 참여도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고, 배운 점도 없었던 것 같고, 

협동심도 부족했고, 근데 지금은 참여도도 높아진 것 같고, 체육에 대해 배운 점 

느낀 점 그런 게 다 정도가 다 높아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위로해주지 않고 비난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바뀔 줄은 몰랐어요. 예그리나, 이야기가 

있는 체육, 노래가 있는 체육, 다양한 종목들의 체육활동을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체육을 하는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앞으

로도 더 열심히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박은정,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위 여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남

녀학생들에 대한 놀라움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않고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실력을 

쌓고 싶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2) 참여 방법의 다면화와 참여도의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체육수업에서 다면적이

고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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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편적 참여에서 다면적 참여로

  

  여학생들은 기존의 능참여 중심의 체육수업에서는 남학생들의 비난을 받고 

소외되기도 하며 능참여가 적극적인 학생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반영한 체육수업에서는 능・지・심참여의 

통합적 수업을 통하여 여학생들이 주체적인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주변적인 입지에 머물렀던 여학생들이 다각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여학생들은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참여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토대로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신체적인 능력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체육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덕분에, 이러한 여학생들의 강점이 나타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

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다.  

플라잉디스크 골프를 통해서 디스크를 잘 던지는 학생들은 목표 지점 가까이에 

목표물을 착지시키므로 잘 못 던지는 학생들이 더 많이 던질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다. 잘 던지는 학생들은 한 번에 목표에 넣고 싶은 승부욕이 

생기고 잘 못 던지는 학생들은 더 많이 던져보는 기회를 통해서 참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여학생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에서 끝까지 참여하는 끈기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 칭찬해줬다.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좀 더 흥미를 얻게 되길!

(2015. 11. 교사 반성일지)

  플라잉디스크 골프를 할 때, 던지는 기능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착지시킨 디스크 주인부터 던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번의 연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학생은 자신의 던지기 모습을 다른 친

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이 학생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잘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던지기 방법을 공유하고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동료교수를 실천하는 학생도 있었다. 여학생들은 반복적인 학습

을 통해 점점 자신에게 맞는 던지기 방법을 찾게 되었고 열심히 참여하여 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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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시키는 결과까지 연결할 수 있었다. 

  한편, 뉴스포츠는 남녀학생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으며, 여학생들끼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다(김낭

규, 김영범, 2014). 통합적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새롭고 다양한 활동들과 뉴스

포츠를 경험하면서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

기 시작하였다. 활동에 대한 여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이는 활동에 적

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오늘은 강당체육수업이다. 특이하게 생긴 크고 푹신한 럭비공 모양의 공을 가지고 

킥런볼을 하였다. 신기한 모양의 공이 있는 것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평소 나는 공을 잘 차지 못하는 데 이 공으로 차니까 가볍고 

커서 더 잘 날아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점수를 얻은 것 같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기존 스포츠 중심의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소수 운동 기능이 높은 학생이 독점하는 체육수업시간

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뉴스포츠 활동이다(김승재, 김진

희, 홍석표, 2008). 김현우(2010)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프로그램에서 

뉴스포츠 종목의 활용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 운동 기능 중심이 아닌 

신체활동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초등체육수업에서 운동 

기능을 익히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참여 기회를 잃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문수, 이양구, 김무영, 2011). 그러나 운동 기능

이 아닌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운

동 기능이 낮은 여학생들도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으

며 여학생들의 참여도의 증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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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프로그램�이후�여학생들이�만든�동영상�캡처�화면

  프로그램 이후에 여학생들에게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와 관련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제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림 20]은 여학생들은 ‘체육을 사랑하는 

여학생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동영상을 만든 것이다. 이 동영상에서 

여학생들은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자신들의 발전 과정을 ‘before vs 

after’의 형식으로 담아냈다. 이전에 남학생들이 지적했었던 소극적인 태도

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프로그램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냈으

며, 프로그램 이후에는 더 활발해지고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을 담고 있

었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체육수업 참여도가 증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하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여학생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알게 되고, 의견을 제시하

는 등의 지참여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의 특성을 반영한 수비 및 

공격 위치를 정하고 전략을 구성했던 킥런볼 활동,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활용했던 플라잉디스크 골프 활동, 리듬감과 박자 감각을 

바탕으로 동작을 구성했던 티니클링 활동, 신중함과 방향감각, 힘 조절 방법을 

함께 공유했던 간이컬링 활동, 세부적인 동작의 요소들을 익히고 유연성, 리듬

감, 박자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라인댄스 활동에 이르기까지 본 프로그램에

서는 다양한 활동에서의 지참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새로운 체육활동의 규칙을 알게 되었으며, 남녀학생의 강점

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지식과 방법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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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발야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공을 찰 때 플라이아웃이 되지 않도록 

사람이 없는 쪽에 차거나, 차도 높이 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타순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친구들이 앞 친구들과 딱 붙어줘야 더 많이 점수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비할 때는 공을 잡은 사람 뒤에 재빨리 설 때 

베이스에 가깝게 방향을 뒤에 두고 공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여학생은 ‘체육일기’ 등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점들을 기

록하면서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체육 참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

간을 가졌다. 여학생들은 호기심이 생기게 된 체육활동에 대해 관심을 표하

며 글을 작성해보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었

고,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며 반성해볼 수 있었다. 

4학년 때는 항상 체육하면 그냥 재미만 느끼고 이기면 좋고 그랬는데, 체육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점에 새로 배우게 된 것도 정리해볼 수 있었어요. 체육

일기 덕분에 체육에는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배울 점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이야기가 있는 체육’이나 체육일기 쓰면서 체육은 꼭 이겨야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동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응원해주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서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은정,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체육활동 구성 내용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체육’을 활용하여 ‘지참

여’를 실천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원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선수를 조사하

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스포츠를 매

개로 남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교류하기도 했다. 원래 관심 밖에 있

었던 체육이 여학생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야기와 노

래를 중간 역할로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몰입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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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모습이 

드러났다. 학급회의에서 여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비밀친구인 예그리나 

편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체육수업 이외의 시간에

도 통합적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여학생의 노력이 드러났다.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도중에 예그리나 편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학생의 의견에 따라 학급회의가 열렸다. 예그리나 편지의 내용을 좀 더 긍정적

이고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만들고 싶다는 여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고, 힌트를 

좀 더 주자는 남학생들의 재치 있는 의견으로 2차 예그리나 편지가 완성이 되었다. 

체육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구성 기획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뿌듯해졌다. 확실히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 

(2015. 12. 교사 반성일지)

  학급의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의견을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비밀친구를 관찰한 

내용으로 편지를 쓸 때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므로 

체육활동을 직접 하는 것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앎을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이 또한 ‘지참여’로 분류될 수 있다. 여학생은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에서 함께 고민한 내용을 체육활동에 담아낼 수 있는 간접적 참여

에 이르기까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식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는 시간이나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때 그런 시간에 프로젝트 같은 걸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른 말 이런 

것 스티커 붙이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간에 응원해주기,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김지현,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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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여학생의�요청을�반영한�칭찬판�구성�모습

  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칭찬판을 만들어

서 게시하게 되었다. 칭찬판의 구성 모습은 [그림 2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칭

찬판의 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수업에 최선

을 다해 열심히 참여한 것, 여학생을 위해 도움을 준 것, 지난번보다 체육 실

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모두를 응원

한 것, 체육 일기를 자세하게 열심히 쓴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구분

하였다.

  여학생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즐기는 ‘심참여’의 측면에서도 발전된 모습

을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 요소 중 ‘노래가 있는 체육’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성을 공략하여 심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

성할 수 있었다. 고학년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겨듣는 노래를 미

리 신청하였고 체육활동을 할 때 신청된 노래를 틀어줌으로써 학습자의 선호

가 고려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참여할 

때  노래와 함께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신청하는 노래를 선생님이 체육수업시간에 틀어주시는 게 노래가 

있는 체육이다. 오늘 수업은 선생님께서 노래를 트시면 준비운동을 하고 훌라후프에 

공을 컬링으로 굴려 넣는 것이었다. 음악이 있으니 더욱 신나고 흥미롭고 재미있

었던 것 같다. 내가 신청한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들이랑 박자에 맞춰 같이 공을 

굴려보기도 하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 것 같다. 체육시간에 음악이 함께 하니까 

다른 여자애들도 더 신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영채, 여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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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체육활동을 할 때 스스로 자신들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여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에 주목하

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가능성을 대면하게 되었

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 ‘심참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없는 다목적실에서 컬링을 하기로 하였다. 

공은 피구공, 배구공, 티볼공이었다. 난 3가지 공으로 총 3점을 냈다. 하지만 한 

번은 아쉽게 빗나갔다. 남자 대 여자로 시합을 하였는데, 옆 사람이 잘한다고 부담 

느끼지 말고 목표지점에 집중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위 여학생은 평소 경쟁적인 상황에서 게임을 할 때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

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등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다양

한 종류의 공을 가지고 남학생 대 여학생으로 간이 컬링 시합을 했을 때 섬

세한 힘 조절을 하며 목표지점에 공을 착지시키는 경험을 하였다. 스스로 마

음을 다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학생이나 잘하는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목표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점수를 낼 수 있었다. 

비록 힘이 별로 세지 않고 던지기를 잘하지 않아도 끈기와 인내심으로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여학생들은 조금 더 참여를 잘하고 자신감을 

키우면 좋겠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계속 연습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대단

한 것 같다. 그저 체육을 할 때 나를 포함한 여학생 모두 부담을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연습해야 할 것 같다.

(박은정, 여학생, 체육일기)

  평소 힘이 약하고 체육활동에서 실수를 자주 하던 위 여학생은 끝까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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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체육일기에 적었다. 주변의 여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여학생들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

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유선주, 2014). 

나) 주변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나름대로 저마다의 경험으로 인해 체육수업

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변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체

육수업 참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체육수업

에 대한 ‘잘하고 싶은’ 속마음을 나타내었고, 이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다

양한 구성 원리를 반영한 활동들로 구체화되어 여학생들의 참여 태도를 긍정

적으로 변화시켰다. 

목표를 세워 플라잉디스크 골프를 해보았다. 내 목표를 가깝게도 해보고 멀리도 

해보고 하면서 내 실력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난 체육을 아예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름 잘 던지고 

친구들의 박수도 받는 걸 보면서, ‘나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여학생들은 평소보다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했다. 아무 불평 없이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끼리 해결하며 잘 협동하였다. 처음으로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 곳까지 

플라잉 디스크를 날려보았다. 예를 들면 축구 골대, 놀이터의 암벽, 기둥 등이 

목표가 될 수 있었다. (중략) 처음으로 목표를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어서 신기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비가 왔는데도 목표를 맞추는 데 집중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여학생들의 체육 실력이 정말 발전된 것 같다.  

(박은정, 여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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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 모습 중 하나는 여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었다. 여학생은 자신들에게 맞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물을 향한 전략을 세우는 등의 적극적인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느꼈으며 이 과정

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여학생들은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성공 경험

을 하였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목표를 수정하여 노력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유생열, 신형민, 2010). 여학생은 자신들이 체육을 못하는 것

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자

신에게 맞는 목표를 세운 점과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겪어가는 

긍정적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여학생

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여학생들은 처음에는 스케이트 인간 컬링을 잘 못할까봐 도전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잘 

참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다. 

(김지현, 여학생, 체육일기)

  여학생이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응원하는 모습을 위 여학생의 체육일기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체육활동에 임하면 잘할 수 있

다는 믿음을 갖게 된 모습이 드러났다. 새로운 활동이 어렵게 느껴지고 잘 

못할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다는 생각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도전해보고 노력했더니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익힐 수 있게 된 것

이다. 자신의 도전에 대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체육수업에서 방관자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이 생기게 된 것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

학생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응원해주는 주변의 

시선들 또한 여학생들이 주변부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

뀔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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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를 중시하는 체육수업 분위기 조성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로, 승부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서로 비난하고 탓하
던 분위기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실수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분위기로 변화하
였다. 또한, 누군가를 이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던 이전과는 다르게 함께하
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가) 비난이 아닌 배려, 격려의 가치로 

  프로그램은 남녀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적 체육수업을 궁극적인 목표

로써 추구하고자 하였다. 승부욕이 과열되어 경쟁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분

위기가 여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체육수업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

가 드러날 수 있었다.

학기 초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남학생들이 있었다. 승부욕을 조절

하지 못해서 실수한 여학생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 시간 가치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승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며, 함께 해준 우리 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등의 반복적인 교육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여학생들도 편안하게 체육수업 분위기에 적응하였고, 남학생들도 

흥분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 함께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 상대편 친구들의 존재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작지만 매우 큰 변화이다. 교사인 나조차도 학생

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낀다.

(2016. 2. 교사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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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학생들이 체육에 참여할 때 함께 공감해

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체육은 정서적 

측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바람직

한 가치를 교육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정택, 장용규, 2014). 배종희, 

이안수(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과 배려’의 측면을 기르기 위해 ‘아는 것

과 가진 것 주기’, ‘한 번 더 생각하기’, ‘맞춰주기’, ‘같은 경험의 공

유’로 범주화 하여 생활기술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경험을 통해 남녀학생은 공감과 배려의 분위기를 형성하

게 된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강점인 공감과 배

려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체육수업 활동을 마련하였고 세부요소를 남

녀통합과 능지심통합의 원리로 강조하여 진행한 결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제가 킥런볼할 때 발차기 같은 걸 잘 못하고 달리기도 빠른 편이 아니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괜찮다고 막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도 해주고 못해도 다 똑같다면서 연습하면 된다고 해줘서 그렇게 

응원해줘서 아주 좋았어요. 전에는 못하면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특히 피구에서 

그랬고, 전에는 막 자신감이 없으면 위로해주지도 않고 ‘아 그냥 하기나 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박은정,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티니클링 미션을 검사받기 전, 연습을 하는 도중 민태가 고무줄에 자주 걸리는 

현주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현주는 계속되는 연습에 지쳐보였지만, 

민태가 이전 미션을 넘었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응원해준다. 이후 연습할 

때 현주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넘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팀워크가 

훨씬 더 좋아졌고 미션을 성공한 뒤 팀원들끼리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2015. 11. 수업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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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비밀친구인 예그리나를 관찰한 후 조언을 주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피드백은 ‘비난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 주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칭찬해주세요’등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향하는 말들이

었다. 이런 조언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체육수업에서의 행동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여학생들

의 노력과 남학생들의 실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녀학생들이 서

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격려하는 모

습,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 위로해주는 모습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보듬

어주려는 노력이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들이 실수를 하여도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도 보였고 

(수비를 할 때) 빨리 돌기 위하여 손을 내어주고 한 바퀴를 함께 돌려주는 모습도 

있었다.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척을 해준 친구들도 있었다. 

                                  (이현주, 여학생, 

체육일기)

여자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까지 응원을 계속 해주는 남학생들이 고마웠다. 예전에는 

여자들 차례가 되면 남학생들이 다른 짓을 하거나 재미없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다. 비난 대신에 응원을 해주는 것이 무척 좋았다. 모두가 참여를 

잘 했고, 팀원들끼리 잘 협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싸우는 일도 없이 체육활동을 

짧은 시간에 잘 해서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박은정, 여학생, 체육일기)

  운동 기능이 낮은 여학생이 실수를 하게 되면 운동 능력이 좋고 승부욕이 

높았던 학생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고, 따라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 불안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은 

체육수업 시간을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남녀학생들이 작은 성장이라도 주목하고 칭찬하며 발전하였다고 인정해주는 



- 122 -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여학생들은 성장하고 있던 것이다.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한다거나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학생들도 있었다. 

저는요 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들

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4학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이제 체육에 대해 많이 알고 다 발전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면 

“와, 잘했어!”, “되게 잘했다.”, “대박이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그 가능성을 봐준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앞으로 잘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작은 발전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니까 

칭찬해주고 그러려고요.

(심은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기능을 잘하는 것’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할 수 있도록 바뀌

었다는 것 또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의 가능성과 강

점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여학생의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서로를 칭찬하

고 응원하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려해주며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 칭찬과 응원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며 기능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티니클링을 잘 못한다. 하지만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티니클링을 잘하게 

될 것이다. 티니클링을 할 때 줄을 잘 박자에 맞춰 움직여주어야 걸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뛸 때는 스텝을 잘 맞춰서 뛰어야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팀 여학생 강주민님은 리듬감이 좋았고, 줄도 잘 움직여주고 줄 안에 들어가서 

스텝에 맞춰서 뛰는 것도 정말 잘했다. 우리 팀 남학생 오원재님과 주경진님은 

줄을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 주는 역할을 할 때 연습한 뒤에 잘 하게 되었다. 

나는 박자감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고 친

구들이 같이 연습해줬다. 정말 고마웠다.

(이영채, 여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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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은 관계 지향적이며 또래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정서 

표현을 선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강유선, 박경, 2014). 여학생들은 이런 특성

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을 믿으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즉,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뢰감을 쌓고 서로에게 맞춰나가는 모습

을 보였다. 친구들이 믿어주며 응원해주는 분위기에 힘입어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남녀학생이 서로 칭찬할 점을 찾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이 설정되고 남녀학생이 통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나) 승리보다는 함께의 가치로                      

  승부욕이 강한 학생들은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의 실력 그대로를 인정해주기

보다는 이겨버리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팀이 지거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비난의 대상을 찾기도 한다. 

기능 및 능참여 중심의 체육활동을 했던 프로그램 이전 체육수업에서는 승부

욕이 높은 학생들이 주가 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

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협력하여 팀워크

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를 가져온 아이들의 도움으로 세 팀으로 나누어 시합을 하였다. 

나는 스케이트보드에 타서 은선님이 밀어주었고, 조금 균형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돌면서 적당한 곳에 안착해서 점수를 딸 수 있었다. 인간 스케이트 

컬링은 스케이트보드에 타는 사람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하고, 밀어주는 사람도 

잘 맞아야 하는 것과 같은 서로의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다.   

(김지현, 여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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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컬링을 할 때 세 대의 스케이트보드에 각각 학생들이 타고 뒤에서 친구가 

앞 사람을 밀어주어서 강당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원 안에 들어가게 하는 활동

이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골고루 배치되었으며, 앞 친구를 밀어주기 전 “제발 

저 원에 꼭 들어갈 수 있게 있는 힘껏 밀어줘요!”, “제가 잘 밀어줄게요! 

조금만 버텨요!”라는 말을 주고받는다. 스케이트보드에 탄 학생이 실수를 해서 

중간 쯤 가다가 멈추었을 때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웃는다. 멋쩍은 표정으로 다음 

사람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넘겨주는 학생에게 괜찮다고 격려해준다. 중앙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였고 그 친구를 밀어준 학생도 함께 기뻐한다.

(2015. 11. 간이컬링 수업 관찰일지)

  경쟁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팀 간의 협동을 강조한 

점 또한 남녀학생의 팀워크를 높였으며, 여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협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잘하는 학생이 부족한 학생

을 도와주도록 하여 서로 팀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자의 능력이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의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협동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체육 학습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남녀학생이 상호 존중

하는 정의적 영역의 발달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었다(엄혁주, 이대형, 고문수, 

2013).

킥런볼을 할 때에는 스피드와 순발력이 무척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협동심과 

팀워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서로 응원해줘야 자신감이 생기고 

수비에서는 서로 협동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은 해봤지만 

킥런볼 자체는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긴장감이 높았고 못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친구들이 괜찮다고 응원해주니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다.

 (심은경, 여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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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활동에서 수행을 실패했을 때의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또 다른 실패의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다(이제옥, 안양옥, 2000). 이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낮추고 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체육수

업을 기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였

다. 물론,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사

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친구들의 실수를 격려해주는 연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수가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활

동에 참여할 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

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승부욕이 너무 높거나 낮았던 여학생들의 변화도 발견되었다. 프로그램에서 

‘페어플레이, 열정’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승리에 집착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였다. 페

어플레이 선서 및 시합 전 후 상대방과의 악수 등의 의식적인 예절을 배우도

록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남녀

학생들은 체육활동에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상대편이 존재해준 덕분에 우리 팀이 함께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제가 진짜 승부욕이 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승부욕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져도 좋고 이겨도 좋고 그렇거든요. 이겼어도 다른 팀한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해주었으니까 저희 팀이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또 지더라도, 열심히 참여했고, 페어플레이하면서 즐겼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이긴 친구들도 잘했다고 토닥여주니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요. 

(김지현,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일단 친구들이 예전에는 피구만 하니까 너무 경쟁심이 높고 승부욕에 집중해서 

너무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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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의 체육을 하니까 예를 들면, 

티니클링이랑 라인댄스는 좀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서로 협동하면서 도와주는 거

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이기는 것이 어차피 없으니까 못하면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습관을 기른 것 같아요.

(박은정,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이처럼 남녀학생은 경쟁심과 승부욕에 집착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평화로운 체육수업 분위

기에서도 내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

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를 이겨서 기쁘고’, ‘져서 억울하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녀학생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나.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초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에는 교사 요인과 

동료 요인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과정 요인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1) 교사 요인

  교사요인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유형별 대처 전략을 지니고 있었으며, 교

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 교사의 남녀학생의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생

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30차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지만, 학생들마다 변화하

는 시기와 모습은 모두 달랐다. 프로그램 등의 외적인 변화에 의존하는 특성

을 지닌 학생,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학생 등 그 특성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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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학생들을 특성에 맞게 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사는 프로그램의 외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체육수업 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자

세하게 설명해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여 기존의 체육수업과의 차이점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예

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안

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

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학생들에게 또한 전략적인 개별화가 필요

했다. 이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적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함께 

격려하고 도울 수 있도록 임무를 주었다.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도 돈독하게 지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교사는 각 학생들의 유형별 개별화 전략

과 함께 꾸준한 관심과 지도를 병행할 수 있었다.

아직도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남학생들이 있다. 여

학생들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모양이다. 

그러나 남학생들이 아예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 

안에 변화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각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바라봐주고 옆에서 

북돋아 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5. 12. 교사 반성일지)

  교사는 각기 다른 유형의 학생들의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각 학생의 유형별 기대와 전략을 차별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대해 개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때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교사의 직․간접교수행동이었다.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시범과 설명을 통

해 정보가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이나 말투, 어조, 수업 스타일 

및 분위기를 통해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정현우, 2010).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여학생들을 고려하여 시범과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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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강압적이거나 경쟁적인 수업 분위기 보다는 편안

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문화를 형성하고

자 하였다. 

처음에는 일단 여학생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안보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때문에 여자

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칭찬 스티커도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주경진,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둘째, 교사는 체육수업에서 남녀학생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는 남녀학생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스펙트럼 

형태로 존재하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는 장효영(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6 남성 양성

5

4

3

2

1 무성 여성

0 1 2 3 4 5 6

[그림� 22]� 젠더�스펙트럼� (장효영,�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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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활동에 있어서 남학생은 우월하고 여학생은 열등하다, 남학생이 스

포츠 기능이 여학생보다 뛰어나다’고 전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성역할 고

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교사는 남녀의 성차가 

사회와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여 체육교과뿐만 아니

라 전 교육과정에 걸쳐 지도하려는 태도와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

한 교사의 노력은 남녀학생들이 여학생을 인식함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관점을 교육하고자 했으며,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증진을 위한 노

력에서도 남학생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모

습은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었다.

2) 동료 요인

  초등학교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

우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체육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함께 의지하며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친구들 간의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프로그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친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서 바뀌는 모습

을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다.  

제가 그 때 지현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그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너무 친해졌어요. 지금처럼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요 체육 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지현이가 원래 공을 좀 못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친구들이 비난도 안하니까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힘이 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지현이도 이렇게 잘하게 됐는데, 나도 앞으로는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같이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해봐야지. 

이렇게요.

(심은경, 여학생, 사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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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의지하는 마음

을 갖게 되었다(김종석, 이대형, 2014). 학생들은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친

구를 관찰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함께 했던 활동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들

의 참여를 반성해보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였다. 각자 잘된 점뿐

만 아니라 잘못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주고받는 참된 의미의 

동료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었다.

라인댄스를 할 때, 학생들끼리 동작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리듬감이 

좋고 동작을 모사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세부적인 동작을 익히는 팀이 있는가 하면, 동작의 순서를 

외우는 팀도 있었다. 각자 나름의 계획대로 친구들과 함께 라인댄스 동작을 

익히고 있었다. 친구이다 보니까 쉽게 물어보고 또 쉽게 대답해주는 것이 가능해 

보였으며,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친구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전략을 짜고 연습하는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한 번 라인댄스 영상을 틀어주자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했던 학생도 친구와 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나아

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5. 12. 교사 반성일지)

  여러 특성과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위

해 함께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모습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공유하면서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다.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었으며,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

치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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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요인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 추구하

는 목적에 맞게 남녀통합과 능지심통합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거나 그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

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경쟁적인 활동을 

했을 때의 체육수업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구자 :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니?

김재진 : 제일 문제가요. 새로운 걸 했을 때, 아 이거 또 왜 해?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피구나 하고 싶다고. 근데 또 새로운 걸 

하면 아주 나중에는 잘 참여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좀 그런 

애들이 있었던 거? 

연구자 : 그럼 재진이는 어떻게 했어?

김재진 : 그냥, 일단 걔네들이 먼저 판단하지 말고 일단 체육하면서 새로운 것도 

재미있다는 걸 느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만 했죠. 얘기하고 

싶었는데 듣지는 않을 것 같아서…  

 (김재진, 남학생, 사후 심층면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의견이 학생들마다 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체현상이었다. 정체되어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정체이자, 여학생의 체육

수업 참여 증진을 위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의 정체를 의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의 정체로써 프로그램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는 친

구들과 힘들 때 버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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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변에서도 이를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와 실행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

보았다. 효과는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여학생의 참여도 증

진 및 가치를 중시하는 체육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

친 요인으로는 느린 변화를 기다려주는 교사의 태도와 남녀학생의 젠더의 다

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사 요인, 긍정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동료 요인으

로의 긍정적 요인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과정적 요

인의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도식으로 살펴보

면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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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통합적�프로그램의�효과�및�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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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하여 초등학생

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둘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

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셋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는 어떠한지를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토대로 밝혀진 연구 결과의 교육적 의의를 논의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인식을 고려한 초등체육수업 실천에 관한 논의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혼성 체육수업이

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함께 체육수업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존

재로서 남녀학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 체육수업의 맥락에서 남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여학생 체육수업

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 여학생 체육수업 기피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출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체육수업에 대한 기피요인을 탐색한 다수

의 연구들이 있었다. 그 중 박창범 외(2008)의 연구에서 드러난 초등 여학생

들의 체육수업 적응과정에서의 맥락적 조건의 ‘남학생들과의 충돌’ 또한 

본 연구결과 여학생들의 인식에서 드러난 ‘남학생들의 비난에 의해 상처받

은 여학생’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성 고정관념이 학생

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권순일, 권태원

(2001), 유상석(2002)의 연구도 본 연구의 교사요인에서 언급한 교사의 남녀학

생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하는 등의 성 고정관념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여학생의 체육수업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체육수업에 참여

하는 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인데, 오직 여학생들만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

식과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들(김동환, 이주욱, 이병준, 2008; 박창범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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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갑렬, 2003; 유선주, 2014; 유응욱, 김종욱, 2002)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여학생들의 정서 경험을 파악하고 체육수업에 대해

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를 증진시키기 위해 알아보아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과의 관계, 남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학생

들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남녀 혼성 체육수

업으로 이루어지는 초등체육수업에서의 인식을 모두 탐색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선을 따로 살펴봄

으로써 각자의 입장에서 여학생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데 대한 인식이 어떠

한지를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여학생 체육수업 참

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찍어오는 활동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찍어온 사진들을 가지고 심

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남녀학생들의 시선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나게 된 남학생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보

면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낮은 운동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여학

생들의 주변적인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학생은 자신들의 체육수업 참

여에 대해 남학생들의 비난에 의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싶은 적극성

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감과 격려의 강점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중 비

난에 의해 상처받은 여학생들의 입장과 관련하여 박창범 외(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참견과 비난은 운동기능이 낮은 여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양갑렬(2003)의 연구에서 남

학생 중심의 체육수업으로 인하여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

며, 실수를 할 때 야유하고 비난하는 남학생들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축된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의 인식과 비슷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게 위해

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남녀학생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체육수업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남녀학생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요인을 반영한 체육수

업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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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적 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징에 관한 논의

  최근 들어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왔다(교육부, 201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이러한 정책은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여학생 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책들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

루어지기보다는 여학생 체육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따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 여학생들을 남학생과 분리하여 따로 구

성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용구(2013)의 연구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고

자 하였으며, 류춘옥(2014)의 연구 결과 3(three)-스테이션 핸드볼 게임을 통해 

여학생들 간의 협동을 도모하였고, 손윤미(2014)의 연구에서는 치어리딩 수업

을 활용하여 여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는 큰 틀에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통한 여학생 체육 참여 활성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여학생을 따로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는 점과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구했던 통합적 접근과는 다른 양상

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정겨운(2015)의 연구는 여학생들의 

능참여, 지참여, 심참여가 통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밝히

고 있었으며, 이 같은 학교에서의 실천들은 본 연구에서 추구했던 능지심의 

통합적인 방향과 공통된 점이 드러났다.

  여학생의 기피 요인을 파악한 후 여학생 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엄우섭 외(2015)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여 여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내용에서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남녀통합, 능지심통합을 위해 방법

적인 측면에서도 여학생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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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6학년군 경쟁활동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엄우섭 외(2015)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가치에 따른 다양

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스포

츠 종목 중심 또는 경쟁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신체활동 가치 영

역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된 여학생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황의룡, 황철상, 2013). 

따라서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을 활성화시켜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여학생 친화적인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의 통합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 상의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체육

수업에서 여학생을 따로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

과 여학생이 함께 조화롭게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프로

그램의 방향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시도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 원리는 인식과 요인으로부터 도출된 ‘무심에서 관심으로, 

오해에서 이해로, 기능에서 가치로, 경쟁에서 협동으로’로써, 네 가지 원리 

모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

로 프로그램 구성 내용 전반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과 요인에서 도출된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통합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구성 방법으로 남녀통합 및 

능지심통합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알고 즐기는 참여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

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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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효과에 관한 논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비난에 억눌려 있었으며,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자

신들의 강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 동시에 통합적 프로그

램이 진행되면서 여학생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기능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여학

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될 수 있었고, 여학생의 체육수

업 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도 또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의 내적 동기 중 재미와 노력 요인에서 많이 향상되었던 엄우섭 

외(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여학생은 통합적 프로그램 참여 이후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이는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소외 여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본 정영택, 김낭규(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몸

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과 ‘함께’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

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통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효과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의 인식이 다변화되어 여학생의 섬세함과 정확성에 대한 재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체육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즉, 여학생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관심가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체육적인 능력이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 이외에도 즐기고 공감하며 응원해주는 

것을 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프로그램 이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선호도가 높은 활동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수업

참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김정구(2010)의 

연구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여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경쟁에 주목하기 

보다는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 활동들을 진행하여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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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또한, 

남녀의 구별 없이 여학생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수업 내 의식변

화를 강조했던 이강순(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

한 인식의 변화가 여학생들의 참여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알게 되고 즐

길 수 있게 되는 참여의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이 확장하여 인식하게 된 점과 

여학생의 강점을 재평가한 것, 함께하는 즐거움을 익히게 된 것, 다양한 가치

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은 본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효과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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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학생들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초등

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 2)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3)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 및 요인은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앞

서 남녀학생의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소극적인 참여와 낮은 운

동기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주변적인 입지를 인정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의 비난에 의해 상처를 받았으며, 나름의 적극성을 드러내

고 싶어 하였고, 공감과 배려라는 자신들만의 강점을 발휘하고자 하는 여학

생의 모습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에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으며, 

이는 수업 요인, 교사 요인, 학생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수업 요인으로

는 단편적인 기능 중심의 체육수업, 스포츠 종목 중심의 경쟁적인 체육수업, 

신체 능력 차이가 극대화 되는 수업이 있었다. 교사 요인으로는 무의식적으

로 남녀학생을 구분 짓는 모습,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 여학생에 대

한 이해 부족 등이 드러났다. 학생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성 고정관념, 과도한 

승부욕, 체육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

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녀학생의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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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반영한 여학생 친화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의 체육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과 더불어 여학생의 행동, 인지, 정서적인 통합적 참여를 증진시

키고자 하였다. ‘구성 원리’는 ‘무심에서 관심으로, 오해에서 이해로, 기

능에서 가치로, 경쟁에서 협동으로’라는 여학생 친화적이며 여학생의 체육

수업 참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프로그램 내용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여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통

합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촉진 작용을 가져왔다. ‘구성 방법’은 크

게 남녀통합과 능지심통합으로, 체육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이 조화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잘 느끼는 것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참여를 증

진시키고자 하였다. ‘내용’은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 비밀친구

가 있는 체육수업,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체육수업, 친근한 환경으로 구성된 

체육수업’의 구성요소를 갖추었다. 또한, 비경쟁성, 여학생에 강점이 있는, 

뉴스포츠 활동 등의 준거 기준에 따라‘킥런볼, 플라잉디스크골프, 티니클링, 

간이컬링, 라인댄스’의 수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기능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

나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통해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였다.

  셋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효과는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되었고, 참여 방법의 다면화, 참여도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가

치를 중시하는 체육수업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여학생들의 강점인 ‘섬세함

과 정확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체육 잘하기’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직접 하는 것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알게 되는 것,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체육적 능력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더불어 

존재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계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여학생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다변

화된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방

법 또한 단편적인 참여에서 다면적인 참여로 능참여 중심에서 지참여, 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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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까지 확장되었고, 참여도 또한 주변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

게 되는 향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비난’이 아닌 ‘배려와 격려’의 가

치를 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승리’하여 누군가를 이기는 것의 중요성

보다는 ‘함께’해서 즐거울 수 있다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교사 요인, 동료 요인, 과정 

요인이 있었다. 교사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하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이 있었으며, 체육수업에서 남녀학생이 이분법적으

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었다. 동료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상

호의존성과 함께 격려해주는 관계로서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정 요인으로 프로그램

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느린 

변화는 프로그램 효과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기다려주는 교사의 믿음과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

로 이해해주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2. 제언

  지금까지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의 실천과 결과

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여학생 체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결

과, 여학생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실천의 측면에 있어서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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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사는 남녀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체육수업 참여를 인식하고 모든 

참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체육활동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 지식을 쌓고 잘 알게 되는 것, 참여하

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 등 다른 방식의 참여를 아는 것이 체육 참

여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식의 틀을 넓히고 다양한 

참여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

교육에서는 담임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므로, 통합적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

용을 다른 교과목에 적용하여 남녀학생들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고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지도교사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지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 효과 모두에서 교사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써 밝혀졌듯이, 이러한 

교사의 철학적인 바탕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

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남녀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많은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가치관을 담은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교사가 여학생들의 특성과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남녀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셋째, 통합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들은 학교 환경과 교사의 재

량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심화할 수 있다. 각 학급에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의 순서를 변형할 수도 있고, 목적에 맞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에 맞는 다른 체육 교구를 활용할 

수 있다. 남녀학생들이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

였기 때문에,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면 

재구성해서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본 후 계획할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적합한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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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 후속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

한 교육 현장에서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여학생의 참여방법과 참여도에 어떠한 효과 있었는지, 체육수업 분

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이러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더욱 보완해야 할 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심층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학생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별로 체육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에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으며, 남

학생 또한 승부욕이 높고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다. 따라서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활성화된 체육수업 참여로 이끌기 위한 프

로그램 전략에 대해 탐색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적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간의 연결성을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정책상

으로 교육과정 이외의 ‘여신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왔으

나,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육수업 참여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

다. 후속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간 체계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면, 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체육활동을 즐겁게 참여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 145 -

참고문헌

강나리(2012). 하나로 수업 모형 실천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변화 탐

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강동원, 양윤권(1997). 여학생의 최대 성장 발육 연령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논총, 

10, 229-243.

강신복, 김대진, 김윤희, 류태호, 문호준, 박종률, 최희진(2009). 현대 스포츠교육

학의 이해. 서울: 레인보우북스.

강유선, 박경(2014). 중학생의 공감과 또래관계 질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5-45.

고문수(2012). 초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서 드러난 체육교육의 간극과 해

소 전략.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7-33.

고문수, 손천택(2005). 초등학교 게임수업에서 학생의 갈등 상황 이해. 한국스포

츠교육학회지, 12(3), 143-161.

고문수, 이양구, 김무영(2011). 뉴스포츠 활용 체육수업에 대한 초등학생의 경험.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1), 101-113. 

고재천(2001). 초등교사의 전문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4(2), 159-179. 

공연주, 김종욱, 김현식(2006).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어려움 분석. 한국사회체육학

회지, 28, 9-19.

구정화(2009).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학년 및 성별 차이 연구. 사회

과교육, 48(3), 35-46.

곽민석, 조운용(2015). 학교 정규체육수업에 대한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인식조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2), 61-88.

교육과학기술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

책11].

교육부(2013).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

획. 서울: 교육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서울: 교육부, 문

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서울: 교육부, 문



- 146 -

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2015).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에서 검색

권순일, 권태원(2001).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도 조사 연구. 한국

체육과학회, 10(1), 337-344.

권순정, 곽은창(1999). 중학생의 남녀공학 체육수업 형태의 선호도와 체육활동에 

관한 자아개념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6(2), 13-27. 

권현화(2014). 필라테스 운동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 정렬과 자세습관 교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낭규, 김영범(2014). 뉴스포츠에 대한 남녀학생의 인식차이 탐색. 교과교육학연

구, 18(2), 343-363.

김대진(2010). 중학생의 관점에서 보 체육소외 원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3), 1-21.

김대진, 문도순(2003). 중학교 일반학급과 혼성학급의 체육수업 참여유형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2), 23-37.

김동겸(2002). 초등학교 인문적 체육수업의 문화기술적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동환, 이주욱, 이병준(2008). 체육수업에서 여학생 정서경험 사례연구. 한국스포

츠심리학회지, 19(3), 13-32.

김만호, 이종완(2001).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형태발육 및 체력의 발달 경향. 한

국초등체육학회지, 7(1), 71-80.

김무영, 조미혜(2006). 여학생이 경험하는 스포츠교육과 양성평등. 한국스포츠교

육학회지, 13(4), 145-161.

김문휘, 이규일(2008). 뉴 게임을 활용한 여학생의 체육수업참여 개선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47(6), 303-313.

김미란, 최정미(2004).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71-380.

김방출(2009). 교대생들의 육상수업 스트레스가 체육수업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

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5(2), 125-133.

김범희(2000). 초등학생의 신체적 특성과 체력요인의 관련성. 한국체육교육학회

지, 4(2), 212-246.



- 147 -

김성곤(2014). 초등 체육수업에 있어서 경쟁 활동 지도의 교육적 의미와 성격. 한

국초등체육학회지, 19(4), 31-42.

김성진(2014).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미국의 타이

틀 나인(Title Ⅸ)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7(4), 59-77.

김승재, 김진희, 홍석표(2008). 뉴스포츠 운영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

체육학회지, 47(2), 197-208.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김용구(201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산여자중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우리체육, 10, 90-106.

김원정, 박희숙(2014). 체육 교육 현장 맥락을 고려한 ‘실행 연구’의 실천적 가

치 이해와 확산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1(2), 23-45.

김우현(2011). 하나로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 기피 학생의 인식 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주.

김유니, 김영식, 신이수(2012).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여중생의 체

육수업 참여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79-95.

김윤희(2010).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EMOTION’ 수업 전략. 교

육과정평가연구, 13(3), 133-156.

김종석, 이대형(2014). TGT 협동학습 구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경험.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1-12.

김종호, 임성호(2003). 중학생들의 혼성학급 체육수업 경험 분석. 한국스포츠교육

학회지, 10(1), 39-55.

김정구(2010). 체육수업 요인별 적용이 여학생들의 수업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2), 49-64.

김지연(2011). 표현활동 영역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이 교사의 수업 인식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지연, 김두련(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표현활동 수업에 따른 교사들

의 수업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인식의 변화. 한국초등체육학회, 17(4), 

1-13.

김진환, 이동우(2007). 초등학생의 체육학습 태도 –5, 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체



- 148 -

육교육학회지, 12(2), 29-38.

김현우(2010). 뉴스포츠르 적용한 체육수업과 전통적 체육수업의 수업참여요인 

및 수업만족도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9(6), 323-334.

남기량(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음악 줄넘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참여 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

교 대학원, 부산.

류성기(2003). 남학생과 여학생 대화 언어의 생태와 지도 방법. 한국초등국어교

육, 22, 195-236.

류춘옥(2014). 여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3(three)-스테이션 핸드볼 게임 

수업사례. 우리체육, 11, 58-65.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박경석, 이제행(2009). 교대생의 초등체육 교육실습을 통한 경험적 인식. 한국초

등체육학회, 15(1), 69-79.

박광렬(2007).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이 체육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주.

박규림(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6학년 도전활동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박동희, 이동호(2010). 초등 교사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체육교육. 한국체육교육

학회, 15(3), 79-92.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2015). 초등 여교사들의 교사 경력 주기에 따른 체육 가

르치기의 어려움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2(1), 1-23.

박소현(2009). 초등 발레 특기・적성교육에의 인문적 접근: 하나로 수업의 실천 

및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박용남, 홍연종(2015).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신체 활동 가치 영역별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1), 61-75.

박은영, 권기남, 임수원(2006). 중학교 혼성학급 체육수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

선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 39-50.

박종국(2008). 초등교육의 과정철학적 접근: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2), 1-25.

박종률(2003). 경쟁 스포츠 참여시 고등학생의 스포츠맨십 실태. 한국스포츠교육



- 149 -

학회지, 10(1), 77-93.

박주영(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창작무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박주영, 이강순(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창작무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체육학회, 16(2), 81-89. 

박창범, 박대권, 이사열(2008).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적응 경험. 한국체육

과학회지, 17(2), 571-583.

박휴용(2003). “교육의 리듬(The Rhythm of Education)”의 창조성에 관한 고찰. 

화이트헤드연구, 7, 107-140.

방은희(2012). 통합적 인문 체육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적용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배소심, 김경숙, 원영신, 조미혜, 유정애(2005).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여학생

과 남학생의 인식, 경험 및 요구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115-138.

배수환, 이제행(2014). 초등체육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체험적 정서 요인. 홀리

스틱교육연구, 18(2), 71-93.

배승범(2009).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교과인식과 참

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배종희, 이안수(2013). 초등체육수업에서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을 위한 생활기술 

습득하기. 한국체육학회지, 52(5), 331-347.

서윤희, 이대형, 송지환(2011).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소외와 스트레스 관계. 한국

체육교육학회, 16(1), 169-180.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2015년 여학생체육활성화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2015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교

육청 체육건강과.

서장원(2007). 글쓰기로 체육활동 내면화하기 –하나로 수업모형의 초등체육교육 

적용-. 한국스포츠교육학회, 14(3), 89-105.



- 150 -

서장원(2008a).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

울.

서장원(2008b). 초등체육수업에서의 글쓰기 유형 및 적용 사례. 한국스포츠교육학

회, 15(4), 87-106.

서장원, 이덕영(2008). 초등체육에의 서사적 접근 왜 필요한가? -서사적 초등체육

교육론 서설-. 한국초등체육학회, 14(1), 147-157.

서장원(2008c).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태권도 단원 지도. 한국여

성체육학회, 22(5), 143-161.

서지영, 김기철, 김대진, 조미혜, 장용규, 김병준, 정용호(2011). 2011 체육과 교육

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호성, 최원준, 김진희(2004). 혼성학급 체육수업에 대한 여중생의 인식. 한국스

포츠교육학회지, 11(2), 245-259.

손윤미(2014). 치어리딩 수업을 활용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수업사례. 우리체육, 

11, 50-57.

신기철(2013). 학교체육진흥법 실천과제로서의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초등교육연구, 24(1), 205-215. 

신남철, 박정화(2005). 초등학생의 체육 학습부진의 원인에 따른 유형 분류. 한국

초등체육학회지, 11(1), 73-85.

신민혜, 조남기(2015) 인성교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안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 

및 스포츠클럽활동의 방향성 탐색.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2), 33-42.

안양옥(2001). 초등학교 현장적용을 위한 이해중심게임 수업모형의 변용모형 개

발과 적용. 한국초등체육학회지, 7(2), 47-67.

양갑렬(2003).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인식 분석: 기피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1), 73-92.

엄우섭, 한은상, 이정택, 차민철(2015).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4), 57-72.

엄태동(2003). 초등교육의 맥락에서 본 초급지식의 성격: 교육의 가치와 교과의 

가치에 대한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1-21.

엄태동(2004). 초등교육 재개념화의 두 가지 길. 초등교육연구, 17(2), 27-51.



- 151 -

엄혁주, 이대형, 고문수(2013). 협동 게임수업이 초등학생의 운동 기능과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43-56. 

유도선, 김병준(2010).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체육수업 내적 동기의 관계. 한국스

포츠심리학회지, 21(1), 85-98.

유생열, 신형민(2010). 목표설정을 이용한 초등학교 체육수업 소외 학생의 자신감 

향상 사례연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6(1), 53-66.

유생열, 윤경선(2008). 초등체육수업에서의 소외 학생 사례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0(1), 15-29.

유선주(2014).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체육활동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체

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3-40.

유승희(2000). 초등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탐구 영역. 초등교육연구, 13(2), 

181-203.

유응욱, 김종욱(2002). 여학생의 학교체육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체육학회

지, 41(2), 181-197.

유정애, 김윤희(2002). 양성평등 체육교육의 한계, 현실 및 도전. 한국스포츠교육

학회, 9(2), 1-25.

유정애(2007). 「2007년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우리체육, 1, 

42-52.

유정애(2007).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대한미디어.

이가영(2008). 초등 무용교육에 있어서 하나로수업 모형의 적용 효과. 미간행 석

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광무, 이유경(2009).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 스트레스요인 분석. 한국사회

체육학회, 37(2), 1457-1567.

이광무, 이유경(2009).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 실태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 

15(3), 95-105.

이규일(2011).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체육수업의 불평등 현상 탐구. 한국체육학회

지, 50(2), 165-177.

이대형, 전세명(2011).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과 초등체육교육의 

의미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3), 203-215.

이병준, 김동환(2012).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의 두려움・불안 경험의 맥락과 교육



- 152 -

적 의미. 중등교육연구, 60(3). 781-803.

이병준, 김동환, 문호준(2008).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의 자의식 정서 경험 맥락과 

교육적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47(4), 161-172.

이상일, 최환희(2003). 중학교 혼성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한국체육

교육학회지, 8(2), 119-133.

이승배, 서장원(2010). 초등체육 교과전담제 운영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체육

학회지, 49(4), 215-232.

이옥선(1996).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유형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 3(2), 

39-49.

이옥선, 전세명(2012). 초등학교 여학생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 체육 프

로그램의 구성 방향과 실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4), 143-156.

이옥선(2013). 초등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초등체육학

회지, 18(4), 113-128.

이옥선(2015). 방과후학교 체육활동의 운영특성 및 요구분석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 탐색. 한국체육학회, 54(1), 255-270.

이완정(2003). 아동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 연구. 아동과 권리, 7(3), 1-15.

이정민, 박정준(2012). 서사적 통합 체육활동을 통한 여고생의 체육수업 인식과 

참여 태도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4), 183-203.

이정택(2015). 학교체육에서 인성교육 연구의 경향과 발전 과제. 한국초등체육학

회, 21(2), 69-83.

이정택, 장용규(2014). 힐링(Healing)의 주체적 행위로서 체육. 한국초등체육학회

지, 20(3), 165-179.

이제옥, 안양옥(2000). 초등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요인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7(1), 83-98.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2005). 초등 여교사의 체육수업 걱정거리. 한국체육학회

지, 44(3), 329-340.

이화진, 신혜원(2011). 초・중등 여학생의 성 성숙과 자기개념이 외모관심도와 외

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3), 185-200.

이효현, 권낙원(2006). A. N. Whitehead의 리듬과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준

거에 대한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2), 307-336.



- 153 -

장진우, 이양구, 오수학(2009).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여학생의 체

육수업 재미와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5(1), 19-32.

장효영(2015). 젠더 인식적 체육교육론 탐색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

형의 가능성-.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세명(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 체육 교수-학습 과정에의 통합적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지영, 양정모, 조순묵(2013). 통섭적 관점에서의 체육과 통합 교육과정 탐색. 한

국초등체육학회, 18(4), 167-186.

전호정(2001). 남녀공학 중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유형과 참여 저해요인 

분석. 제82회 전국체전기념 제3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9, 

260-266.

정겨운(2015). 중등학교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양상과 활성화 방안 탐색. 미간

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도상(2012).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격 발육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초등체육학

회지, 18(3), 157-167.

정영택, 김낭규(2014).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소외 여학생에 대한 하나로 수업 실

천. 교과교육학연구, 18(3), 601-623.

정현우(2010). 체육교사 간접교수행동의 교육적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미혜(2008).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해와 현장 적용. 우리체육, 

2, 35-43.

조용환(1999).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주은지(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낭만 애착. 

청소년학연구, 18(4), 141-171.

주종미(2015).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제안: 미국 Title 

Ⅸ의 응용. 스포츠와 법, 18(1), 65-93.

천지애(2013). ‘즐거운 생활’의 재발견: 초등 통합교과 교수모형으로서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 검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의창(2001). 읽는 스포츠의 매혹 –서사적 글읽기를 통한 스포츠의 이해-. 체육

과학연구, 12(3), 1-15.



- 154 -

최의창(2003). 체육교육탐구. 서울: 태근문화사.

최의창(2005). 학교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 최근 동향과 체육교육과정 개선에의 

시사점.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7-56.

최의창(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한

국체육학회, 48(6), 243-260.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

토. 한국체육학회지, 50(1), 93-107.

최의창(2013). 코칭이란 무엇인가? 서울: 레인보우북스.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기본통계. 

한상모, 유생열(2016). 초등학생들이 체육 수업 시간에 체험하는 부정적 정서 탐

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4), 131-142.

한성수(2000). 성장기 여학생의 신체적 발육발달의 특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2), 223-230.

한태룡(2010).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허정(2009). 초등학생의 신체형태와 체력과 신체조성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한국

발육발달학회지, 17(4), 201-209.

황관식, 이동호(2009). 효율적인 중학교 혼성반 체육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

국체육교육학회지, 14(1), 105-123.

황윤한(2007). 교육대학 교육실습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광주교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1), 301-333.

황의룡, 황철상(2013).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

국체육학회지, 52(4), 283-291.

Balyi, I., & Hamilton, A. (2000). Key to success: Long-term athlete development. 

Sports Coach, 23(1), 30-32.

Blankenship, B. T., & Ayers, S. F. (2010). The role of PETE in developing 

joy-oriented physical educators. Quest, 62, 171-183.

Brewser, C. (2011). Physical and movement skill development. In I. Stafford (Ed.). 

Coaching children in sport(pp. 139-168). London: Routledge.



- 155 -

CAAWS(Canadi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Sport and 

Physical Activity). (2011). Active after school programs for girls and young 

women. The Sutcliffe Group Incorporated.

Carlson, T. B. (1995). We hate gym: Student alien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4, 467-477.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CA: Sage 

Publications Ltd.

Doherty, J. & Brennan, P. (2014). Physical Education 5-11; A guide for teachers. 

Abingdon, Oxon : Routledge.

Enright, E. & M. O’Sullivan. (2010). ‘Can I do it in my pyjamas?’ Negotiating a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ith teenage girl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6(3), 203-222. 

Flintoff, A. & Scraton, S. (2001). Stepping into Active Leisure? Young Women's 

Perceptions of Active Lifestyles and their Experience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Sport Education and Society, 6, 5-22.

Flintoff, A. (2008). Targeting Mr. Average: Participation, gender equity, and school 

sport partnership.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3(4), 393-412.

Gallahue, D., & Donnelly, F. (2007). Developmental physical education for all 

children. Champaign: Human Kinetics.

Graham, G., Holt-Hale, S., & Parker, M. (2007). Children moving. A reflective 

approach to teach Physical Education (7th ed.).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Griffin, P. (1984). Girls’ participation patterns in a middle school team sports unit.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4(1), 30-38.

Griffin, P. (1985). Boys’s participation styles in a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m sports unit.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4, 100-110.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 163-194), London: Sage.

Harper, D. (2002). Talking about pictures: a case for photo elicitation. Visual Studies, 



- 156 -

17(1), 13-26.

Iachini, A. L., Beets, M. W., Ball, A., & Lohman, M. (2014). Process evaluation of 

“Girls on the Run”: Exploring implementation in a physical activity-based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46, 

1-9.

Inchley, J., Mitchell, F., & Currie, C. (2010). Fit for Girls Evaluation Interim Report 

2. Child and Adolescent Health Research Unit and sportscotland, Edinburgh.

Jeanes, R. (2011). Girls in sport. In Stafford, I. (Ed.), Coaching children in sport 

(pp. 215-226). London: Routledge.

Jess, M. (2004). Basic Moves National Training Programme: Level One. The 

University of Edinburgh.

Jess, M. (2012). The future of primary physical education: A 3-14 developmental and 

connected curriculum. In G. Griggs (Eds.), An introduction to primary 

physical education (pp. 37-53). London: Routledge.

Kenyon, G, S. (1969). Sport involvement: A conceptual go and some consequences 

thereof. In Aspects of Contemporary Sport Sociology. Chicago: Athletic 

Institute.

Kirk, D. (2005). Physical education, youth sport and lifelong participation: The 

importance of early learning experience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1, 239-255.

Kretchmar, R. S. (2008). The increasing utility of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A mixed blessing and unique challeng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8(3), 161-170.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McTaggart, R., & Kemmis, S.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Deakin 

University.

NASPE(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2004). Moving into 

the future: National standards for physical education (2nd ed.). Reston, VA: 

Author.



- 157 -

Peshkin, A. (1988). In search of subjectivity-One's own. Educational Researcher, 

17(7), 17-21.

Pickup, I. (2012). The importance of primary physical education. In S. Capel & M. 

Whitehead (Eds.), Debates in physical education (pp. 13-24). London: 

Routledge.

Ransdell, L. B., Dinger, M. K., Huberty, J. & Miller, K. H. (2009). Developing 

effective physical activity program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Waring, M., Warburton, P., Coy, M. (2007). ‘Observation of children’s physical 

activity levels in primary school: Is the school an ideal setting for meeting 

government activitiy target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3(1), 

25-40.

Whitehead, A, N. (1967).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The 

Free Press.

Wright, J. (1999). Changing gendered practices in Physical Education: Working with 

teacher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5(3), 181-197.

Wright, L. J. M. (2004). Preserving the value of happiness in prim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 Sport Pedagogy, 9(2), 149-163.



- 158 -

학교장�연구�진행�승인서

부록 1. 학교장 연구 진행 승인서

연구 과제명 :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홍연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본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
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연구에 대
한 설명이 자세하게 적힌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에서 학교 이름 및 학생들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명처리 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2. 본 연구의 진행 방법

 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수업 활동을 9월에서 12월까지 최대 5회 사진촬영 및 필드
노트 작성을 하며 참여 관찰합니다.

 나. 심층면담은 30-40분 정도로 진행될 것이며, 최대 5회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 면담합니다.
 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체육수업 참여 경험, 여학생의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 등에 관

한 것입니다.
 라. 장소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교의 운동장 및 강당이 될 것입니다. 

 3. 본 연구의 참고 사항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위
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
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
니다. 이 연구는 여학생 체육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중에 여학생 체육 활
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 연구자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저 홍연종에게 물을 수 있으며, 부모님께도 이러한 사항을 동의서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일

○○초등학교장  ○ ○ ○ (서명)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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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확정을�위한�문건(학생�및�학부모용)

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1.� 면담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

정� 학생� 홍연종이라고�합니다.

�

2.� 본� 연구�주제�소개�

저는�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여학생� 체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의� 수업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나� 정규� 체육수업시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보고�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만들

어� 적용하여�그� 효과를�탐색하고자합니다.�

�

3.� 참여� 가능� 여부� 확인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학생� 체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체육수업을� 받으면서� 직

접� 경험한� 것들과� 느낀� 것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체육수업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여러분의� 체육수업을� 가르치는� 중에� 관찰하고� 싶은데� 괜찮은가

요?� 여러분의� 소중한�참여가�여학생� 체육� 활성화를�위해�큰�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4.� 모임� 날짜� 및� 장소�약속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학교� 체육수업에� 관하여� 수업� 참여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면담� 또한� 학교� 면담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면담과� 수업� 관찰은� 1주일� 전에� 미리�

공지될�예정입니다.

�

5.� 감사� 인사�

학부모님과� 함께� 검토해보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연구� 참여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

는지�생각해보기를�바랍니다.� 긍정적인�답변�기다리겠습니다.�

홍연종�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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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어린이)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어린이)용�설명서�및�동의서

연구 과제명 :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홍연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

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홍연종 선생님(000-0000-0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등학생 여러분이 여학생들이 체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체육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분이 참여하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1) 여러분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경험 및 생각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가 2회(사전/사후) 실시됩

니다.

2)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수업 활동을 9월에서 12월까지 최대 5회 사진촬영 및 필드노트 

작성을 하며 참여 관찰합니다.

3) 설문조사의 내용은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및 인식,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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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면담은 30-40분 정도로 진행될 것이며, 최대 5회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 면담합니다.

5) 장소는 여러분이 수업을 받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에 (참여)관찰 최대 5회, 설문조사 2회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

니다.

5.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

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8.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 연구를 통해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데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구원 홍연종선생님

(000-0000-0000)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도 함께 동의서 양식에 서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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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본 연구는 학부모님의 자녀가 여학생 체육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자녀의 반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

하게 될 것이며, 10명의 학생이 면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여

학생 체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심층면담을 9월에 약 3회 진행할 예정이며,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수업을 본 연구자가 가르치며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수업을 마친 후 체육수업 참여 

경험, 여학생의 변화,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의 방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심층면담이 최

대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학생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 도중 원치 않을 시에는 참여를 중단하여도 괜찮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

니다. 학부모님의 자녀와 본 연구 참여에 대해서 상의해보신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동의

서에 서명을 한 후 학생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 주십시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게서 설명 받았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이나 수업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

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아동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법정대리인 명(연구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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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심층면담�질문지(1차)

부록 4.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1차)

안녕하세요?�

이� 질문들은�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

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체육수업� 발전에� 있어� 매

우� 귀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응답해준� 내용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할게요.�

응답해준�내용은� 절대�비밀이� 보장이�돼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학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일은� 없으며,� 여러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시될� 거예요.� 모든� 정보는� 연구하는�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려요.� 다시� 한� 번� 학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

려요.�

감사합니다.�

2015.� 11.

서울대학교�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 학생� 홍� 연� 종

◎� 다음� 문항을�읽고�해당되는� 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1.� 이� � 름� :�

2.� 성� � 별� :� ①� 남� � � ②� 여� � � �

3.� 학� � 교� :� (� � � � � � � � � � � � � )학교

4.� 학� � 년� :� (� � � � � � � � � � � � �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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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질문에�여러분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에게� ‘체육시간’은� 어떤�시간인가요?

○� 여러분이� 체육활동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 지금까지�참여했던�체육수업� 중� 가장�기억에� 남는� 경험은�무엇이었나요?� 왜� 그런가요?

○� 예전� 선생님께서는�체육을�어떻게� 가르쳐주셨는지�설명해줄�수� 있나요?

○� 체육활동을� 할� 때� 좋은�점� 또는� 불편한�점을�얘기해줄� 수� 있나요?

○� 여러분이�여학생과�체육활동을�할� 때를� 떠올려�보세요.� 어떤�것이�떠오르나요?

○� ‘여학생� 체육’� 하면� 떠오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올� 수� 있나요?� 찍은�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줄�수� 있나요?

○� 여러분은�체육활동을�할� 때� 어떻게�참여하나요?(적극적/소극적)�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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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은�체육활동을�할� 때� 어떻게�참여하나요?� 왜� 그런가요?

○� 여러분이�체육활동에서�느끼는�자신감/부족한�점은�무엇인지�예를�들어서�말해줄�수� 있나

요?�

○� 여러분이�더� 즐겁게�체육활동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여학생들은� 어떤� 체육활동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 체육수업�시간에� 여학생들과� 있었던�일화가�있으면� 얘기해줄�수� 있나요?

○� 체육수업� 시간과�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비교해서� 말해

줄� 수� 있나요?� (비슷/차이)�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 체육수업시간에�여학생들은�남학생들과�어떠한� 공통점/차이점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 만약� 여러분이� 여학생(남학생)이� 된다면�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할� 때� 어떻게� 말해

주고�싶나요?�

○�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 지금까지�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끝으로�여학생� 체육�

활성화�프로그램과�관련하여�좋은�아이디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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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심층면담�질문지(2차)

부록 5.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2차)

안녕하세요?�

이� 질문들은�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실시하는� 것이에

요.�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체육수업� 발전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응답해준� 내용이�소중히�쓰일�수� 있도록�연구에� 충실히�반영하도록�할게요.�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학교� 등의� 개인� 정보가�

공개될� 일은� 없으며,� 여러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시될� 거예요.� 모든� 정보는� 연구하는�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려요.� 다시� 한� 번� 학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

려요.�

감사합니다.�

2016.�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체육교육과�석사과정�학생�홍연종

◎� 다음� 문항을�읽고�해당되는� 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1.� 이� � 름� :�

2.� 성� � 별� :� ①� 남� � � ②� 여� � � �

3.� 학� � 교� :� (� � � � � � � � � � � � � )학교

4.� 학� � 년� :� (� � � � � � � � � � � � � )학년



- 167 -

◎� 다음�질문에�여러분의�생각을�자유롭게�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 여러분이�경험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설명해줄�수� 있나요?

○�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내가� 체육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게� 된� 정도

를� 10점� 만점으로� 표현해보세요.� 몇� 점에서� 몇� 점이�되었나요?�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 ‘내가� 경험한� 이� 프로그램은� 이다.’의�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

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가장�재미있었던//힘들었던�경험은�무엇이었나요?

○� 프로그램�활동�중� 기억에�남는�활동이� 있나요?� 그� 이유는�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나는�어떤�노력을�했나요?� 그� 노력을�하면서�어떤�생각을� 했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나는�어떤�변화를�했나요?�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 프로그램을�하면서�여학생들은�어떻게�변화했나요?� 구체적인�예를�들어서�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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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하면서�남학생들은�어떻게�변화했나요?� 구체적인�예를�들어서�말해주세요.

○� 프로그램� 이전� 내가� 생각했던� 여학생들이� 체육에� 참여하는� 모습과� 프로그램� 이후� 내가�

경험했던� 여학생들이� 체육에� 참여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게�바뀌었나요?

○� 여학생들과� 함께� 체육수업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예전의� 체육수업과� 이번�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생각하나요?� 구체적인�예를�들어서� 말해주세요.

○� 예전� 체육수업� 때� 여학생에� 대한� 생각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있나요?� 만약�있다면,� 어떻게�바뀌었는지�자세히� 설명해줄�수� 있나요?

○� 프로그램에서�바뀌었으면�하는�부분이�있나요?�구체적인�예를�들어서�말해줄�수� 있나요?

○� 만약� 다른�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추천해주고�싶다면� 어떻게�말해주고� 싶나요?

○�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기�위해서�가장�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지금까지�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끝으로�여학생� 체육�

활성화�프로그램과�관련하여�좋은�아이디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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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수업관찰 결과 기록 양식

수업관찰�결과�기록�양식
(    )월 (    )일 (    )요일 시간 (      :      ~      :      )

장소 (                ) 날씨 (            )

1.� 점검사항

� � 가.� 주요� 장면�촬영용�카메라(스마트폰),� 충전�및�저장�용량� 체크

� � 나.� 필기도구�준비

� � 다.� 날씨� /� 수업� 위치� /� 프로그램�위한�체육�교구

2.� 주의사항

� � 가.� 현장일지�기록� -� 교사의� 발문과�수업의�맥락�위주�

� � 나.� 수업관찰�중�발견된�궁금한�점은�수업�후�바로� 학생과�면담

3.� 프로그램�실행�파악

� � 가.� 프로그램�실행� 과정

� � 나.� 프로그램에�대한�학생�흥미�

� � 다.� 여학생의�활발한�체육�참여의�가능성

� � 라.� 프로그램에�대한�학생들의�반응(여학생/남학생)

� � 마.� 학생들의�참여� 및� 노력�정도�

� � 바.� 여학생�체육�참여� 활성화�프로그램�지도의�난점

� � 사.� 프로그램의�전반적인�분위기�

4.� 필드�노트

� � 가.� 프로그램에�관하여� (내용�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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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필드�노트� (여학생�체육수업�참여�활성화�관련된� 부분� 관찰하고�특이사항�위주)

시간 내� 용

� � 다.� 기타사항(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음�수업에�반영할� 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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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심층면담 기록 양식 

심층면담�결과�기록�양식

(� � � � )월� (� � � � )일� (� � � � )요일�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소� (� � � � � � � � � � � � � � � � )� 면담대상자� (� � � � � � � � � � � � )

면담�내용

초기분석�및�메모

다음�면담�시� 더� 알아보아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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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Impact of a Girls-friendly 

Integrated Program on Elementary Students’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Younjong Ho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encouraging girl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rograms for promoting girls’ 

participation in coeducational cla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tudents’ 

perceptions of girl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design a 

girls-friendly integrated program which reflected those perceptions, and explore the impact 

of a girls-friendly integrated program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that guided this study were: (a) How did students perceive girl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b) How was an integrated 

program constituted for promoting girl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and, (c) What 

were the effects and main factors of a girls-friendly integrated program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Action research was used to examine the girls friendly integrated program from June 

2015 to July 2016. Participants were 5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n=10, 5 

girls and 5 boys).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views, observations, students’ PE journal 

entries, teacher’s reflective journal entries, and photo elicitations. Data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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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vely and trustworthiness of data was enhanced through triangulation and member 

check with participant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perceived girls’ participation in the following 

ways. Firstly, boys’ perceptions: (a) girls’ passive participation, (b) girls’ low sports skill, 

(c) girls’ peripheral position. Secondly, girls’ perceptions: (a) hurts from boys’ blame, (b) 

own initiatives on physical activities, (c) desire to demonstrate girls’ strengths. Main factors 

influencing these perceptions were: (a) institutional factors that centered on skills, aimed at 

competition, maximizing differentiation in physical abilities, (b) teacher factors that 

separated girls and boys, accepted students’ demand during the class, and lack of 

understanding on girls, (c) students factors that had gender stereotypes, had excessive 

competitive desire for winning, and had misconception of PE as organized recess.

  Through reflecting perceptions, a girls-friendly integrated program was designed to 

promote children’s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program are: 

from indifference to caring, from misunderstanding to understanding, from sports skill to 

sports value, and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The key program components are: story 

and song, secret friends between girls and boys, everyone can be main characters during 

the class, and PE-friendly environment. The program included contents such as kick-run 

ball, flying disc golf, tinikling, curling, and line dance and adopted the following methods: 

integration between girls & boys, and integration in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The effects of implementing a girls-friendly integrated program were (a) diversification of 

perceptions: appreciation of girls’ ‘delicacy and accuracy’, extension of perception in 

physical ability, perception of relationship in company with others, strong will to 

continuously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ies, (b) girls’ active and multi aspect of 

participation: peripheral to active participation, fragmentary to multi aspect of participation, 

(c) emphasis on value during physical activities: not blaming, but caring and encouraging, 

together value rather than winning.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a) teacher factors that teacher had strategies for individual students, and had 

awareness of gender spectrum, (b) peer factors that had positive mutual dependence, and 

gave positive feedback so that girls could get self-esteem. However, the burden from 

various new activities and slow pace of change had negative influences on the effec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promoting action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a range of students’ voices for the development of pedagogical program for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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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lementary schools. Also,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integrated program suggests that 

developing girls-friendly physical activities program is important to facilitate girls’ 

participation in PE.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e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who instruct this girls- friendly integrated program need to aware of various 

participation aspects, and make students respect those differences in physical activities. 

Second, teachers should apply various strategies and methods identified in this study to 

promote girls’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Third,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effective 

instructional programs for passive boys or active girls by looking at gender differences in a 

more detailed way. Lastly, beyond the regular curricular programs, the impact of an 

integrated program should be explored in an after school programs given the increasing 

number of after-school programs. 

Key words: girls physical education,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girls 

friendly integrated program

Student number: 2014-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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