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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영역 가르치기

- 현실적 어려움과 해결노력 -

김 수 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나가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체험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영역으로서의 표현 영역이 학교체육에서 효과적으로 교수

되고 학습될 수 있는 충실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

는 첫째,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어떻게 표현 영역을 가르치는가? 둘째, 무용

전공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을 가르치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

결해 나가고 있는가? 셋째,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라는 특수한 집단의 표현 영역 수업 경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년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기간 내에 무용전공생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등 교원자

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체

육교사 중에서, 표현 영역에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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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교사라는 3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10명을 유목

적적 표집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 포커스그룹면담, 현지문

서 수집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Cresswell(2012)이 제시한 나

선형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분석, 연구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윤

리 준수를 위하여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심의 받았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표현 영역에서 1)창작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2)영역별 지도 모습으로 ①스포츠 표현은 창작이 어려울 때 ②전통표현은 

춤과 창작을 융합할 때 ③현대표현은 창작에 도전 할 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즐거움 자각은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방식으로 ①춤

출 분위기 만들기 ②발표하는 춤추기 ③안목을 길러주는 감상하기로 도출되

었다.

둘째,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1)어려움으로는 ①스포츠를 선호하

는 체육교사와 학생으로 인해 표현 수업 자체를 접어두거나, 체육교사의 수

업까지 더하여 표현 수업을 했고, 학생들의 표현 수업 경험 부족과 스포츠

동목 선호로 긴 차시의 표현 수업 진행이 어려웠다. 실내 공간이 부족하여 

운동장, 그늘진 주차장 등 개방된 공간에서 수업하는 모습은 ②집중을 방해

하는 공간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학습자가 움츠러드는 요인으로 보았다. 무

용전공 시절 다양한 창작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며 교사 준비 과정에서도 교

사가 되고 나서도 표현지도법, 창작지도법은 배운 적이 없어 ③창작 지도 

자신감이 부족한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불만족을 경험했다. 

창작을 지도할 수 있는 쉽고 체계젹인 방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연구참여자

들은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2)해결노

력은 ①관계로 풀어가기였다. 표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동료교사와 좋은 관

계를 형성하고, 수업 자료를 나누며 표현 수업을 알려주었고, 무용 선입견

을 깨기 위해 체육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표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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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실행하는 핵심으로 여겼다. ②열정으로 이겨내기는 평가가 없는 기간

을 활용해 홀로 표현 수업하기, 빈 교실 찾거나 실내체육관 사업을 신청하

기 등 스스로 공간 찾기,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표현 수업을 통해 스스

로 만족 찾기 등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③배움으로 채우

기는 연수, 자격증 따기, 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기, 수업반성으로 자발적인 

배움 통해 표현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셋째, 무용전공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이 올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1)예비교사교육으로 표현 

수업 인식높이기는 예비교사교육과정 즐거운 춤 교육경험 통해 교사 임용 

후 반드시 표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2)교사학습공

동체와 연수로 전문성 기르기는 실패와 성공의 현장경험과 무용전문성이 풍

부한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주축이 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상호교류적인 연

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안이다. 3)인문적 무용교육 활용하기는 읽

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간접체험활동과 춤추기인 직적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실한 표현 수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적

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수준에서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내용이 

담긴 다양하고 공통된 표현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창작과 감상

에 중점을 둔 필수적이고 장기적인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이 필요하

다. 

주요어 : 무용전공 체육교사, 표현 영역 지도, 표현 수업의 어려음 
학  번 : 2016-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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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용의 가치,  무용 예술의 가치를 애들이 경험하고 걔네 삶에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죠.  
( 유열정 교사,  2017.5)

무용 결과가 아니라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무용을 통

한 교육의 목표를 가져가는 거.  그게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은 흐지

부지 해도 돼.  근데 과정에서 애들이 뭘 느꼈는가면 가져가면 된다고 

봐.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오늘 힐링하고 갔다 그것도 

좋은 거고.  
( 정한국 교사,  2017.6)

전통춤이 갖고 있는 매력 그것들 있잖아요.  힘.  그 안에 춤.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닦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면을 닦

고 나를 수양하는 그런 게 크잖아요.  전통춤의 그런 것들을 수업에 애

들이 일반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한테 가르치고 걔네들이 그거를 다 느

끼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실은 그걸 하고 싶어.  창작 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또 다듬고 해서 

한국무용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 김무용 교사,  2017.6)

그런데 정말로 한국무용 발레 이런 전통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표현 수업을 하고 싶은 게 궁극적 목표인 것 같아요.  그걸

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

을 주고 싶어서 
( 정한국 교사.  2017.6)

이 4명의 중등 체육선생님들은 표현 영역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무용을 

전공하고 방향을 바꾸어 학교 현장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다. 논문작성법을 배우는 대학원 수업 과제로 만난 그들은 무용 통해 삶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했고 교사로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표현 수업을 통해 다

시 전해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느 체육교사보다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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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수업을 펼쳐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는 연구자로 이들

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하는 무용을 전공하며 무용수를 꿈꾸었던 적은 없지만 무용수로서 대

학생활은 돌이켜보면 깜깜하기만 하다. 잘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는 무용교

육의 현실은 새까만 기억으로 남아 누구보다 좋아하던 무용을 전공한 것을 

후회하며 돌아서게 만들었다. 무용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되찾은 것은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예술강사로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표현 영역을 지도하며 전공자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

씬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직접 춤추는 것만큼 즐거웠다. 

춤을 추며 순수하게 즐거워할 때, 동작은 비록 서툴러도 기발하고 창의적

인 생각을 표현할 때, 평소에 잘 어울리지 못하던 특수학생이 반 아이들과 

손잡고 춤추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용을 전공하여 표현 영역을 가

르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이전엔 미처 몰랐던 무용이 주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현장에서 표현 영역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만의 예술이었던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두의 교육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나도 새까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자라난 애정은 나만 좋아하는 무용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무용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 영향 줄 뿐 만아니라 무용을 좋아

하게 되어 이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무용을 즐기게 될 수 있길 바랐다. 새

까만 터널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무용은 아름다운 동작

을 넘어 삶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용의 교육적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나와 같은 어려움 없

이 무용을 즐길 수 있었으면 했다. 

많은 예술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단편적인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운 좋게 한 학교에서 7여 년 동안 수업을 이어갔다. 덕분에 학년에 

따라 연계성이 있는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 볼 수 있었다. 동물 

움직임을 모방하여 표현하던 1학년 학생들이 6학년이 되어 창작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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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주제로 창의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

며 뿌듯하기도 했지만, 애정을 쏟은 마음 한편엔 욕심이 담긴 아쉬움이 자

라났다. 중학교에 가서도 표현 수업이 이어질까?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무용은 체육 교과에 포함되어 초등, 중

등, 고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빠짐없이 제시되어 왔다. 2007년 개정교육

과정부터 무용은 표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확대되어 무용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표현을 아우르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표현 영역으로 5개 대영역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변화를 거듭

해 온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용, 표현 영역이 포함되

어 온 것은 청소년에게 가르쳐야할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용교육은 학습자의 신체적 발달, 정서적 성숙, 사회적 인식, 인지적 발달

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왔다(Mcfee 1994).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체육 교과와 더불어 무용이 지도되고 있는 이유이다(홍

애령, 2017).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신체, 

인지, 사회, 정의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체성 형

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박성혜, 2017). 이러한 청소년기의 무용교육은 적

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순화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

으로써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청소년 발달을 도

모하는 예술교육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박신혜, 2010). 

이처럼 표현 영역은 청소년 발육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영역으로 제대로 가르쳐야만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

용은 학습자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권선영, 2017).

하지만 과거의 무용, 무용을 포함하는 현재의 표현 영역은 체육교과에서 

꾸준히 소외되어 왔다(김운미 1998; 류성근 2018). 남자체육교사의 58.9%

는 표현 수업을 운영계획 조차하지 않으며, 많은 체육교사들이 지도상의 어

려움을 이유로 표현 영역을 기피하고 있다(김태희, 2009). 그 이유로는 남

자 체육 교사가 주를 이루는 체육교과 특성을 비롯 교사요인이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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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며, 구체적으로는 교사인식부족, 교수방법부족, 지도능력부족, 운영계

획의 어려움, 평가의 어려움 등 을 꼽을 수 있다(김지연, 김두련 2012; 안

민지, 2011: 정상필. 2015; 홍희정, 조미혜, 2012).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교사 인식이 부족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며, 수업을 실행과 평

가의 어려움에 부딪혀 표현 영역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등

학교 체육교과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1) 5개 영역 중 표현 영역 지도

는 가장 미흡한 현실이다.

중등학교 표현 영역의 소외의 한 예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초․중등학교는 무용 예술강사를 지원받아 정규 체육교과 내 표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로 무용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문

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 2,340개 학교에서 1,061명의 강사

가 무용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이어 2017 학교

선정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611개 초등학교가 무용분야를 신청하여 선

정되었고2) 이는 전체 초등학교 6,040개(교육부, 2017)중 26.6%에 해당한

다. 

이에 비해 중등의 무용 예술강사는 전체 3,213개 학교(교육부, 2017) 중 

13%인 415개로 초등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학교의 재정 지출 없이 무용

전공자를 지원 받아 표현 수업의 부담을 덜 수 있음에도 학교와 교사의 표

현 영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소외된 표현 영역 교육의 결과는 문화 활동에서 드러난다.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청소년이 음악연주회 21.9%, 스포츠관람 21.7%, 미

술관 18.9% 문화활동에 참여한 것에 비하여 무용관람은 2.2%에 그쳤다(통

계청, 여성가족부, 2016). 음악, 체육, 미술에서 이어지는 문화 활동이 비슷

한 수준을 가지는 것에 비해 표현에서 이어지는 무용의 문화 활동 수준은 

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교과가 독립적으로 없는 현 

1) 2015 교육과정 이전은 여가
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http://aschool.arte.or.kr 17개 시도 선정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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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는 체육수업 시 제대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무용인식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무용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기

틀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핵심역량 함양을 내세우며 2009 교육과정 창의적 

인재에서 나아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상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체

육과 역량은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행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함양하고자 한다. ‘표현’은 신체와 그 움직임이 갖는 아름다움

을 추구하며 신체와 움직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고 수용하는 의사

소통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은 신체 표현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욕

구를 구현함과 동시에 의사소통의 질을 높여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교육부 2015). 이 같은 표현 영역 가치는 교과수준에서 신체표현능

력을, 총론수준에서 심미적 감성역량을 함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역일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까지 두루 함께 기

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표현 영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현 영역 교사교육은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현직교사교육에서도 미흡하다. 예비체육교사교육의 경우 2007개

정이후 5개의 영역을 모두 가르쳐야함에도 표현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

지 않았으며, 24개 사범대 체육교육과에서 무용지도법이 개설된 학교는 5개 

학교에 불과하다(이주현, 김태현, 김경숙 2015; 홍희정, 조미혜, 2009). 이

를 반영하듯 중등 예비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표현 영역의 실질적인 연구

는 2편밖에 찾아볼 수 없다(조남용, 2011;함지선, 2013). 교사 임용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표현 영역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고 할지라도 수업전

문성 개발을 위해 교원 연수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한 예로 서울시 교육연구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최

근 5년간 무용 직무연수 과정은 전체 직무연수과정 중  평균 6.5%에 불과

하다(조명미, 2016). 체육교사 또한 가르치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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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현실로 인해 표현 수업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무용전공 체육교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교에서 전

문적 무용교육을 받은 후 교원자격증을 획득하여 현장에서 체육교사로 활동

하고 있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14,130명중 739명 5.2%였으나(이경원, 

2006), 10여년 전에 비해 높은 교직의 인기와 낮은 예체능 졸업자의 취업

률로 교사가 되려는 무용전공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용의 전

문적 지식과 함께 체육교사로 학교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그

간 체육 수업에서 외면되어온 표현 영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

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장서이, 2017). 따라서 현직 무용전공 체육

교사가 실행하는 표현 영역 수업을 들여다본다면 표현 수업을 실행할 수 있

는 실천적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을 적극 활용하

면 부족한 현직교사교육에서 표현 영역 재교육을 위한 동료교사교육 전문 

인력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표현 수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에 관한 연구는 교육대학원 예비체육교사 관한 연구이거나(김지희, 

2012; 박보미 2012: 송효정, 2014; 신주영, 2016), 현직 무용전공 체육교

의 교직사회화에 관한 연구가(박지숙, 2008; 이은정. 2009; 정소민. 2011: 

김현정, 2014) 주를 이루었다. 표현 수업에 관한 연구는 무용전공 체육교사

와 일반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전반적인 현황과 인식 관한 내용이였다(유지

영, 2006; 김보미, 2009). 이 외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집

중한 연구(장서이, 2017)에서 창작 표현을 동료교사와 함께 실천한 교사의 

경험을 일부 엿볼 수 있으나 표현 수업을 중점으로 다루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표현 수업 하였고, 어떤 어

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 본 연구는 전무했다. 최근 표현 영

역 전문가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꾸준히 표현 영역을 기피해온 체육 교과 

현실과 체육 교사가 주로 남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표현영역 지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 수업 실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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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

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표현 영역을 잘 가르치

는 방안을 탐색하여 학교체육에서 표현 영역이 효과적으로 교수되고 학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나가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체험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영역으로서의 표현 영역이 학교체육에서 효과적으로 교수

되고 학습될 수 있는 충실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첫째,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어떻게 표현 영역을 가르치는가?

둘째,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을 가르치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

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가?

셋째,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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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표현 영역

2007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대영역에서 활동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표현으로만 제시

되었다. ‘표현’은 신체와 그 움직임이 갖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신체와 움

직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고 수용하는 긍정적 상호 작용에 대한 가

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시기와 맞추어 표현 영역으로 

일치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의미상 혼란을 막기 위해 체육과 5개 영역 

중 표현을 지칭할 경우 표현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무용전공 체육교사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전문적 무용교육을 받은 무용전공자 출신

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원자격증을 획득하고 국․공립 중등학교 또는 사립 중

등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체육교사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용이 

아닌 체육을 주요 교과목으로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는 무용 전공 출신의 현

직 체육교사로 한정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무용전공 이력과 교직 경력을 가진 무용전공 

체육교사 10명의 표현 수업 경험 연구하였기에 모든 무용전공 체육교사들

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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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층면담을 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실제 표현 수업을 관찰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표현 수업의 교수 경험에 있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하는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사진 및 동영상, 수업활동지 등 대안적 자료

를 최대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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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등학교 체육 표현 영역의 교육과정

가. 중학교의 교육과정

2015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개의 

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표현 영역은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

지 무용으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표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활동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며 ‘표현’으로 제

시되었다. 이처럼 표현 영역은 제1차부터 2015개정까지 체육과 교육과정 

대영역으로 꾸준히 포함되어 왔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표현 영역의 명칭

과 내용 체계 구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현 영역의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에서는 세부내용은 조

금씩 다르나 전체 내용구성은 1, 2 ,3학년 모두 동일하다(문교부, 1955b). 

제2차 개정은 1차와 내용구성은 동일하나 5)춤추기 세부내용에서 강강술래, 

마임과 같은 민속무용을 포함한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문교부, 

1963b). 제3차 개정에서는 여학생만 교육대상으로 무용을 제시하였고 민속

무용과 창작무용으로 나누어 표현성과 창작성을 모두 함양하려 했다(문교부 

1977). 제4차 개정도 창작무용과 민속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민속무용만 

남․여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문교부, 1981a). 제5차 체육과 교육

과정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되면서 무용은 심동적 영역에

서 제시되었다(문교부, 1987a) 과거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5차 개정의 가

장 주된 특징은 바로 움직임 교육의 접근으로, 1학년 과정에서 창작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움직임과 움직임 기본 요소를 익히도록 되어있다(박중

길, 2002). 제6차 개정은 내용체계 상에서는 차이가 있어 보이나 지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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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 명칭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차
(1955~
1963)

무용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2차
(1963~
1973)

무용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3차
(1973~
1981)

무용

여자
1)민속무용

우리나라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2)창작무용
기초과정

여자
1)민속무용

우리나라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2)창작무용
응용과정
감상

여자
1)민속무용

우리나라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2)창작무용
창작과정
작품구성

4차
(1981~
1987)

무용
1)여러 리듬 동작 
2)우리나라와 외구민속무용
3)창작무용의 기본 과정 익

히기(여)

1)우리나라와 외국 민속무
용 

2)창작무용의 응용과정(여)
3)무용감상(여)

1)우리나라와 외국 민속무
용 

2)창작무용의 창작과정 이
해 및 작품구성(여)

3)무용감상(여)

5차
(1987~
1992)

무용

1)기본움직임 결합한 기능 
익히기

2)무용동작의 기본요소를 
결합한 기능 익히기

3)무용동작의 기본 요소와 
무용과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 기능 익히기

1)느낌 및 생각과 소개에 
따라 다양하게 꾸미기

2)무용의 기본자세와 걸음, 
형태를 갖추어 춤추기

1)사람 및 물체와 관계를 
구성하여 춤추기

2)여러가지 춤 익히기

6차
(1992~
1997)

무용
1)기본 움직임을 결합한 기

능
2)무용의 역사 및 원리
3)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

현하는 태도

1)소재에 따른 다양한 표현 
기능

2)무용의 가치와 특성
3)소재의 특성을 창의적으

로 표현하는 태도

1)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
는 기능

2)무용의 형식과 양식
3)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

하는 태도

7차
(1997~
2006)

무용
1)창작무용 (필수)
2)민속무용 (선택)

1)창작무용(선택)
2)민속무용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필
수)

1)창작무용(선택)
2)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필수)

2007
개정

표현
활동

심미표현과 창작
· 특성과 유형
· 표현방법, 창작, 감상
· 심미적태도

현대표현과 창작
· 역사와 유형
· 표현 방법, 창작, 감상
· 대인 관계

전통 표현과 창작
· 역사와 유형
· 표현 방법, 창작, 감상
· 전통 의식과 예절

2009
개정

표현
활동

심미표현
· 특성과 유형
· 표현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독창성

현대표현
· 역사와 유형
· 표현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열정

전통표현
· 역사와 유형
· 표현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다문화 존중

2015
개정 표현

스포츠표현
· 역사와 특성
· 표현동자과 원리
· 수행과 창작
· 심미성

전통표현
· 역사와 특성
· 표현동작과 원리
· 수행
· 공감

현대표현
· 역사와 특성
· 표현동작돠 원리
· 수행과 창작
· 비판적 사고

<표 1>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중학교 표현 영역의 명칭과 내용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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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1학년은 기본움직임, 2학년은 즉흥표현과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3

학년은 창작무용과 외국의 민속무용으로 5차 개정과 동일하게 구성으로 되

어있다(교육부, 1992c; 교육부, 1992d). 제7차 개정에서는 1학년 창작무용, 

2학년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3학년 외국의 민속무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교

육부. 1997b).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

동 여가활동 5개 대영역으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영역이 개편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b). 무용에 해당하던 부분이 표현활동은 확대되어 제

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남용, 2011). 내용 소재를 확대하여 무용과 같이 

예술적 성격이 강하고 신체 표현의 소재로 활용 될 수 있는 신체활동(리듬

체조, 꾸미기체조, 음악줄넘기, 창작체조, 다이빙, 피겨스케이팅 등)으로 확

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학교에서는 창작표현 중영역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심미표현과 창작, 현대표현과 창작, 전통표현과 창작 세 가지 소영

역으로 구성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c).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인성을 내세우며 체육과에서도 신체활동의 5

가지 가치 영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창의․인성 가치가 포함되도록 강

조한다. 풍부한 감수성과 사교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체 표현활동은 창

의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중역역으로 심미표현, 현대표

현, 전통표현이 제시 되었다. 학년 군제로 각 유형의 신체 활동의 순서와 

범위를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최근 우리나라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교육’이 국가 교육의 주요한 흐름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창의․융합교육이란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해결력

을 신장시키기 위해 타 교과와의 연계성 강화와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강조

하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표방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이 지향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 제시하고자 하였고 교육과정 개정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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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기본 틀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 제시하였다. 2015 개정 체육과교육과

정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학년 군별 교육과정 체제를 유

지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기치를 걸고 교육

과정의 각 구성요소별로 체육과의 핵심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새롭

게 개편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과는 4개의 교과역량인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었고 표현 영역

은 인간의 움직임 욕구와 심미적 표현 의지를 신체 표현을 통해 충족하여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보다 풍성한 삶을 향

유 할 수 있는 기본적 정서와 심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교육

부, 2015).

중학교 1~3학년 군의 표현 영역에서는 스포츠 신체 움직임의 심미성을 

다루는 스포츠 표현이 2015 개정에서 새롭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또는 외

국의 전통적인 표현과 자유롭고 개성적인 현대적 표현을 심화된 수준으로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체활동 예시는 다음 <표 2>과 같다.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표현 영역은 신체 표현의 다양한 양식과 문

화를 심미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몸의 움직임과 원리를 이해하여 자

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다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 제1차에서 2015개

영역 신체활동 예시

표현

(가)스포츠표현
창작체조,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피겨스케이팅, 싱크로
나이즈드스위밍, 치어리딩 등

(나)전통표현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외국의 전통 무용 등

(다)현대표현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재즈댄스, 힙합댄스 등

<표 2>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신체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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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육과정까지 표현 영역 목표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제1차
율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발달시킨다.
창의에 대한 소양을 가지게 한다.
미적인 표현, 창작, 감상력을 발달시킨다.

제2차

미적인 표현, 창작, 감상력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한다.

무용의 기초적 기능을 길러, 
표현운동에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계속적으로 각종 요소를 익혀 
더울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

무용의 기능을 한층 더하여 
창작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차

무용의 특성화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명랑한 태도로 창
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
력을 높이며, 평형성, 유연성, 
민첩성을 기르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무용을 한다.

무용의 표현 방법과 효과를 
이해하고 창작적인 표현능력
과 평형성, 유연성, 민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용을 한다.

무용의 표현 방법과 효과를 
이해하고 명랑성, 창작적인 
표현능력, 평형성, 유연성, 민
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용을 한다.

제4차

제5차

신체적인 표현 능력을 기르게 한다.

신체적인 의사표현의 기초 기
능을 익히게 한다.

신체적인 의사표현의 복합기
능을 익히게 한다.

신체적인 의사표현의 종합 기
능을 익히게 한다.

제6차
신체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게 한다
예술적 창작능력을 기르고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어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7차
신체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
예술적 창작 능력을 기르고,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07
개정

표현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활동을 수행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2009
개정

표현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활동을 수행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2015
개정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수행하며 심미적 안목을 갖는다.
신체 표현의 다양한 양식와 문화를 심미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몸의 움직임과 원리를 이
해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다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 개정 교육과정 별 중학교 표현 영역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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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고등학교 표현 영역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용으로 제1차 체육과 교육

과정부터 제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표현 영역

이 공통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고. 고등학교 2, 3학년이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 도입된 제7차와 2007에서는 1학년에서만 공통으로 표현 영역이 제시되

었다. 이후로는 선택 교육과정에서 표현 영역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표현 영역의 명칭과 내용 체계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우선 공통으로 제시된 1차에서 6차를 살펴보면 중등과 내용구성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내용이 동일하며 마찬

가지로 1, 2, 3학년의 내용구성도 일치한다(문교부, 1995a). 제2차 교육과정 

개정에도 중학교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문교부, 1963a). 제

3차 개정은 여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전 학년 공통으로 민속무용의 특성과 

방법, 창작무용의 특성과 작품 구성법 및 표현법을 이해하고 아름답고 정확

하게 춤출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문교부, 1974). 제4차 교육

과정 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속무용으로 구성되었고 여학생만 한해 여

러 가지 무용을 창작하고 표현하며 감상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81b). 제5

차 개정에서는 심동적 영역에서 무용이 제시되었으며 기본 움직임 익히기, 

사상과 감정에 따라 작품 만들어 춤추기, 민속무용, 춤추기, 감상하기 등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었다(문교부, 1989a). 제6차 개정 내용은 평생체육의 일

환으로서 무용을 강조하였으며, 형식과 양식에 따른 무용, 무용의 미학적 

특성, 주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태도 등을 담고 있다(교육부, 1992a). 

제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이 공통과정으

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민속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동작 익혀 

춤추기, 그 무용의 특성과 종류의 이해, 감상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교육

부, 1997a). 2007 개정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이며 표현활동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중영역은 창작표현, 소영역은 움직임 예술과 창작 

구성되어 창작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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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 명칭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차
(1955~
1963)

무용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기타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기타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기타

2차
(1963~
1973)

무용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1)몸익히기
2)리듬훈련
3)옮겨가기
4)나타내기
5)춤추기
6)이론/감상

3차
(1973~
1981)

무용

1)민속무용
우리나라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2)창작무용
제재의 선정방법
표현 방법
정리 방법
감상
개인과 집단으로 표현하기

1)민속무용
우리나라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2)창작무용
제재의 선정방법
표현 방법
정리 방법
감상
개인과 집단으로 표현하기

1)민속무용
우리나라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2)창작무용
제재의 선정방법
표현 방법
정리 방법
감상
개인과 집단으로 표현하기

4차
(1981~
1987)

무용
1)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속

무용
2)여러가지 무용 창작, 표현 

감상

1)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속
무용

2)여러가지 무용 창작, 표현 
감상

1)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속
무용

2)여러가지 무용 창작, 표현 
감상

5차
(1987~
1992)

무용

1)기본 움직임 익히기
2)사상과 감정에 따라 춤추

기
3)작품 만들어 춤추기
4)민속 무용 춤추기
5)감상하기

1)기본 움직임 익히기
2)사상과 감정에 따라 춤추

기
3)작품 만들어 춤추기
4)민속 무용 춤추기
5)감상하기

1)기본 움직임 익히기
2)사상과 감정에 따라 춤추

기
3)작품 만들어 춤추기
4)민속 무용 춤추기
5)감상하기

6차
(1992~
1997)

무용

1)형식과 양식에 다라 춤 
만들어 추기

2)무용의 미적 특성 이해하
기

3)작품을 감상하고 창의적
으로 표현하는 태도 기르
기

1)형식과 양식에 다라 춤 
만들어 추기

2)무용의 미적 특성 이해하
기

3)작품을 감상하고 창의적
으로 표현하는 태도 기르
기

1)형식과 양식에 다라 춤 
만들어 추기

2)무용의 미적 특성 이해하
기

3)작품을 감상하고 창의적
으로 표현하는 태도 기르
기

7차
(1997~
2006)

무용
창작무용, 민속무용 
중 에서 한 가지 선택

2007
개정

표현
활동

움직임 예술과 창작
· 움직임 예술과 창작의 원리
· 표현방법, 창작, 감상
· 창의적 태도

·

2009
개정

표현
활동

2015
개정

표현
(일반
선택)

신체 표현을 통한신체 문화 이해
신체 표현 양식과 창작의 원리
신체표현 창작 작품과 감상
심미적 안목

<표 4>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표현 영역의 명칭과 내용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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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교육과정인 2009 개정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일반 과목에서 표

현 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신체활동 예시로 꾸미기체조, 댄스 스포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민속무용 등 기존의 예술적 성격

의 신체활동은 심화과목에서 표현․창작 운동으로 제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영역은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중학교와 유사한 구성을 이룬다(교육부,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은 시대별로 제1차 교과중심, 제2차 경험중심, 제3차 학

문중심, 제4-5차 인간중심, 제6차 경험중심 강조, 제7차 경험중심과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른 고등학교 표현 영역 변화의 특

징을 살펴보면 제3차 개정은 표현성과 창작성 함양에 중점을 두었고, 제4차 

개정에서는 움직임 교육이 반영되었으며, 제6차 개정은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인정하는 변화가 나타났다(조미헤, 김윤희, 서지영, 1997; 박중

길. 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으로 1학년만 표현영역이 제시된 것이 7

차과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역량중심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 체육의 표현 영역은 느낌이나 생각, 감성 소통을 몸으로 표현하는 신

체 문화를 이해하고, 신체 표현 양식과 창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신체 표현

을 이용한 작품 창작과 감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움직

임 요소에 바탕을 둔 모방이나 창작의 신체 표현을 경험하고 상상력, 심미

성,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 표현을 통한 신체 문화 이해, 신체 

표현 양식과 창작의 원리, 신체 표현 작품 창작과 감상, 심미적 안목 등을 

학습하며 신체 표현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 표현 능

력을 기르는 것이다(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표현 

영역의 목표는 <표 5>에서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표현 영역에서는 중학교와 달리 중영역 없이 교육목적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신체활동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신체활동은 다음 <표 6>의 내용과 같다. 활동을 살펴보면 중학교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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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으나 중학교 표현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제1차
율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킨다.
창의적 능력을 발휘한다.
미적인 표현, 창작, 감상력을 발달시킨다.

제2차

신체적 표현의 개요를 알려 강인한 의지와 판단력을 기르며 정서를 순화하도록 한다.

무용의 기초적 운동 능력과, 
표현의 기능을 기르도록 한
다.

기본 운동을 응용하여 더욱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무용의 요소를 종합하여 창작
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제3차
민속무용의 특성과 방법 창작무용의 특성과 작품 구성법 빛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아름답
고 정화하게 춤을 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음 활동을 한다.

제4차

제5차
신체 활동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게 한다.
신체활동의 미적 경험을 느낀다.

제6차 신체적인 표현능력

제7차 신체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

2007
개정

표현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활동을 수행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2009
개정

2015
개정

신체표현문화를 이해하고 신체 표현 양식과 창작의 원리를 적용하여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
하며 심미적 안묵을 기른다.

<표 5> 개정 교육과정 별 고등학교 표현 영역의 목표

신체활동 예시

Ÿ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치어리딩, 창작체조,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피겨스케이팅 등
Ÿ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
Ÿ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등

<표 6>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신체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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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현 영역 지도의 특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체육과 지도사항의 유의점을 통해 중등 표현 영역

의 지도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1, 2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세부 영역에 관한 지도 사항을 찾을 수 없으며 체육 과

목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문교부, 1955a; 문교

부, 1955b; 문교부, 1963a; 문교부, 1963b). 3, 4차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 표현 영역에 대한 세부 지도 내용은 없으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중학생은 전체 체육 교과 내용 중 중학생은 15% 고등학

생은 25%를 배당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74; 문교부, 1977; 문

교부, 1981a; 문교부. 1981b). 이 후 개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표현 

영역 지도는 중학교와 동일하거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중학교 지도

의 특징만 살펴보도록 한다.

제5차 중학교 개정에서는 무용은 여학생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남녀 모두

에게 지도하도록 했으며, 무용이 내재적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

하고 학습의 최종목표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 형성에 두고 있

다. 과정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창작무용은 결과보다 창작과정에서 교육

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평가 또한 과정 평가에 중점을 둔 점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문교부, 1987b).

제6차 중학교 개정에서는 무용은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무

용보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 무용을 지도하도록 하

는 것이 특징이다(교육부, 1992c). 제7차 개정에서도 교육적 측면의 무용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창의력과 미적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그에 부응

하는 다양한 지도전략을 도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1997c).

표현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2007개정은 움직임 습득을 강조하기 보다는 

스포츠 또는 무용에 존재하는 형식성, 심미성, 표현성, 예술성 등을 직접 체

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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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표현활동 학습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신체 움

직임의 기술뿐만 아니라 신체표현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름다운 동작이나 수행을 보면 본능적으

로 심미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다양한 

직․간접활동이나 자료를 학습과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

에게 창의적 표현과정을 강조하며 각자의 사고와 창작 과정을 거쳐 표현된 

움직임이나 동작을 인정하고 허용된 학습 분위기와 학습 형태를 바람직하다

고 보았다. 감상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움직임에 있는 다

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의미를 이해하고, 관찰 요소에 알맞게 작품을 관찰하

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비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적으로 의미 있는 감상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c). 

이에 따라 홍희정, 조미혜(2009)는 표현활동의 감상학습에서 창작, 표현, 

감상활동이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감

상학습 방법을 탐색하였다. 신체 표현력 향상 및 신체활동 재창조 경험으로

써의 신체활동 표현 중심의 감상학습방법, 타인의 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하

는 데 필요한 말하기 듣기 표현 중심의 감상 학습 방법, 자아 성찰적 사고

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표현 중심의 감상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2009개정에서 표현 영역 지도 사항도 큰 변화 없이 2007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을 강조하는 

2009개정은 표현 영역 지도에서도 창의․인성 요소를 내면화하여 가르치도록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의 표현 영역은 학년별 표현 주제

의 다양한 내용 요소를 폭넓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학교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표현 활동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정할 있도록 하고 있

다. 각 영역별 학습 내용은 신체활동의 직접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와 특성, 동작과 원리, 작품 구성과 발표, 감상과 비평 등을 통합하여 

지도하고, 간접 체험 활동(읽기, 보기, 토론하기, 감상하기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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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 활동

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미성, 공감, 비판적 사고 등의 정의적 내용

은 간접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 활동 과정을 통해 느끼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직접 활동과 간접 활동에 동등한 무게를 실어

줌을 알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간점 체험

활동도 강조하지만 그동안 기피되었던 표현 영역의 실기 영역을 실제로 가

르치는 직접 체험 활동 또한 강조하는 것이다.

스포츠 표현 활동, 전통 표현 활동, 현대 표현 활동을 하면서 인문적 지

식, 예술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표현 기

능과 더불어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표현은 동작 습득 자체에 지도 초점을 두기보다는 

신체활동에 존재하는 심미성, 예술성 등을 직접 체험하고, 아름답고 창의적

인 동작을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통 표현은 전통을 존중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전통 표현 움직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작품을 발표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대 표현은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정형화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신

체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타인의 창작 작품을 비판적

으로 감상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교육부, 2015).

2. 표현 영역 지도 현황

가. 중등학교 지도

표현활동으로 명칭이 개정 이후에도 많은 논문에서 표현이라는 용어보다 

무용교육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용교육이나 표현활동3)을 연구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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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표현 수업 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정상필(2015)은 표현활동수업을 실천함에 있어 교수·학습 상황과 평가 측

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하였다. 중학교 체육교사가 표현 수업

으로 점프밴드 18차시 수업을 실행연구를 한 결과 시범에 대한 부담, 표현

활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부족, 동료 체육교사와의 공감 부족을 표

현 수업 실천의 어려움으로 수업의 들고 있다. 평가방식으로 질적평가와 양

적평가, 평가대상으로 모둠평가와 개인평가, 평가 주체로서 교사평가와 학생

평가에 대한 딜레마를 표현활동 평가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박예영(2015)은 중학교에서 7차시 창의적 표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

신감과 표현능력. 신체능력, 창의성이 증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과

정에서 교사의 심층 면담 내용에서 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어려워하며 창의

적인 표현 수업에 대한 필요는 느끼고 있으나 체육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실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주(2013)는 표현 활동 교수학습과정에의 양상을 목표, 내용, 방법 측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으로 목

표 측면에서는 막연하게 창의성과 인성만을 쫓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한

된 활동만을 다루는 것, 방법적 측면에서는 주로 하기 위주의 획일적 방법

을 활용하는 것을 들고 있다. 창의적으로 표현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통합적

인 방안으로 하기 활동의 다면적 체험화, 체육교사의 솔선수범화, 소통과 

평가의 문화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표현활동을 창의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는 체육교사 인식의 전환,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확대, 다양한 교수 방법과 수업 매뉴얼 및 구체적인 자료가 개발 되어야 함

을 주장했다.

정수진, 임현주(2013)는 한국 민속무용 단원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러닝을 

활용한 표현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였다. 학생

3) 선행연구들에서 표현활동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 고찰시에는 논문에 나타난 
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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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국 민속무용을 배우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으나 수업

이후 한국의 홍 과 멋, 자유로움, 도전정신을 느끼며 자기표현에 적극적으

로 되었고, 한국 춤의 흥겨움을 느끼며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수업참여에 저조한 학생도 춤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보고하였지만, 창의

성과 인성을 강조한 수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며, 

학습자료 및 교구 의 부족, 교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곤란함을 언

급하였다. 또 교사들은 수업이외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입시구조 때문

에 내러티브러닝과 같은 창의·인성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토로하였다. 

김주영(2011)은 댄스스포츠수업을 실행하는 중등교사들 중에서 무용을 전

공한 두 명의 교사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두 명의 

교사로 비교를 통해 댄스스포츠에 대한 체육교사지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무용을 전공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동작들을 중요시하였고,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은 학교체육으로써 즐거움과 흥미를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의 지도할 때 

전문성 함양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성근(2011)은 자서전적 내러티브탐구를 방법으로 자신의 교육적 경험 

통해 표현활동 수업에 대한 내용교수지식(PCK)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

정을 밝히고, 내용교수지식 구조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를 통

해 교사의 심화교육과정인 PCK연수가 개설될 필요성, 표현 수업의 어려움

을 겪는 많은 남성교사들을 위한 표현 수업과 관련된 실천 사례의 공유의 

필요성, 체육교사들의 반성적 자기수업의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무영, 정주혁, 조남용(2011)은 스포츠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중학교 표현

활동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의 관점에서 실행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12차시 

수업을 통해 연구 참여 교사는 스포츠 교육 모형이 표현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학습장의 적극적인 수업태도, 표현활동에 대한 

확장된 시작, 표현활동에 대한 다면적 평가는 스포츠 교육모형을 통한 표현

활동의 지도의 장점을 말하고 있다. 교사의 면담 내용에서 체육교사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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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수업의 평가를 어려워하며 다른 체육에 비해 정적인 수업이라고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숙란(2010)의 연구에서 예술적인 신체활동을 선택하여 기능적인 수업을 

주로 실시하는 여성 체육교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부족한 교육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회를 통해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잇었다. 중등학교 체육교사들의 무용교육 이해에 대한 사례연구 통해 무용

교육은 섬세하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교사 자신들도 무용 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 

없이 기존의 수업을 계속하여 답습하고 있어 무용교육의 소외를 여실히 보

여주는 단면이라고 하였다. 

최진숙(2009)의 연구에서 중학교 남자체육교사들이 다른 체육 종목과 달

리 경쟁성 없어 협동심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고, 남녀학생 모두의 활발

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창의성과 심미성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달상하기 위해 

무용 수업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

감과 타교과에 방해가 되는 환경이나 무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의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무용 경험을 공유 한다면 다양

한 원인 때문에 무용 수업을 실천하지 못했던 교사들에게 무용 수업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성, 표현력, 심미적 

안목 함양을 위해 표현 수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수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잘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로 표현 영역 

신체활동에 대한 실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도 자신감 부족, 창의적 표

현에 대한 평가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표현 영역 지도 경험이 있

더라고 그 종목이 한정적임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의 흥미나 성차와 같은 학생요인과 음향과 실내공간 부족 등 환경요인

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교사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수업사례공유가 주로 제시되고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

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표현 영역 수업 경험이 없던 교사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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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교사의 도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현 수업을 실천해가는 모습에서도 수업 

나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표현 수업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중 예비교사교육 부족 또한 많이 언급하

고 있는데, 표현 수업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비교사교육을 대상으로 

표현 영역 교육을 실행한 연구를 그 수는 적지만 찾아볼 수 있었다.

함지선(2013)은 무용경험이 전무한 교육대학원 예비체육교사들이 무용교

육론 강의 수강 후 무용 수업 현장 실천을 긍정적 생각한다고 했다. 직전교

사교육에서 체계적인 무용교육 경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수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조남용(2011)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표현영역 내용교수법 지도가 필

요하다고 말하며 스포츠교육학 학습내용을 예비체육교사들이 표현활동으로 

실제로 응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전통표현 티니클링과 한국의 

전통표현 탈춤을 소재로 창의적 표현과 한국문화정체성의 목표를 통합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수업설계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목표, 내용, 방법, 평

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내용교수법을 전수함에 다라 예비

교사들은 교육과정 목표에 맞는 통합적인 내용교수법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표현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 사범대학의 스포츠교육학에

서도 무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또한 보완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교육이 표현 수업 현장 실천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단기간에도 교육과정에 적합한 표현 수업 내용교수

법을 인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현 수업이 실제 학교현장에

서 바르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교육에서의 표현 수업 교수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지도

고등학교 표현 수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7년 표현활동으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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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 체육시간에 실시되는 수업을 무용교육이나 무용 

수업으로 언급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무용 수업 현황, 

인식, 태도, 만족도를 파악하는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수현, 2015; 김

윤경, 2002; 김희정, 2005; 남경원, 2009; 박현미, 2005; 성은숙, 2007; 성

하나, 2008; 소윤경, 2012; 신창희, 2000: 이지영, 2009; 주진희,2005; 정

은정, 2006; 차수지, 2011; 채지훈, 2002). 자아개념, 행복감, 사회성, 자기

효능감 과 같은 심리 효과(김규희, 2015; 안연분, 2005; 이혜승, 2012; 임

헤윤, 2006),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 효과(원청, 2001; 이세옥, 2006)를 나타

낸 연구도 모두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이다. 

이러한 양적 연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표현 영역 수업의 현황

과 문제점을 보여주지만 표현 수업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는 부족하다. 고등학생 표현 영역에 관한 질적 연구는 혼합연구이거나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해(배수을, 정옥조, 2012; 윤지영, 2008; 이정화, 이한

주, 2013; 정승혜, 정구인, 고전규, 2011)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적연

구를 포함 고등학생 표현 수업 지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정화, 이현주(2013)는 SEL(사회정서학습) 표현활동 무용 수업 모형을 

고등학생에게 적용 한 결과 학습자는 과제 활동 및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 

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통한 만족감 및 자신감 증진, 협동학

습을 통한 재미 반성적 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어색함, 창피함,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사고를 경험한 학생들의 원인을 사춘기 남녀학생의 학습자특성

과 더불어 이전 표현활동 사전 경험이 부족에서 찾으며 지속적인 표현활동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력교사의 경우 창작 수업의 경험이 없었지만 

연구에 참여하면서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다. 또 수업에서 교사의 피드백

과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배수을, 정옥조(2012)는 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고등학교 무용 수업 

학습효과 및 활용가능성을 분석했다. 온라인 블로그와 학교현장 수업을 통

합하여 학생들의 반성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설계한 결과 학습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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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수업효과, 무용흥미 유발, 반성적 자기평가에 의한 객관적 판단력 

함양, 다양한 학습콘텐츠 연계로 인한 사고력 확장,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수업에 대한 애착 형성이 일어났다. 학생들의 접근 용이하고 표현 수업의 

흥미과 학습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매체사용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정승혜, 정구인, 고전규(2011)는 고등학생들이 이전 교육활동을 통해 전통

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한 교과

에서 오는 두려움과 무관심, 동작의 반복과 순환에 따른 지루함, 수업시간 

때문에 존재하는 비실용적 교과내용 등 부정적으로 전통무용을 인식하고 있

었다. 또 전통무용은 사물놀이나 소고춤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이전의 교육

에서 전통을 접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으로 표현 영역의 올바른 교육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전통무용 수업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문

학적 접근과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실용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교과내용으

로의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수진(2009)은 인문계 고등학교 무용 수업 현황에 대한 분석하기 위해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체육과 연간 수업시수에 따라 무용 

수업을 실시하며, 남녀학생 구분하지 않고 저학년을 위주로 계획된 수업시

수에 맞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론수업에만 교과서를 활용하고 교과

서보다는 체육교사에 임의대로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이론보다

는 창작, 실기수업 위주로 성격발달, 창의력 개발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

용 수업을 지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무용 수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로 시설 부족과 체육교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을 꼽았다. 

윤지영(2008)은 고등학교 무용교육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어떠한 인

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교사의 측면에서 학교무용교육을 상세하

게 드러내주는 질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학생들은 무용 수업의 가치에서 

건강체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부분 이전 무용 수업 경험이 부족했

다. 교사는 저학년을 위주로 수업하고,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내

용을 선정하였으며,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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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의 목표, 내용, 평가방법의 불일치를 지적했고 교수학

습방법에서 감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능습득 위주의 수업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무용 수업이 변화해야함을 주장하며 예술무용 교육의주로 

운영되는 대학무용교육 변화도 함께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실기, 기능위

주의 수업이 실시됨을 알 수 있었고 학생들은 대다수 이전 표현 수업 경험

이 적은 것으로 보여 졌다. 수업 내용은 교육과정에 기초하기보다 교사의 

재량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과거 기능적으로 수업이 운영

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 창작 수업의 노력 나타나고 있으며, 표현 수업 실천

에 동료 체육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수업 내실화를 위

해 교수자료개발 및 교사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었다.

3. 표현 영역 지도의 내실화 시도

가. 문화예술교육 

2004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책의 발의로 예술강

사 제도가 본격화 되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도 하에 8개의 세부 장르 즉, 국악,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으로 나뉘어 선정하여 각 급 학교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예

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중 무용분야에서 선발된 예술강사4)는 4년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졸업생으로 일련의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 전형

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술강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무용예술강사는 무용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 

4) 이하 무용예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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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체육교과 내에 편중되어 교육되고 있는 

현 무용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무용예술강사가 처음으로 선발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으로 인해 무용예술강사 및 문화

예술교육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차원에서는 보장된 전문 인력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무용 수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무용예술강사는 정규 체육교과 내 표현 수업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토요동아리로 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 2,340개 1,061명의 강사가 파견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2016). 이로 인해 무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증가시키

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이지혜, 2010; 임소라, 박지원, 최상진 2017; 

정정현, 2010; 정지혜, 어희정, 이주옥, 2014).

이지혜(2010)는 무용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학교와 정

규 교과 내 무용교육을 하는 실시하는 학교에서 무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무용예술강사가 수업하는 중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현(2010)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중학교 무용 수업에 관한 교

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체육교사로서 무용교육에 대한 부담

감소, 학부모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예술성과 사회성의 신장, 그리고 학생들에

게는 질 좋은 무용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소라, 박지원, 최상진(2017)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용표현활동프

로그램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무용 수업 몰입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밝혔다. 

정지혜, 어희정, 이주옥(2014)은 예술강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창작무용 수

업에 대한 실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예술강사는 창작의 소통 과정을 원활

하게 하도록 개방적 수업분위기를 이끌었고, 학생들은 타 교과와 연계한 추

상적 표현을 보여주었다. 창작무용 수업은 일상의 경험을 표현하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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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모둠활동에서 나타

나는 갈등상황을 타협의 형태로 해결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무용교육은 

단순히 학교행사나 모방에서 탈피해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

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무용예술강사는 학생들의 표현 수업 만족감을 높여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육교사는 표현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무용예술강사로부터 좀 더 표현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전

문성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 학교의 관심이 높은 소수 학생들만이 전문성 

높은 표현 수업을 경험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나. 통합적접근 

표현 영역의 신체활동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통합적 접근의 필

요가 제시되고 있으며, 인문적 통합 수업 방법인 하나로 수업의 표현 영역 

적용 가능성을 보여 진다. 인문적인 무용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활발

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인문적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전인을 지향하며, 인문적 체육교육은 배우는 이를 전인

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육교육의 한 가지 노력이다.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기법적인 측면보다 심법적인 측면이 중

요시 된다. 기법적인 측면이 기술, 전술, 규칙 등 스포츠를 신체적으로 기능

적으로 잘하는 것과 관련된 차원이라면 심법적인 측면은 스포츠 안에 내재

되어 있는 정신, 안목, 전통 등과 스포츠를 잘 아는 것과 관련된 차원이다.  

학생을 전인(참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법적 차원을 넘어

서 심법적 차원까지의 입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심법적 차원에의 입문은 스

포츠의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측면들을 이해하고 체험함

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차원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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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인문적 지혜의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인

교육으로서의 체육은 인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최의창, 2010).

인문적 무용교육은 인문적 체육교육처럼 무용의 기법적 측면과 심법적 측

면을 모두 중요시하는 것이다. 인문적 무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로 수업 방법인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체험활동이란 무용을 잘하는 것 과 관련이 있고 간접체험활동은 무용을 잘 

아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간접체험활동은 무용의 심법적 차원에 대한 체험

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그 무용의 정신세계 속으로 입문하도록 이끈다. 문

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과 관련된 인문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무용에 담

겨진 이 같은 인문적 측면을 경험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 무용

에 연관된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거나 편집해오도록 하는 것, 무용영화를 보

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무용관련 소설이나 시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도록 하는 것, 무용을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 등 그 활동은 교사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의존하며 무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오현주, 2008). 

인문적 통합 수업의 방법인 하나로 수업 모형은 체육 교육에서는 많이 연

구되었지만 하위 영역인 표현 영역에 적용한 연구는 그 가능성에 비해 적다

고 할 수 있다. 중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수가 적어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김수정(201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나로 수업 모형을 민속춤 수업에 실

천하였다. 하나로 민속춤 수업은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전인

과 창의성에 다가가고, 전통 표현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학교 폭

력 예방 및 춤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교수 학습 모델로서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춤을 찾고 

즐기는 태도를 보였으며 표현 수업을 위해서는 동료 체육교사는 통합적 무

용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 의지가 갖춰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오현주(2015)는 서사적 통합 접근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무용창작수업에

서 서사적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창의

성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1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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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7차시 서사적 무용 창작수업을 실시한 한 결과, 무용창작수업에서 

서사적 통합은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신체

활동과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데 도움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성 교육의 기본 틀의 중요 요소를 무용창

작 교육에서 발견하였다. 무용 창작 수업에서 직접체험활동뿐만 아니라 다

양한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서사적 통합프로그램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지연(2011)은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표현활동 수업이 초등교사의 

표현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통합적 교육 방

법과 평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무용이 중심이 되는 

통합 교육과정의 방법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구안되어야 한다고 언

급했다.

이가영(2008)은 하나로 무용 수업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으로 일

반적인 무용 수업에 비해 무용능력 성취도, 수업 만족도, 창작능력 향상에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무용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풍부하고 무용에 대한 

전문성과 안목이 몸 속 깊숙이 간직되어 있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몸과 마

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제대로 된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박주영(2010)은 양적 접근으로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창작무용 수업

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하

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수업은 신체활동의 즐거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 접근으로 인문적 무용교육 방법인 하나로 수업은 표현 영역애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교육과정 상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를 충실히 달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그림 2]와 같

이 교수학습 방향으로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을 모두 강조하는 전인

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나로 수업모형과 

맥락을 같이하며 표현 영역에서도 직접 체험 활동, 간접 체험 활동 모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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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등 표현 영역에서 하나로 수업모형과 같은 통합

적 접근과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무용전공 체육교사

무용전공 체육교사와 관련한 연구 대상의 특이성으로 6개에 불과하다. 선

행 연구 목록은 다음 <표 7>에 정리하였다. 이 연구들은 무용교사 개인에 

초점을 둔 연구와 무용 수업에 중심을 둔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무용전공 체육교사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 교직 경험과 교사 사회

화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은정(2010)은 무용을 전공한 

초임 체육교사들은 임용교사 준비과정에서는 부족한 준비시간과 체육 전문

성을 쌓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초임교사로사 교과지도, 학급운영, 운동부, 

업무,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직전교

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림 1]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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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민(2012)은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충과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입문기, 과정기, 적응기 세 단계의 교직 

사회화 과정과 따라 분석하였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직업적 안정성을 위

해 체육교사로 접어들지만 체육실기 지도 부족과 무용전공자로서의 편견 등

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무용에 대한 그리움을 품으며 주변의 도움

과 배움을 통해 이를 이겨내는 것으로 보였다. 교사교육의 보완과 함께 교

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수업이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김현정(2014)은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삶을 주제로 생애사 연구를 실행하

였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하여 체육교사가 된 후 교과지도, 학

생지도,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동료교사들의 도움으로 극복해가며 학생

지도와 무용 수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교직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적용 가능한 교사교육과 함께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정체성을 찾고 있

저자(연도) 연구 제목 연구
방법

유지영(2006) 체육교사의 무용교육 교수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서울지역 중등학교 ‘무용을 전공한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양적

김보미(2009) 중등체육교사의 무용교육 수행과정 현황분석
: 무용전공교사와 체육전공교사의 대비를 중심으로 질적

이은정(2009) 무용전공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역할수행 질적

정소민(2011) 체육교사의 고충과 실천적 노력에 관한 인식분석 
: 무용전공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질적

김현정(2014) 무용전공 여성체육교사로서의 삶 질적

장서이(2017)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 및 요인 탐색
: 이방인에서 개척인으로 성공하기 질적

<표 7> 무용전공 체육교사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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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규 교과내 무용 수업 실천을 주장하였다. 

장서이(2017)는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밝히

고, 효과적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이방인, 적응인, 정착인, 개척인의 모습으로 나

타났고, 전문적 정체성은 체육능, 교육지, 무용심으로 형성 되고 있었다. 그

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무용전문성을 교육적으로 펼쳐내며 체육능, 교

육지, 무용심이 골고루 발회되는 개척인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전문적 정

체성의 모습으로 보았다.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특별한 강점인 무용전문성이 적극 발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용전공 체육교사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학교 

안팎의 관심과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학교 무용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무용교육에 중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유지영(2006)은 무용을 전공한 중

등학교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무용교육 교수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무용

교육을 위한 시설·환경 및 교과서 내용구성, 교사활동의 전문성을 설문 조

사 하였다. 연참여자들은 무용 수업에서 표현적인 신체발달에 목적을 두고 

한국무용, 스포츠 댄스 등 실기위주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

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신체활동과 창의적 수업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과 교사의 교류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보미(2009)는 중등체육교사의 무용교육 수행과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무용전공교사와 체육전공교사 나누어 면접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교사 각 개

인의 사례를 나열식으로 기술하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여부를 기준

으로 종합적인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내었다. 학교 무용교육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각각의 사례가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를 지닌다.

무용전공 체육교사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1편 이외 모든 연구들이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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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으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라는 특수

한 대상의 수업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교직 이전 임용준비

과정에서 체육전문성을 갖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교직 사회에 발

을 내딛고 나서도 교과지도, 학생지도, 행정업무에서 어려움과 갈등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교사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하는 노력

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표현 영역을 지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

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어려움 겪는 모습 또

한 찾아볼 수 있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표현 수업을 펼치기 위해 동료 체육

교사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동료 체육교사의 수업 및 자료준비까지 도맡아 

표현 수업을 실행하는 모습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내용들로 

그들이 현장에서 펼치는 수업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체육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표현 

수업을 실행하려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실행자체 어려움을 겼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현 수업 전문가로 기대되는 그들이 표현 수업

을 어떻게 진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밝혀내어 실질적인 표현 수업

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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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을 어떻게 가르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표현 영역이 효과적으로 교수되고 학습될 수 있는 올

바른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라는 특수한 집

단의 표현 영역 수업 경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이고 해석적인 틀에 따라 

수행되며 이러한 틀을 연구의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

공 체육교사들의 표현 영역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연구참여자의 시각을 

가능한 많이 신뢰하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Cresswell, 2012).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에 대한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김

영천, 2016).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표현 수업을 펼쳐내며 

마주하는 어려움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위와 같은 연구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주 연구 방법

으로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두

고자 하는 특정 사례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김영천, 2006). 사례연구에서 분석단위는 복합적 사례(다중 현장 연구) 

혹은 단일한 사례(현장 내 연구)일 수 있다(Creswell, 2012). 이처럼 사례연

구는 단일 사례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에 대한 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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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목적으로 하기에, 표현 수업 경험이라는 공통된 사례들을 가진 무용전

공 체육교사라는 특수한 대상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나. 연구의 수행절차

체계적인 연구 진행을 위하여 연구의 전 과정을 크게 계획, 수집 및 분

석, 결과 단계로 구분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8월 연구계획 수립부터 

2018년 12월 연구 집필 마무리까리 총 16개월간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

구의 절차 및 단계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연구수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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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계획 수립 단계(2017년 8월~2017년 10월)이다. 연구주제를 설정하

는 것을 시작으로 표현 영역, 무용전공 체육교사, 무용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형성하였다. 연구윤리교육을 이수

하고 IRB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기간에 맞추어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

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2017년 1월 ~ 2018년 10월)이다. 연구 참

여자는 유목적적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 수행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표현 

영역 수업경험이 있는 무용전공 체육교사 10명을 선정하였다. IRB승인 이

후 사전에 설계한 연구 절차 및 단계에 따라 개별 심층면담, 포커스그룹면

담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문서

를 수집해 자료를 보완했다. 다각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결과 단계(2018년 10월~2018년 12월)이다. 실행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 하였

다. 결론을 짓기에 앞서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

물을 바탕으로 본 연구 활동의 과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본 뒤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했다. 연구자의 확대 해

석이나 오해석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 분

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그리고 동료 간 협의의 방법을 활용했다. 수

집된 자료의 총정리와 함께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연구

를 마무리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 방법인 유목적적 표집법

(purposeful sampling)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Patt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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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와 Huberman(1994)가 제시한 16가지 표본추출전략 중 기준 표집 전

략(criterion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기간 사이에 무용전공생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중등 교원자격

증을 취득하여 현재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

교사 중에서 셋째, 표현 영역에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선정하고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연구참여

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8>에 제시하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무용경력은 처음 무용을 배운 시점

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표현 영역 수업 경험은 체육 정과 수업과 자유학

기제 수업으로 한정하여 그 대상을 선정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 

영역의 질적연구의 경우 평균 3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참여자 수를 확보함으로써 풍부한 경험들을 수집하

순번 이름 성별 연령 지역 교급 교직
경력

무용
경력 전공 학력

1 정배려 여 45세 서울 고등 19년 초2 한국무용 석사

2 김무용 여 43세 서울 중등 17년 고3 한국무용 석사

3 신열정 여 42세 경기 중등 17년 중1 발레 석사

4 박협동 여 42세 경기 중등 12년 중1 발레 석사

5 정한국 여 43세 경기 중등 11년 중3 한국무용 석사

6 이음악 여 39세 경기 중등 13년 초3 한국무용 석사

7 엄율동 여 37세 서울 고등 11년 유아 한국무용 학사

8 이가치 여 40세 서울 고둥 6년 초5 한국무용 석사

9 유배움 여 37세 경기 고등 5년 초5 한국무용 석사

10 강바름 여 30세 서울 중등 3년 초2 한국무용 학사

<표 8> 연구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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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술,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문제에 따라 표현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

체적이고 현실적인 표현 영역 수업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직 

경력을 가진 10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중등 체육교사의 성비를 보

면 남성이 월등히 많지만 무용전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3. 자료 수집

가.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주제 대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연구

에서 필요로 하는 심도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용의하다. 따라서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심층면담이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방법

이다. 심층면담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

행하되 참여자의 답변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허용하고 자

유식 면담의 비예측성을 줄일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다

(Patton, 2005).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작성한 면담 가이드를 중심으

로 면담을 이어가며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

나친 융통성을 배제할 수 있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문제에 따라 표현 영역 수업 경험 및 어려움, 해결방

안, 교수방안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면담을 실시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

여자 당 1회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메신저, 이

메일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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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은 피면담자가 면담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면담 

시에는 현장노트를 활용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면담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음성녹음 기능으로 녹음하

였다.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전사하는 작업을 거

쳐 보다 진실한 원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세부일정은 IRB승인이 끝나는 시점인 2018년 2학기 중 연구참여자의 상

황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공식적인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당 각 1회, 매회 

범 주 내 용

표현영영
수업경험

Ÿ 표현 수업을 실행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업이 잘 진행된 경험과 그 이유에 대서 말씀해주세요
 수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Ÿ 표현 수업을 실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Ÿ 자신만의 표현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Ÿ 표현 수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Ÿ 표현 수업과 관련된 자료나 조연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표현 영역
수업

어려움과
해결노력

Ÿ 표현 수업 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Ÿ 표현 수업 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Ÿ 가장 효과적이었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Ÿ 현재까지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Ÿ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해

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Ÿ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 실 수 있을까요?

표현 영역
교수학습

방안

Ÿ 표현 수업을 잘 가르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Ÿ 표현 수업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Ÿ 체육 선생님들이 표현 수업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세요?
Ÿ 무용을 전공하지 않는 체육교사가 표현 수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Ÿ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표현 수업을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Ÿ 현재 표현 영역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 9> 심층면담 주요 내용



범 주 내 용

표현 영역
교수학습

방안

목표
Ÿ 표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하시나요?
Ÿ 표현 수업 시 가르치실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 하

시나요?

내용 
Ÿ 표현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Ÿ 표현 수업에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Ÿ 현재 표현 영역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

Ÿ 표현 수업을 잘 가르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
요?
 나만의 노하우 중 일반 체육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일까요?
Ÿ 일반 체육선생님과 함께 표현 수업을 실행한다고 하신다면 수

업을 어떻게 구성하실건가요?
 수업 처음에서 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 10> 포커스그룹면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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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12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공식적인 면담 이외에 연구자가 꼭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나. 포커스그룹면담

연구문제 3번에 해당하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 수

업 실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면담을 실시하였다. 각각 다른 수업환

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심층면담으로 부족한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의 다

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포커스그룹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포커스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

다. 포커스그룹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심층면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실시하

여 표현 영역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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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문서

본 연구에서 학교 현장의 맥락에서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실시하는 표현 

영역 수업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면담과 관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현지문서를 보완 자료로 활용했다. 현지문서로는 교육과

정 계획서, 단원계획안 및 교수학습계획안, 교수학습자료, 학습활동과제, 수

업사진 등을 수집했다. 또 일부 연구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는 체육과 표현 

수업 연구회에서 표현 영역 수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동의하에 

회의록 및 공유 자료를 제공받았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수집된 자료는 Cresswell(2012)이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의 방법에 따

라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단계인 ‘자료 관리’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적절하게 텍스트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층 면담과 포커스그룹면담의 자료는 면담 직

후 한글 파일로 전사했다. 현지 문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

로 관리했다. 이처럼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 날짜별로 폴더를 생성하며 연

구참여자의 성함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암호화된 연구자의 개인 PC에 저장

한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 <표 11>와 같이 부호화 하여 관리

하였다. 

두 번째 단계‘반복적 읽기/메모하기’는 전사본을 여러 번 읽은 후, 전체자

료를 파악한 상태에서 면담전사본, 현지문서 등에 분석적 메모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출력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요 단어나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라벨지에 주요 주제어를 기입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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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료의 파일에도 떠오르는 생각이나 핵심적인 개념을 한글과 pdf 프

로그램의 메모기능을 활용하여 기록했다. 

세 번째 단계인‘기술/분석 해석’은 이전에 단계에 기초하여 코딩과 범주화 

그리고 주제, 개념 등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연구자가 본 것을 사실대로 세

세하게 기술한 후, 초기 코딩을 비슷한 범주나 주제로 묶으면서 자료의 필

요 유무를 분류해내고 자료를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자료제시 및 시각화’는 연구 결과를 텍스트, 그림, 비교표, 

매트릭스, 가성이나 명제 진술, 은유 등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전체 자료

를 통해 얻은 귀납적 분석의 결과를 글, 표, 그림의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며, 자료의 함축적인 

제시를 통해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간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5.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 중 다각적 분석(triangulation), 연구 참

여자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의 세 가지 전략

을 활용했다.

연구참여자 자료수집방법 날짜 회차

교사이름
(가명)

심층면담 I

yymmdd N포커스그룹면담 F

현지문서 D

<표 11> 자료의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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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검증법이라고도 불리는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은 여러 출처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자료를 서로 비교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론적 차원으로는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교육

부 보도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 자료를, 실제적 차원으로는 심층면

담, 포커스그룹면담, 현지문서 등을 포함한 다각적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서 자료와 현장 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했다.  

연구 참여자 검토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진실도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동료 간 협의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료 연구자들과의 지속적 협의

를 통해 연구의 방법적, 절차적,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함께 해석하며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

다. 전문가 그룹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실의 스포츠교육학 전공자이

자 무용전문가로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박사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연

구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보했다. 전문가 그룹의 정보는 다음 <표12>과 같다. 

  

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홍연구 37 여 대학 연구교수 체육학 박사

박심성 37 여 대학 강사 체육학 박사

박소양 34 여 대학 강사 체육학 박사

권향유 33 여 대학 강사 체육학 박사

<표 12> 전문가 그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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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윤리

의미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결과를 보고 할 때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들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Creswell,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윤

리적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

하고자 했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알리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어떠한 부당한 결과도 없을 것

임을 설명했다.

둘째,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연구 참여자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유도 질문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지 않았다. 

셋째,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할 때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실명 대

신 가명을 사용했고, 자료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재구성된 

이야기를 연구에 활용했다. 또한, 사진 등 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개인의 얼

굴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CITI 교

육 (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을 2017년 9월 

6일 이수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

ew Board)에 심의를 의뢰하여 본 연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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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영역 지도

가. 창작의 강조

우리나라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무용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왔

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2007 교육과정에서 표현활동으로 명

칭이 개정된 이후이다. 종목 중심에서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학교현장에서도 표현활동을 가르쳐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다.

활동으로 바뀐거야.  무용이었어 그전에는.  나의 휴직을 들어가기 전과 

후가 바뀐거야.  전에는 그냥 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안했

어.  그랬다가 남자 선생님들도 체육선생님들 해야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다가 2010년도에 내가 와보니까 뭐 교육과정에 전부 다 표현활동

을 1년에 1번씩은 다 해야되서 수행평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다

들 이제 집어넣기 시작한거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 선생

님들도 이제 표현활동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됐지.  

( 김무용 I-181002-1)

2007 개정교육과정이 2010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면서 김무

용 교사는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용이라는 체육교과의 하나의 

종목에서 표현활동이라는 5대 중요 가치영역이 되면서 체육교사들도 표현 

영역을 가르쳐야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예비체육교

사교육에서도 현직교사교육에서도 표현활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

한 교육과정을 마주한 체육교사는 표현 영역 가치의 전달보다는 접근하기 

용이한 종목을 선택하여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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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체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구요.  요즘 치어댄스도 조금 도전해보

시는 것 같아요.  치어댄스 요즘 대나무춤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는 것 

같고 스텝박스 이정도가 체력하고 표현활동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것들

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표현활동으로 봐야되나 솔직히 그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접근을 조금 하신다는 거 정도.  
( 박협동 I-181010-1)

박협동 교사를 비롯 연구참여자들은 체육교사가 많이 실시하는 표현 수업

으로 음악줄넘기, 창작체조, 티니클링, 치어리딩 등을 꼽았다. 탈춤과 같은 

전통표현이나 현대무용 등 무용적 성격이 짙은 종목의 지도가 어려운 체육

교사에게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표현 영역 수업이 

실행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 수업

이 표현의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며 기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그런 음악줄넘기나 그런 것도 대부분 아이들한테 모둠 짜서 짜와라 선

생님은 아무것도 시범을 보이 않고 하지 않고.  조금 열의 있는 선생님

은 동영상을 찾아서 틀어준다거나 요정도고 본인이 직접 어떤 표현을 

해보는 거는 또 안하시더라구요.  

( 엄율동 I-181004-1)

근데 일반 체육선생님들 그게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줄넘기 그냥 음악하나 선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

춰서 대형변화 몇 개 하고 몇 가지 동작 넣고.  사실 그게 말만 주제를 

넣을 뿐이지 굉장히 기능적인 거잖아요.

( 유배움 I-181003-1)

엄율동 교사는 학생들이 순서를 답습하는 수업에서 표현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말했고, 유배움 교사는 주제를 넣은 음악줄넘기 수업도 기능적인 것으

로 보고 있었다. 체육교사에게 최선의 수업이 무용교사에게는 표현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음악 교사처럼 무용

전공 체육교사도 기능중심 종목으로 표현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표현의 가

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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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줄넘기가 표현활동에 들어가 있긴 한데,  오

리지날 백퍼센트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약간 건강활

동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 이음악 I-181005-1)

그렇다면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추구하는 표현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무

용전문교육을 받으며 끊임없는 기능을 연마하여온 이들은 누구보다 기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임에도 기능적인 수업보다는 오히려 창작의 과정

이 담긴 수업을 의미 있는 표현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은 제일 잘했던 거는 솔직히 지금처럼 체육으로 체조로 접근하는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창작움직임 수업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창

작움직임.  

( 신열정 I-181003-1)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그거를 인제 주제를 해가지고,  몸의 학교 했던 

그 프로그램 조금 응용해서 했었는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주어진 틀이 있거나 뭔가 그런 순서가 있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가진 

것들을 끌어내는 수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저도 즐겁고 애들도 되게 

즐겁고 . . . ( 중략) . . . 애들이 설문을 했을 때 다 좋았다라고 뭔가 새롭

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활동 이라고 내부의 것을 끌어내는 거.

( 유배움 I-181003-1)

연구참여자 중 가장 높은 교직경력으로 다양한 표현 수업을 시도했던 신

열정 교사와 교직 5년차의 유배움 교사 모두 표현 수업 중 스스로 만족스

러웠던 표현 수업을 창작수업이라고 평가했다. 창작 수업을 깊이 있게 실행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교사들도 앞으로 해보고 싶은 수업을 

창작수업으로 꼽았다. 

유배움 선생님 했던 거,  그거를 진짜 나 해보고 싶었거든.  우리삶이 

춤이 된다면.  그것도 접근하려면 어찌됐건 간에 애들한테 어떤 몸의 

움직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던지 이런거의 즐거움을 갖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학교에서 환경이 안되고.  

( 정한국 I-181008-1)



- 51 -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에서 창작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 영역의 목표는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수행하며 심미적 안목을 갖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표현의 다양한 양식과 문화를 심미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몸의 움직임과 원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다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표현 영역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수업이 창작과정이 포함된 수업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요즘 선생님들이 하는 표현활동도 하나 같이 엄청 기술적인 면을 요하

는 것 같은 느낌? 그니까 우리 음악줄넘기 얼마나 난이도 높은 거 들

어가나 얼마나 잘 맞추나 이런 것들로 . . .  제가 했던 그런 수업들은 

우선은 자체는 걔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 그 

자체.  스스로.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

로. . . ( 중략) . . . 애들이 뭔가 조별로 할 때도 더 자유롭게 더 많이 표

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같이 감상하면서 또 심미안을 기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런 상태에서 인제 애들한테 좀 더 난이도

를 가르치고 좀 더 고급기술을 가르치고 좀 더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지 처음부터 막 기술만 가르치면 약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 유배움 I-181003-1)

예전에는 동작을 예쁘게 하고 동작을 크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이

러한 기능 위주의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애들이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게,  기능 위주의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그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서로 소통해가면서 갈

등이 일어나고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그러

면서 수업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협동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역량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은 오히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협동 I-18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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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움 교사는 ‘기능적’이 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 중요시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심미안’을 갖는 표현 수업을 하려했다. 박협동 교사

는 학생들이 동작을 잘하는 ‘기능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만들어내

는 과정’에서 ‘배려’, ‘존중’, ‘협동’을 배울 수 있는 ‘과정’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기능을 답습하는 수업에서는 쉽지 않은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을 아름다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창작수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통, 협동, 배려 등을 자연스럽

게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글쎄 뭐랄까 애들이( 웃음)  하고 싶었던 것 한번 해보는 시간 인 

것 같아요.  그냥 애들만의 이야기들이나 사고를 한번.  얘네들이 생각

할 수 있는 폭 이라는 게 여기라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애들도 

저마다 다 틀려요.  확장시킬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거든

요.  그거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잘한다.  창의력 뛰어난다 걔가 또 훌

륭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걸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좀 그 안에서도 인제 서로 일단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풀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지가 않으니까 애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관람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하긴 

했지만 남들이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구나 그런 기회가 제

공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은 오히려 막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거 보다 친구가 하는 거 보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 이가치 I-181005-1)

이가치 교사는 표현 수업이 학생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시간으로 

친구들 만든 것을 관람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이라 말한다. 창작 수업

을 통해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확장이 발

생하고 공감능력이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교과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표현 수업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능

력을 기르는 공동체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창작과 감

상이 포함된 수업이 이를 잘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물을 다르게 보는 눈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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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소중

함? 지방마저도 뱃살마저도( 웃음) , 아이들한테도 ‘너는 소중한거야’ 라

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지고 그리고 

원스텝을 시키면 다 모델이에요. . . . ( 중략) . . . 표현활동에는 시작은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넌 진짜 예술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하면서 씩 웃지만 그래서 표현활동의 좋은 점은 

완전히 새로운 면으로 자기 몸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

는 거.  그게 모둠이면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자신감을 주고 . . . ( 중략) . . . 표현활동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요소이

죠.  왜냐하면 먼저 스매싱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막 난타치면서 막 

아름답다 생각하기가( 웃음)  어렵지 않을까.  

( 신열정 I-181003-1)

자존감이 낮았던 친구들도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좀 알면서,  또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나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를 표현 할 수 있

다 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

가 되었으면. . . ( 중략) . . . 나는 체육을 못하나봐,  다른 애들한테는 쟤

는 체육 못하는애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어 쟤가 이러면서 와 진짜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이러

면서 이 애 의 자존감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표현 수업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친구나 아니면 항상 

쑥스러워하는 친구인데,  그 부분을 한번 탁 건드려 주면은 애가 자기

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수업을. 　

（강바름 I-181004-1)

신열정 교사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수업의 시작은 학생

들의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체육의 다른 가치영역보다 이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이 표현 

영역으로 보았다.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성적 성숙이 급속도로 성숙하며 

변화를 겪는 시기로 자아정체성 형성이 중요 발달 과업로 여겨진다

(Erikson, 1968).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바르게 인식하는 일은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표현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를 깨닫길 원했다. 강바름 교사는 몸으로 자신을 표

현하는 경험이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표현 수업을 

이끌었다. 이처럼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표현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가치는 기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자존감. 협동, 배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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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를 잘 실현 될 수 있는 해답을 창작

의 과정(창작 발표 감상)이 포함된 수업에서 찾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용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그들은 창의적 표현을 잘 펼쳐내고 

있을까. 

나. 영역별 지도

1) 스포츠 표현 : 창작이 어려울 때

2015 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스포츠표현, 전통표현, 현대표현

으로 중역역을 나누어 이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표현

이 새롭게 생기면서 체육교사의 표현 영역 접근이 쉬워진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류성근(201)은 중학교에서 스포츠표현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다며 말했으며, 연구참여자들도 스포츠표현으로 창작체조, 리듬체조, 치어

리딩. 음악줄넘기를 많이 실행하고 있었다. 기본 동작을 알려주고 숙지하게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음악을 선택하여 순서와 동작을 구성하여 

연습하고 발표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창작보다 동작의 정확성, 모둠 

구성원 간 일치성, 대형의 변화, 완성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정한국 교사의 학교에서는 한 학년을 3명의 체육교사 나누어 지도하며 표

현 수업으로 다른 두 교사가 제안한 스텝박스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

료교사와 함께 동영상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창작을 가

미하는 형태의 수업이었다. 정한국 교사는 학생들이나 동료교사에게 순서를 

지도하는 것에 자심감을 보였다. 

기본 10동작 가르쳐주고 그거 가지고 애들이 창작하게 하는데 인제 제

가 어떤 동교과 선생님들 보다 장점은 박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스텝

을 금방 익혀서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인제 아무래

도 대형 같은거는 애들이 인제 애들이 가지고 오면 봐줄수 있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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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 . ( 중략) . . . 신규교사였거든요 두 명 다.  스킬 방법도 전체 놓고 

스텝만 가르쳐라,  스텝만 가르쳐라,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모아

서 스텝을 확인해라,  우리가 이제 무용에서 배웠던 방법이죠.  그러니

까 우릴 보고 따라하게 한 시간 하고,  왼쪽 오른쪽 연습하고,  음악에 

맞춰서 계속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몇 명씩 정확하게 스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 정한국 I-181008-1)

정한국 교사는 음악줄넘기, 창작체조를 지도하여 학생들을 스포츠클럽에 

참가시킨 경험이 있고 평가를 하지 않는 종목으로 댄스스포츠도 가르쳐 보

았다. 학교 댄스동아리 학생들을 맡아 대회에 인솔하는 일도 맡고 있고 신

청학생들을 모아 축제 때 난타 공연을 올린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잘 되었

던 표현 수업을 질문했을 때 정교사는 만족스러운 수업이 없다고 했다. 

연구자 :  그 했던 표현 수업 중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잘 됐던 

거 선생님 좋았던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해주세

요.

정한국 :  내가 좋았던 거 별로 없어 아직도 나는 11차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표현활동을 해보지 못했어요.  

연구자 :  그럼 선생님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정한국 :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그 연수 우리 하는 모임( 체표연) 에

서  해봤던 어떤 움직임부터

( 정한국 I-181008-1)

정교사가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은 수업은 ‘체계적인 창작움직임’이었다. 

정교사는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성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의 특강을 매

주 들으러 가기고 하고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로 알게 된 표현 수업을 학교 

동료교사를 상대로 해보기도 하였다. 본인은 부정하지만 표현 수업에 열의

가 있는 정교사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표현 영

역을 제대로 지도해서 무언가 끌어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

지만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빈 교실 하나 없이 운동장, 그늘진 주차장, 

여러 반이 함께 있는 체육관에서 보는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춘기 학생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교사의 열정만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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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대만큼 따라와 주지 않자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

며 동료교사와 함꼐 할 수 있는 스포츠표현에 집중하고 있었다. 

도전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어떤 음악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 .

( 즁략) . . . 어떤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잖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춤이라면 그냥 나도 잘 춰.  그냥 

가르쳐주면 돼.  그게 아니라 애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끌어내서 수업

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

면 어려운 것 같아요.

( 정한국 I-181008-1)

이음악 교사는 표현 수업으로 음악줄넘기, 치어리딩, 창작제조를 가르쳤고 

그 중 음악줄넘기 수업을 꾸준히 해왔다. 2학기에 진행되는 수업을 3월, 4

월 미리 지도하여 수업시작부분에 준비운동으로 기본동작 체계적으로 익히

게 하고 11월에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는 수업을 구성했다. 모둠활동도 

하나로수업모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구성원 역할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책

임감을 가지도록 했다.

처음에는 스텝을 기본스텝을 쫙 알려줘요.  그거를 3월 달에 알려줘요.  

2학기때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수업 시작 할 때 5분 길게는 10분 준

비운동처럼 운동장을 안 뛰고 줄넘기를 시켰어요.  스텝을 미리 해놓고 

항상 11월달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했어요.  줄 돌리기나 방향전환 

같은 거 나름 일반아이들이 하기 어려운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7월에 

비어 있을 때 미리 좀 해놓고,  11월 달에 바로 그냥 들어가버리죠.  

조장 역할이 있구요,  음악 담당하는 아이,  또 창작하는 아이,  조장은 

토탈이고 다 하는 거고,  연습시키는 아이,  인터넷 자료 같은걸 보고 

좀 새로운 거를 해주는 아이 영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에 기록이 한 명 있고.  기록이는 이제 매일 안무일지를 적게 했어요.  

안무일지를 연습일지죠 연습일지.  우리가 언제 어떤 걸 이만큼 연습했

다 그런 걸 인제 쓰게 했는데 , 쓴 거 보면( 웃음)  잘쓴 애가 얼마 없

어요.  작품은 나중에 보면 얼추 여차저차  오긴오는데 그런 아주 세부

적인 것 까지는 항상 기대는 못 미쳐요 사실.

( 이음악 I-18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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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악 교사도 정한국 교사처럼 스스로 표현 영역 지도가 부족하다고 여

기며 음악줄넘기 밖에 한 게 없다며 심층면담도 처음엔 부담스러워 했다. 

하지만 본인이 편해서 음악줄넘기만 한다는 이교사의 말과는 달리 면담 중

에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나누었던 창작수업에 도전해 자유학기제 발표회까지 

올린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작년에 이제 제가 포토댄스를 처음 보고서 아 저거 수업시간 때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하겠다고 공지는 했어요. . . ( 중략) . . . 그 

스포츠 관련 주제를 줘서 했고 그래도 한 게 아까워서 그 어떤 반에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 자유학기제 발표회 때 올렸어요 아주 간

단하게 1분 30초 정도에서 16카운트로 바꾸는거 한 바퀴 돌고나서 8

카운트로 바꾸는 거 까지 해서 간단하게 

( 이음악 I-181005-1)

발표회에 올린 것과 달리 포토댄스도 잘되지 않아 실망한 수업이라고 자

평 했지만 오히려 이교사의 창작 수업에 대한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두 교사 모두 스포츠표현을 꾸준히 지도한 것과 달리 스스로 만족한 수업

이 없다고 했다. 창작 수업 결과 학생들의 수행이 두 교사 모두 부족하다고 

느꼈고 정교사는 환경적인 요인을 이 교사는 학생 흥미요인을 우선으로 꼽

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게는 교사 자신의 지도가 부족해서라고 했다. 창

작 수업이 교사의 기대수준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 표현 

수업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스포츠 표현의 기

능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의 스포츠표현 수업은 같은 학년을 여러 체육교사가 나

누어 맡을 때 스포츠표현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스

스로 창작수업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스포츠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가 표현 영역에 흥미가 없다고 인식 경우에도 힘들게 

무용을 다가가기보다 스포츠표현으로 접근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순서를 알려줄 때 시범, 전습법, 분습법 등을 골고루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지도 하였다. 음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음악선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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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다양한 대형변화도 평가 구성 요인으로 

두고 있었다.  

2) 전통표현 : 춤과 창작을 융합할 때

전통표현에 속해있는 신체활동은 우리나라의 전통무용과 외국의 전통무용

이다. 외국의 전통무용은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이나 성비에 따른 역할문

제로 사춘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기 어려움도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은 한국무용전공자

가 다수인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 낼 수 있는 영역이

며 반대로 대다수 체육교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김무용 교사는 초임교사 시절 교육청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포크댄스 연수를 찾아가 배워 온 후로 외국의 민속무용 꾸준히 가르쳐왔다. 

하지만 전통표현의 가치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이 든 건 

우리나라 민속무용인 강강술래를 통해서였다.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강강술

래 지도하였고 체육대회에서 학년 전체가 춤을 추었다. 강강술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타 교과에서 두루 다루어져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학

생들은 민속무용을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 수업 시작도 힘들고 체력

적으로도 힘들었지만 학생들은 뜻깊은 경험을 기억하고 김교사에게 긍정적

인 피드백을 주었다.

마지막이 장관이었어.  원이 이렇게 반별로 8개 반이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마지막 퇴장하기 전에 이원이 하나의 원으로 크게 

다 원을 했어.  난 그거 하나의 의미거든.  우리 모두 하나.  이거 난 

이걸 되게 중요해. . . ( 중략) . . . 그때 애들이 썼던 보고서들이 있거든 

레포트 쓴 게.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걸 해야 하는 구나 왜냐햐면 그

전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좋아서 했

던거지 교육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했어.  그랬는데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강강술래를 한다고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런 걸 가르치느냐,  막 정말 싫었다 그러는데.  그걸 한번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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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 중독되고 자꾸 청청 청어엮자 그 노

래가 머릿속에 맴돌고( 웃음)  노래만 나오면은 내 몸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애들이 마지막에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수업은 후배들

한테도 꼭 배웠으면 좋겠다.

( 김무용 I-181002-1)

엄율동 교사는 전통표현인 탈춤을 융합수업으로 풀어냈다. 같은 학교 교

사들과 함께 실과 시간에는 의상을, 미술시간에는 탈을 만들어 학생들은 자

신이 직접 만든 의상과 탈을 쓰고 체육대회 공연에 임했다. 흥을 돋우는 동

작이 많은 탈춤에 학생들은 즐거움에 직접 만든 소품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

해 학생과 교사 모두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되었다. 

탈춤을 했었거든요.  이 학교가 체육대회를 운동회처럼 해요.  그래서 

학년별 퍼포먼스,  공연도 하는데 고등학생이 포크댄스를 하는 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남녀 학급에 공학이라서 그래서 남자애들도 

표현활동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탈춤을 기획해 본 적이 있

거든요.  그래서 1학년 8개반 전체가 탈춤을 했고 그때 또 이 학교 선

생님들도 열정적이셔서 통합수업 해가지고 미술 시간에 탈도 만들고 가

정시간에 바느질 뭐 해서 이렇게 조끼처럼 간단하게 만들었고. . . ( 중

략) . . .  그때 반응도 좋고 너무나 좋았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한

테는 졸업 할 때까지도 가장 자기네들이 인상 깊었던 경험이라고 이야

기를 하고.  또 가르칠 때에도 탈춤이 남자춤이다 보니까 워낙에 에너

지 넘치는 동작들이다 보니까 원래 표현활동 수업을 할때 남자애들 가

르치기가 어려운게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 

하는게 가르치는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탈춤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괜찮은 활동이었던 거에요.  오히려 여학생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점프도 

잘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 면에서 남자애들도 좀 해소가 될 만큼

의 활동이어서.

( 엄율동 I-181004-1)

두 교사의 경험에서도 힘들어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아 된 것은 체육대

회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춤추며 민속무용의 의미를 체험했기 때문으로 보

여 진다. 또한 탈춤은 연극, 무용, 음악적 요소를 골고루 담고 있는 민속무

용으로 통합수업에 용이한 신체활동이다. 한윤이(2016)는 탈춤의 국어, 사

회, 체육, 음악, 미술의 통합수업 가능성을 탐색했다. 또한 한국 민속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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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강혜진, 전윤

수, 2012). 

스포츠표현도 기능적이라 볼 수 있지만 전통표현을 기존의 전통무용을 순

서를 그대로 익히는 무용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또한 기능적이라 볼 수 있

다.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새롭게 움직임을 구성하기보다 기존의 순

서를 답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기능적인 전통표현도 창의적인 표현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김무용 교사는 동료교사와 함께 외국의 민속무용인 대나무 춤 티니클링을 

점프밴드로 변형하여 함께 지도했다. 같은 종목을 진행했지만 김교사는 주

제를 넣고 이야기를 만들어 표현하는 창작의 과정을 더하였다. 다른 결과물 

관찰한 김무용 교사는 이후 표현 수업을 함께 지도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세

세하게 동료교사에게 알려주게 되었다. 

완전 차이나.  작품 자체가 달라.  나 같은 경우에는 점프밴드 같은 거 

할 때 무용 우리 작품 짜듯이 주제 선정하고 내용 스토리 짜고 그 다

음에 그거에 맞는 음악 같은 것도 여러 개 섞어서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거 연습해갖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내 꺼

는 뭐나면 주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딱 보면은 하나하나 되게 재

밌는 것들이 발상이 재밌는 것 들이 막 나와요.  학교 폭력도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사춘기며 무슨 뭐 아이 재밌어.  여행을 떠나요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 진짜 기차를 타고 여행 하는데 섬을 가가지고 

뭐 하여튼 되게 재밌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른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스토리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걸 안 가르쳐렸더니,  작품

이 아주 단순한 그런 단순하게 점프만 하고 있어 애들이.  

( 김무용 I-181002-1)

발레를 전공한 박협동 교사는 잘 되었던 수업으로 부채춤을 꼽았다. 이전 

표현 수업 창작 과정에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경험한 박협동 교사는 기

능적으로 진행되던 부채춤 수업을 예술강사 함께 수정했다. 기초 동작을 알

려 준 뒤 주제나 대형 등 한 두 가지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스스

로 순서를 구성하고 연습하게 했으며 결과물을 매시간 발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상을 통해 다른 모둠과의 차이점을 발견하며 무용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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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도록 지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들의 창작물을 더 발

전시키는 반성적 무용 수업이 되면서 표현 수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

고 박교사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방송댄스를 재구성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었거든요.  따라하는 것도 재밌

었지만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창작과

정을 좀 더 집어넣었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참여도도 높고 또 완성도 

높은 작품도 나오구요.  그래서 그거를 부채춤에 접목시켜서 예술강사님

을 모셔다가 부채춤 동작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수업 디

자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창작해낼 수 있게 아이들한테 소스를 주고.  

아이들은 모둠별로 그 동작을 가지고 대형이라던지 아니면 다양한 움직

임 구성들을 이용해서 변형시키는 그러한 창작 재구성 부채춤을 재구성 

한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들만의 부채춤으로 만들어내는 수업

을 했는데,  너무 전공자들만큼이나 높은 완성도 있는 부채춤 작품이 

나왔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결과 설문 받았을 때 방송댄

스하고 또 부채춤하고 움직임 차이도 아이들이 잘 찾아내고.  또 아이

들이 언제 부채춤을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학교에서 부채

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해줘서 아

주 흥미롭게 수업했던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인제 한국

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고 재밌게 

부채춤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다음에 부채춤 수업을 

또 시도해 볼려고 자신감을 얻었던 수업이기도 해요.

( 박협동 I-181004-1)

류성근(2018)의 연구에서 전통표현이 극히 미약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지

만, 무용전공체육교사는 학교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전통표현을 통해 발휘하

고 있었다. 수업은 춤의 순서를 알려주고 습득하는 고전적인 수업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창작의 과정이 더해질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전통표현수

업은 2015개정 교육과정 특징인 자유학기제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융합수

업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통표현은 연구참여자가 학생들에게 ‘한국 

춤의 정서’를 느껴보게 하고 싶은 교육적 열정이나 혹은 체육대회나 예술제

에서 발표할 환경적 요구에 의해 지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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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표현 : 창의성에 도전할 때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현대표현의 신체활동 예시로는 현

대무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재즈댄스, 힙합댄스 등이 있다. 좀 더 창의적

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현대무용 혹은 창작무용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했다. 

유배움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표현 수업을 지도할 자신감을 

얻었다. 발령 첫 학교에서 리듬체조를 수업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표현 수

업 지도에 대한 배움의 갈증을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풀었다. 함께 연수에 참

여하며 아이디어를 얻었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만난 고경력의 교사의 지지

에 옮겨간 첫 학교에서 용기 내어 표현 수업을 시작했다. 

주제를 정해 가지고 뭐 존중이라던가 연결이라던가 뭐 신체부위별 탐색

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라는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표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 수업이

었는데.  음 그런것들이 한국무용 같은 경우 부채춤 전통무용의 춘앵무 

살풀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신체로 표현하게

끔 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순서를 주진 않았어요

( 유배움 I-181003-1)  

유배움 교사의 수업은 어떠한 순서를 주지 않고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만

들어 내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유교사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함

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Matter, J(2013) 의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연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표현해 사진으로 찍고 감상하면서 다른 모둠이 제

목을 붙여주는 활동이었다. 학생들의 작품 완성 후 원작과 비판적으로 감상

하는 시간을 가지며 심미안을 높여주었다. 유배움 교사는 이 과정에서 무용

보다 책임감, 공동체, 존중과 같은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다. 

유배움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다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나누었고 함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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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던 강바름 교사는 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수업에 적용

하였다. 몸으로 말해요, 글자 표현 등 다양한 신체 표현 활동으로 중학생들

이 몸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제가 제일 힘을 쏟아 부었던 거는 창작댄스였죠. . . ( 중략) . . . 거기에서

도 또 제일 재밌었던 그때 자음,  모음 몸으로 표현하기 그런 건 쉽잖

아요.  애들이 몸으로 일단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부터 일단 하다보니까 애들이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춤을 이제 조금씩 할 수 

게끔.  자신감을 먼저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 만드

는 거 몸으로 이야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넣었죠.  

( 강바름 I-181004-1)

정배려 교사는 연구수업으로 학교 숲을 활용한 창작무용 수업을 한 경험

이 있다. 학교 숲을 관찰하며 숲과 어울리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학생들이 

찾게 했고 여기에 표현요소를 적용하여 춤으로 만들었다. 정교사도 어떠한 

순서를 주지 않고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발전

시키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주제가 학교숲을 활용한 연구수업이였어요.  각 교과마다.  정원도 있었

고 나무도 있어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야. . . ( 중략) . . .  

이런 거에요 너네가 밥을 먹고 여기 산책을 할 때 어떤 걸 할 때가 가

장 좋을 것 같아 벤치에서 뭐할래 이러면 낮잠 잘래요 책도 봐요 장난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에요.  어려운 주제로 접근을 하면 사

실 힘들어 애들한테.  추상적인 움직임은 끌어오기가 힘들고.  거기에서 

인제 책을 보면 책을 보는 포즈를 하나 잡아봐 그러면서 춤으로 접근

을 하는 거에요.  춤에서 동작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에서 춤으로 

접근하는 거에요.  그걸 한번 천천히 해볼래 빨리 해볼래 저희들이 하

다보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달려 다니다가 멈춰봐 그러

면 딱 멈춰지고 그 다음에 슬로우해봐 사실 그러면 춤이 되는 거잖아

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춤이 된다는 것을 느꼈던 거고 보는 사람도 다 알아 보잖

아요.  아 쟤가 뭐 하는 구나 이러면서 학교 숲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

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 정배려 I-18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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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움직임과 창의적인 사고를 펼치는 수업을 위해 현대표현 수업을 

시행하였으며 움직임의 재료는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움직임에서 발전시키는 

방식이었다. 특정한 동작의 반복적인 습득 없이 학생들이 탐색한 움직임으

로 춤을 구성한 현대표현 경우 감상과 함께 관람자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일상적인 것에서 움직임의 소재를 찾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수

업에서 공동체, 존중, 배려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자유로운 표현만큼 중요

하게 여겼다. 

다. 즐거움 자각

1)　춤 출 분위기 만들기

청소년 기간 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급속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성장

을 이루며 사회성을 함양하게 되는데 특히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크

게 의식한다. 또래인 친구 앞에서의 발표를 어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성장과 변화로 몸으로 발

표하는 표현활동은 더욱 부담스러워한다.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춤,  무용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

니다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거기에 음

악을 듣고 나오는 데로 너희들이 춤이 나오는 데로 그렇게 한번 해보

자라고 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죠.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고 애들

한테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네 그렇게 딱 자기

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킥킥거리면

서 웃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춤을 만들면서.

( 유배움 I-18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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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에 따라 적절한 신

체활동 선택하기, 과제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시범, 움직임의 벽을 낮추는 

활동이 있었다. 학생과 동료교사를 모두를 위해 적절한 신체활동 선택은 중

요했다. 표현활동은 춤 혹은 무용이라는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체조로 접근

하고 있었다. 신교사의 경우 체조로 접근해서 지도한 다음 이후는 창작체조

를 통해 창의적 표현을 이끌어 내는 방식을 취했다. 

체조 제일 접근하기 편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보통 창작체조라고 그러면 

누구나 대학 때하고 꾸미기체조 창작체조도 다 표현활동이거든요.  그거

에 대해서 창작체조도 엄청난 표현활동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체조하고 나머지 20점은 창작체조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

면,  보통 1학년들은 체조 수업을 한 학기에 많이 하니까 첫 번째 학기

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걔네들이 2학년 그다음에 됐을 

때 다양한 뭐 창작 움직임이라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창작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신열정 I-181003-1)

엄율동 교사의 경우 남학생도 흥미 있어 하면서도 무용적인 신체활동은 

남자체육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태보를 신체활

동으로 선택하고 배워 지도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남자 선생님들이 표현하기에 부끄러운 게 여성스러운 동작 이런거 길

레,  남학생들도 할 수 있고 남자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서

로 같이 즐길 수 있는 해가지고 태보를 해서.  태보는 물론 제가 복싱

을 하지 않았어도 동작에 대한 습득이나 이해가 그들보다는 빠르기 때

문에 동작을 배웠을 때 제가 훨씬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덜 했던 게 그래도 남자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 엄율동 I-181004-1)

김무용 교사는 리듬체조와 같이 도구를 사용하는 표현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접근이 쉬우며 학습자의 표현활동 경험이 적을 때 적절한 활동이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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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잘 됐던 것 같아.  리듬체조를 몇 학년이 했었나면 2학년이 

했었거든요.  내가 경험상 봤을 때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저학년으로 

가고 창작을 딱딱 한 그 다음에 3학년 됐을 때 무용 창작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애들이 도구를 일단 이용을 하면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리

듬체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잖아요.  공도 있고 후프도 있고 그 다음

에 공이랑 후프랑 곤봉도 있고 리본도 있잖아.  

( 김무용 I-181002-1)

이처럼 소도구를 활용 예는 여러 연구참여자들 수업 경험에서 들을 수 있

었다 발겨할 수 있었다. 박협동 교사와 정배려 교사는 부채춤, 엄율동 교사

는 탈춤을 통해 소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같은 이유로 신열정 교사와 강

배려 교사도 부채와 탈춤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대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표현 수업이 잘 되지 않았던 신체활동으로 

댄스스포츠를 들었다. 

제일 실패한 거는 스포츠 댄스.  처음엔 남자여자 손 안잡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었고.  남자여자끼리 손잡는 반도 있었긴 하거든요.  남자여

자 손잡기 싫다 해서 분리를 시켜놨는데,  여자애들은 정말 잘하니까 

몇 번 동작 딱 해주면 인제 앉아서 하고,  남자애들 차례가 되는데 얘

네가 습득도 안하고 받지도 않고 일단 발을 밟으면 거기 간에 복수를 

하겠다고( 웃음)  시작이 되고 이게 난리가 되니까 실제 45분 수업인데 

여자는 10분만 하고 35분 계속 앉아있게 되고 남자는 20~30분 수업

을 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갖고 좀 최악의 상황이 있어( 웃음)  

중간에 제가 솔직히 포기하고 뉴스포츠로 돌렸어요.

( 이가치 I-181005-1)

댄스 스포츠는 남녀학생 간 신체접촉 및 성비도 수업시간에 고려해야하지

만 특성 상 학생들이 흥미나 보람을 느끼기 힘든 신체활동이다. 학교에서 

보통 한 영역을 1-2개월 안에 배우고 평가 한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댄스

스포츠를 배우며 학생들이 춤추는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올

라야하는데 순서와 기능을 익혀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교사 연수 표현 영역에서 가장 많이 실시

되는 신체활동이 댄스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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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대상으로 직무연수로 내려오잖아요 댄스스포츠 많이 내려와요 댄

스스포츠가 의외로 많이 내려와요 

( 이음악 I-181005-1)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연수.  일정연수 때도 기억나는게 댄

스스포츠 했던 것 같아요

( 신열정 I-181003-1)

학습자가 춤추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생소한 영역인 표

현 수업을 시작할 때 과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설득적인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있었다. 신열정교사는 설명 시 신체활동의 장점을 전달하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발전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은 표

현 수업과 활동과제의 가치 전달하는 내용으로, 시작 전 충분한 설명 시간

을 가지는 것은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만들었다

한 두시간 정도는 새천년건강체조 자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한 30년간 운동을 했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 태권

도의 일인자,  탈춤,  한국무용 모든 체육계의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

이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작품이다.  너희는 이 6분짜리 운동을 하

루에 3번만 하면 아니면 하루에 1번만 하면 평생 어떤 운동도 안해도

된다.  그러면 벌서 아이들이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새천년건강체조를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와 안 할때와 표현활동을 애들이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예술적인 삶!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너

희는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삶으로 너

희 들어가보지 않겠니? 이럴 때 고등학생들은 그게 따라오더라구요

( 신열정 I-181003-1)

또한 학생들 앞에서 망가지고 ‘깨는 움직임’으로 시범을 먼저 보여주어 편

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 주었다. 

우선 내가 망가 져야지 그런 게 흘러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 군대,   

전쟁할 때 이런 표현은 어때( 동작예시)  하면 애들이 빵터지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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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되게 아이들이 어떤 상식을 깨는 움직임을 제가 한 번씩 보여줬

을 때 애들 생각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구요.

( 신열정 I-181003-1)

학습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춤추는 분위기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사가 목표로 하는 본 활동 시작 전에 학생들의 움직임의 벽을 낮추는 활

동들이 있었다. 강배움 교사는 본 활동인 ‘우리삶이 춤이 된다면’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움직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 줌과 동시

에 다양한 움직임을 탐색하게 만들었다.

창작댄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창작 작업을 우리는 무용 시작할거다 이

러면은 아무래도 거부감부터 들더라구요.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보니까 

창작댄스를 신청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무용을 춤을 춰야 되는 줄 

알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대다수가 부담을 갖고 오더라구요.  근데 저

는 그렇게 수업을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

테 인제 조금 다양하게 몸으로 게임을 통해서 몸으로 말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같은 거 애들이 일단 표현하는 거에 일단 쑥

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친해지는 몸으로 하는 미션같은 거 그런 것도 하

고.  이러면서 애들끼리 친해지면 그러면 창작댄스 수업을 나가거든요.  

( 강바름 I-181004-1)

다른 가치 영역에 비해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어 표현 영역이 생소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

은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

다. 

2） 발표하는 춤추기

연구참여자들은 표현 수업에서 발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게는 

수업 시간 내에서 크게는 체육대회나 예술제 무대까지 학생들이 수업한 내

용을 발표하는 경험을 가지게 했다. 수업 시간 내에는 매시간 활동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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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발표와 마지막 평가를 위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는 교육의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위한 목적 외에 자신감, 성취감 등의 가치에 뜻을 두고 학

생들이 춤을 발표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굉장히 많이 도움 받았던 게 무대에 올라갔던 경험이에요.  남 앞에 발

표하는 경험.  우리가 남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발표하는 거 책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자기 춤을 남 앞에서 발표

한다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거든요.  그거를 매시간 시켜요 애

들한테.  그럼 그 경험들이 결국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

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 다음에 이러한 성취함 이

러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협동 I-181004-1)

박협동 교사는 자신이 무용을 하면서 무대에 올랐던 경험이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도 자심감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 생

각하고 매시간 학생들이 만들어 낸 것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는 

차원에서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에 발표회 형식으로 평가를 가

지기도 했다. 평가를 위한 발표이지만 강당이나 체육관의 무대에서 하는 공

연형식을 선호했다. 이현주(2013)는 체육교사들의 표현 수업에서 ‘하기’위주

의 평가가 표현 수업의 목적 달성에 부족함을 말하며 문화로서 즐길 수 있

는 공연으로서의 평가방식을 제안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공연형태의 

발표를 통해 문화로 즐길 수 있는 평가로 실시하고 있었다. 

수업시간 내 발표 외에 체육대회나 예술제 발표를 위해 교과과정을 처음

부터 계획하고 표현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발표

를 계획하기도 했다. 

지금 2학년들은 계속 표현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이제 체육대회 

때 퍼포먼스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학년

은 학급별로 댄스를 발표를 해요.  

( 엄율동 I-18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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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율동 교사는 체육대회를 위해 탈춤, 포크댄스(외국의 민속무용), 태보, 

창작무용. 꾸미기체조, 창작줄넘기 등을 교과과정을 계획하고 지도했다. 엄

교사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체육대회, 예술제, 자유학기발표회를 위해 교과과

정을 계획할 때 발표에 적합한 신체활동으로 구성했다. 혹은 수업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좋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히 자유학기제 발표회 작품을 하고 났

는데 너무 작품이 괜찮은 거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유학기제 발표회가 

거의 노래나 뭐 춤이나 어떤 미술 전시를 하는 게 발표회였는데,  제가 

그때 창작수업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다고 반별로 이제 

한 팀 정도씩만.  제가 그때 전 1학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몇 반 빼고는 

제가 1학년 전체를 가르쳤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놀라

시더라요.  작품 너무 근사하니까.  맨날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부로 막 했던 것 같아요. . . ( 중략) . . . 그 반에서 A받은 모둠 중에 

하고 싶은 모둠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개별적으로 너희 모둠이 

A 받았는데 너희 할래라고 이야기 했을 때 거절한 모둠이 아무도 없었

어요.  애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거 특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전교생

앞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자기네 들도 거기에 대한 뿌듯함이 있는 

거에요.  

( 신열정 I-181003-1)

신열정 교사는 자유학기제에서 실시한 창작무용을 자유학기제 발표회에 

올렸다. 학생들의 결과물도 좋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보며 신교사 

스스로도 만족도 높은 즐거운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작 수업은 

‘맨날 놀고 있는 줄’ 아는 다른 교사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발표하는 춤추기는 평가와 반성의 기회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

우고 보람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숙란(2010)은 학예제나 발표회 행

사를 통하여 결과물을 보여 관리자나 타교과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에게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교사 자신의 보람도 느

끼며 학생들과 다른 교사 및 학교관리자에게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자신의 

장점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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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발표를 통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 무용을 즐기게 한다. 이

같은 표현 수업 발표는 평가를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발표

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 성취감 등을 키워주려는 목적이 더 높게 보였

다.

3) 안목을 기르는 감상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표현 수업에서 감상하기는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홍희정, 조미혜, 2009). 무용전공 체육교사 역시 감상하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업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감상은 전문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자신의 표현을 감상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 다른 사람

의 표현을 단순한 보기를 넘어 움직임 요소를 읽어내고 자신의 느낌 말하는 

감상하기를 통해 심미적 안목을 기르고 창작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상하며 

사고를 넓히는 기회로 여겼다.

처음에는 발표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말하기를 안했는데 어떤 계기로 했

냐면 수업공개 때문에 말하기를 시킨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

아내더라구요.  그 심리적 안목들을.  그래서 그때 저도 깨달은거에요.  

아 교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말하게 하니까 애들이 

다 찾아내는 구나. . . ( 중략) . . .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

고 모둠별로 작품을 재구성하는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대형이 변화됐

고 어떻게 구성이 바뀌었고 그 구성이 바뀐 게 너넨 팀과는 너네 팀과

는 어떤게 다르고.  그래서 잘 이루어진 구성은 어떤 걸까 이걸 찾아내

라는 평가를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건 심미적 안목을 관점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에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평가를 한마디도 나오

지 않았어요.  아 여기원형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안쪽에 들어가 있

다가 바깥으로 펴지니까 뭔가 불꽃놀이 같은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라는 평가를 아이들이 하더라고.  아 이게 바로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심미적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수업평가가 일치하는 그러한 수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까지

도 연계하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 박협동 I-18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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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협동 교사는 표현 수업에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감상하고 말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움직임 구성요소를 발견하고 그 차이에 따른 다른 느

낌을 찾아내는 것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적극적인 감상을 통해 심미적 안목

을 기르는 것을 보고 감상의 중요성을 느낀 박교사는 수업시간에 이러한 과

정을 포함시켰고 감상을 통해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고 발전하는 기

회를 제공했다. 

제가 그 때 사회자애들에게 멘트를 조금 팁을 줬거든요.  ‘여러분 이번 

작품 주제 궁금하시죠? 끝나고 한 번 맞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 보는 눈이 생긴다는거 ‘아~ 저거 뭘까? 저건 주제를 뭘로 해서 저

렇게 표현하는 걸까?’ 라고 해서 궁금해 하고 애들이 끝나고 주제 알아

맞히는 사람 그럼 애들이 소리질러요.  ‘뭘 것 같아요 뭘 것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애들도 집중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창의성.  창작.  애들

이랑 이야기할 때도 ‘선생님 그 작품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런 애

들 이런 수업 하지 않았으면 그 작품을 재밌어하지 않았거든요.

( 신열정 I-181003-1)

신교사은 학생들이 표현 수업에서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친구의 작품을 

감상할 때이고 이는 자신도 같은 수업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용과 

표현에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전문가의 발레공연이나 현대무용에서 감상을 

시작한다면 ‘보는 눈’을 기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동료들의 표현 

감상은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창작의 의도를 유추해내고 자신의 표현과 

비교해보는 과정을 가지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을 키우고 사고를 

확장하는 것에서 표현 수업의 중요성을 찾기도 했다. 

또 하나는 관람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하긴 했지만 

남들이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구나 그런 기회가 제공 된다

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은 오히려 막 유면한 사람이 하는 거 

보다 친구가 하는 거 보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 이가치 I-181005-1)

이가치 교사가 표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생각을 보는 ‘관

람’을 통해 사고를 넓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공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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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했지만 다양한 공연을 감상한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공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을 보았고 사회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

운 생각을 탐색할 기회를 표현 수업을 통해 주고 싶어 했다.

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서구의 무용교육모형에서도 우리나라의 표

현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수행. 창작, 감상이라 할 수 있다(최의창 

2011). 여기서 감상하기는 좁은 의미의 ‘보기’가 아닌 심미적 안목을 길러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나아가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감상이

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자신의 전공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 수업에서 넓은 

의미의 감상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어려움과 해결노력

가. 어려움

체육 교육과정 1/5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표현 수업은 

무용을 가르쳐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표현이 있듯이 다른 가치영역

에 비해 덜 가르쳐진다(안서하, 2018). 표현 수업 전문가일 것이라 기대되

어진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표현 수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스포츠를 선호하는 체육교사와 학생, 집중

을 방해하는 공간, 창작지도 자신감이 부족한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있었다.

1) 스포츠를 선호하는 체육교사와 학생

학년 초 체육과 교사들은 1년 동안 어떤 종목을 가르칠지 어떠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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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교과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한 학년 전체를 교사 한명이 담당하게 될 

경우 종목 선정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한 학년을 나누어 두 명 이상의 교사

가 맡게 될 경우 이음악 교사의 말처럼 표현 영역은 체육교사 ‘제껴놓고’ 

있는 수업이다. 

아예 할 생각을 안하세요.  별로 그냥 제껴놓고 하는 거에요 표현활동

은.  매번 빠져요.  여태 제가 근무했을 때 다 그랬어요 그니까. . .

( 이음악 I-181005-1)

저는 3년 있으면서 3년 내내 표현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해

요.  우선 첫 번째 갔을 때 그 선생님 메인 학년이면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생님이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선생님 좋은 거 한 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

내는 거고.  체육으로만 이루어진 수업할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 신열정 I-181003-1)

학교를 옮기는 첫해에는 표현 수업을 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 다는 신

열정 교사의 말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동료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을 기피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정소민(2011은)은 무용전공 체육교

사들이 선입견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고 했다. 체육교사가 표현 수업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참여자들도 이 같은 ‘무용’교사에 대

한 선입견을 경험했다. 

무용에 대한 편견이 별로 안좋아요.  우리 선배 선생님도 말하더라고.  

무용선생님들 오신다고 하면 일단 경험으로 접근을 하는거에요.

( 정배려 I-181002-1)

사실 제가 임용시험에서 실기부분에서 전체 1등을 해서 임용에 합격을 

하긴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선생님들 체육선생님들은 내가 무용을 전

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 박협동 I-181004-1)

연구참여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마주할 경우 표현 수업을 하지 않거나, 수

업을 더하여 표현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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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체육에만 더 매진하게 

만들게도 하였다.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 학생들이 표

현 수업을 경험할 기회와 더불어 표현 영역에 부족한 체육교사 자신의 전문

성을 발전시킬 기회를 선입견으로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다.

 

무용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분들도 꽤 있으

세요.  조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선생님을 만

났던 경험이 있는데.  우선은 학교를 옮기는 1년차는 조금 조심스러워

요.  좋은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작의 부담이 없는데 나쁜 그런 

체험만 있으면 그것도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 신열정 I-181003-1)

체육교사의 이러한 선입견은 무용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여자가 많은 교직사회에서 주류가 남성인 체육과 역할기대에서

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성’스러운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과거 학생부장, 

현재는 생활안전부로 대표되며 학교에서 남성적이고 궂은 일을 책임져주길 

기되되어 지는 체육과에서 부담스러운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할 수 없는 

표현 수업까지 함께 해야 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선입견의 벽을 넘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표현 수업을 실행하

기 위해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동료교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표

현 수업은 무용전공 체육교사에게 체육교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장서이, 2017). 경쟁 영역 스포으종목이 주

가 되는 체육 수업에서 표현 수업을 경험한 적 없는 동료 체육교사와 함께 

표현 수업을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시수보다 많은 수업을 떠맡

아 했다. 동학년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의 수업에 들어가 시범을 보이거나 수

업자료를 만들어주고 평가도 도와주며 수업을 더 하였다. 

박협동 :  하나는 동료 선생님이 무용 수업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선생

님이셔서 , 저는 무용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옆에 선생님은 못

하시고 그러면서 겪는 갈등.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연구자 :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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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협동 :  일단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수업도 같이 들어

가 드리고,  평가도 같이 해드리고 일단 그렇게 시작은 했었

던 것 같아요.  

( 박협동 I-181004-1)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제가 여기는 한 학년 전체가 16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 들어가서 했어요.  학년을 다 맡은건 아니었는데,  체육

대회 전에 제가 일부,  비공식적으로 ( 전체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수업

시간이 배가 됐죠.

( 엄율동 I-181004-1)

이렇게 표현 수업을 하고 싶은 연구참여자들의 열정을 발판 삼아 수업이 

넘어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라도 표현 수업을 하면 다행인 것이

다. 동료 체육교사가 무용을 꺼려할 경우 표현 수업을 내려놓고 다른 종목

에 집중했다. 교직사회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이 고년차로 갈수록 수업을 

더하는 형태는 적게 보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체육 다

른 영역의 수업과 평가를 함께 혐의 하듯이, 표현 수업도 동교사와 함께 수

업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스포츠종목 중심 체육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을 이끌

고 가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에서 표현 수업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

들에게는 체육시간은 밖에서 뛰어 놀고 싶은 수업인 것이다. 

유배움 :  표현 수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좀 더 체계적으로 끌고 

갈 때 아이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그냥 뭐 두 

세 시간 이 정도는 애들이 그냥 이 정도는 ‘우와’ 하지만,  8

시간 10간을 하려고 했을 때 빨리 축구하러 나가고 싶다 빨

리 피구하러 나가고 싶다 기존에 그 쉽고 재밌고 막 뭔가 몸

을 많이 쓰는 익숙한 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설

득하는 게 좀 가장 힘들지 않나 

연구자 :  그거를 없앨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유배움 :  그냥 당연히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애들이 좀 덜하겠

죠.  근데 옆반은 안 배우는데 우리반은 배워( 웃음) .  다른 

학년은 안 배우는데 우리학년은 배워 이러다 보면.

( 유배움 I-18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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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는 이제 인식이죠 애들의 인식.  아직은 애들은 볼 차고 노는 걸 

더 좋아하지 이런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에요.  

( 정한국 I-181008-1)

유배움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와 수업을 나누어 맡으며 표현 수업은 평가

에 넣지 않고 남는 체육시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입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과목인 체육의 평가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처음 한 두 번에 호기심에 참여하던 학생들도 시간

이 흐르면 평가에도 들어가지 않는 낯선 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표현 수업에 대한 동료교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혼자서 학생들의 인식

까지 부딪혀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정교사 또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표현 

수업을 더 하고 싶은 욕심을 접었다. 

학생들에게 체육시간은 신나게 뛰어 노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신

체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로, 체육교사 또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배우지 

못해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서, 당연히 경험해야하는 표현 수업을 열정적으

로 펼치고 있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고에는 두분 나랑 남자 선생님 계셨는데 ○○여고가 전통적으로 

무용을 했어요.  무용을 해서 한 시간은 무용을 하고 한 시간을 체육을 

했지.

( 정배려 I-181002-1)

 

여기는 너무 전통적으로 체육대회 때 공연처럼 해오던게 있으니까.  이

게 있다보니까.

( 엄율동 I-181004-1)

반면 전통적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과거 여고에서 전통으로 무용 수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는 의무교육과정인 중등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표

현 수업을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이어왔다면 학생들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

는 수업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 78 -

2) 집중을 방해하는 공간

표현 수업 어려움으로 환경적인 공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었

다(김보미, 2009; 김태희, 2009; 유지영, 2006). 무용실의 유무에 따라 학

습자의 흥미도에 차이가 나며 수업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

다. 학생들의 자유로움 움직임과 표현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음향의 문

제로 표현 수업 집중을 넘어 타 교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김태희, 

2009; 최진숙, 2009). 무용전공 체육교사도 공간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

다. 

중학교에 있을 때에는 교실에서 할 때도 있고 운동장에서 할 때도 있

고 없어서 거울도 없고 막 아무래도 공간적 제약도 크죠.  표현활동은 

더 집중해야 되는 수업인데 다른 반하고( 체육관에서)  같이 하다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이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 유배움 I-181003-1)

우선은 좀 장소가 마음에 걸리는데,  물론 장소가 없어도 주차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야외인데 그늘진 구석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도 수업

은.  솔직히 말해서 공간이 물론 중요하지만 없다고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장에 

꼭 선생님들 4교시 식사 하고 돌아가는 주차장이였거든요( 웃음) .  창작

하게 되면 어느 때는 막 앉아있기도 하고 모둠 별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왠지 누가 보기에 놀고 있는 것 같은.  저는 되게 모

둠별로 돌아가면서 지도하기 바쁜데 누가 돌아다니면 저기 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신열정 I-181003-1)

연구참여자들은 빈 교실이 있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

늘진 주차장, 복도 등 개방된 공간에서 표현 수업을 진행했다. 음향을 들고 

매번 이동하는 것이나 음향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학생들이 부

끄러워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야외에서 수업할 

경우 이를 지켜보는 타교과의 인식도 무시 할 수 없다. 공간을 찾아서 매시

간 공개수업이 되는 실외에서 수업을 이어가는 연구참여자들은 열정이 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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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라 할 수 있다. 부족한 공간은 표현 영역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무용

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적게 만들었다. 

일번이 공간!  가장 큰 건 공간이구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정도 30명이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내뿜고 감정이 전달되

고 이럴려면 그래도 교실 2칸 정도 2칸 이상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

는데 그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거죠. . . ( 중략) . . .

공간이 딱 있으면 내가 이걸 한 번 해보까? 하고 의욕이 생겨 그래가

지고 막 열심히 파고들어서 할텐데 공간이 없으면 에이 공간도 없는데 

이렇게 굳이 뭐 안해도 되는데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에요 체육 인프라가 공간에 인프라가 많이 생겨야 돼

 ( 정한국 I-181008-1)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여분의 공간을 찾을 수 없는 

정한국 교사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공간을 꼽았다. 창작무용이나 한국무용 

등 창작 과정이 들어가는 예술적인 표현을 지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정교

사이지만 공간이 없어 시도조차 못하고 음악줄넘기, 창작체조 등 실내가 아

니어도 되는 공간의 제약이 덜한 신체활동만 하였다. 스포츠 표현도 학생들

에게 의미 있는 신체활동이지만 무용전공 교사가 있음에도 현실상 쉽게 접

하기 힘든 현대표현 전통표현 등을 접해볼 기회를 공간의 제약으로 저지당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무용전공 체육교사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

고 발전시켜나갈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야외에서 혹은 남는 공간에서 표현 수

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무용 교사는 교직 17년차 임에도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지금이 처음이라고 했다. 초중고 실내체육관은 2016년 기준 약

60%정도이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

공단, 2016). 실내체육관조차 부족해 다양한 종목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운

데 무용실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이다. 표현 수업을 

할 만한 음향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이 부족은 현실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늘진 주차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움직이는 학생과 교사의 모습은 안타

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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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표현 수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떠맡아하기도 하며, 남는 시간에 혼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면담에서 연구참

여자들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창작지도 자신감이 부족한 무용교사

무용교육의 최종목적은 무용을 실행하고(수행), 만들어 내고(창작), 평가하

는(감상) 능력을 균형있게 갖추는 것 하는 것이다(최의창, 2011).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창작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육교사가 실

행하는 표현 수업은 ‘하기’ 위주인 경우가 많고, 창작과 감상은 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이현주 2013). 또한 창작의 과정을 거쳐야만 감상하는 눈도 생

기게 된다. 창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창작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부족이라 생각했다. 

우리 하는 모임( 체표연)  연수에서 해봤던 어떤 움직임부터 차근차근 

몇 차시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번에 신

규 선생님 우리학교도 5명 체육선생님인데 거기서 인제 해봤단 말이에

요.  학습공동체에서 그거를 인제 배웠던 걸 여기다 적용시켜서 해봤어

요.  근데 또 우리만큼 또 안돼. . . ( 중략) . . .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어

떤 음악을 써야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  가

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춤이라면 

그냥 나도 잘 춰.  그냥 가르쳐주면 돼 . 그게 아니라 애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끌어내서 수업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움직임 쪽으로 해서 창작

까지 갈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애

들한테서 이끌어 내야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던지 연수를 더 많이 

받아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게 되게 많아야 돼.  그런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많이 못하는 거다.  

 ( 정한국 I-18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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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국 교사는 창작수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나 공간 등 환경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학생들에 앞서 동료체육교사를 상대로 수업을 시연했으나 

잘 이루어지 않자 자유로운 움직임을 끌어내는 창작의 열망은 내려놓고 스

텝박스로 표현 수업을 선택했다. ‘가르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정교사는 자

신이 부족해서라고 했다.

한번 저는 진짜 창작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

까 뭐 동물표현부터 감정을 표현하거나 형태를 표현하거나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었고.  아 

이거는 내가 좀 욕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접었던 수업이 있

어요.  진짜 창작표현 하려다가. . . ( 중략) . . . 일단 제 수업의 체계가 좀 

이렇게 정돈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감정을 끌어

내려면 조금 단계적으로 뭔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던 것 

같아요.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체육수업을 가르치기는 쉽거든요.  

또 제가 배웠던 무용은 사실 스킬 위주잖아요.  이 일반 학생 대상의 

표현활동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

이 되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 엄율동 I-181004-1)

엄율동 교사는 이른바 무용엘리트 코스를 밟고 교생실습에서 보람을 찾아 

교사가 되었다. 엄교사가 보여준 체육대회 사진에서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

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무용을 전공했음에도 체육 지도

가 쉽다고 말할 정도로 엄교사도 창작수업의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진짜 창작 표현’을 하고 싶었던 엄교사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수업이 ‘단계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창작은 어렵다. 창작지도는 더 어렵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도 표현 수업 지

도법, 창작지도법은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무용전공자 시절 배웠

던 방법으로 창작을 이끌었다.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배웠던 무용 창작과정

은 주제를 정하고 음악을 선정하고 움직임을 구성하는 것 이였다. 전공자들

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긴 시간과 작업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을 무용

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해내기란 어려운 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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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체육교과서를 살펴보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이 과정을 창작

의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박협동 교사의 면담에서도 들

을 수 있다. 

박협동 :  초임 때 대학교 때 배웠던 창작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저희는 대학교 때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창작 수업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

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일단 주제 정해,  음악 정해,  그리고 

동작 짜.  그러다 중간 평가 피드백을 해주지만 아이들을 주

제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막연해 했구요.  음악을 선정하는

데 한 3-4주가 걸려요.  그리고 보면 저 대학생 때랑 똑같았

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음악 선정하는데 3-4주 걸렸거든

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막연하지 않았을까.

연구자 :  이게 잘 안되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박협동 :  대학교 때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대학교 때 

전공자로써 경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체계적으로 창

작수업을 저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무용.  이렇게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무용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 박협동 I-181004-1)

박교사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현 수업으로 초임교사 때 대학시절 자신이 

배웠던 창작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했던 수업을 꼽았다. 자신도 

체계적인 창작 수업 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았다. 교직경력 평

균 10년이 넘는 연구참여자들이 받은 무용교육은 주로 기능적인 수업이었

고 그들이 배운 창작과정은 ‘주제정해’ ‘짜와’ 였다. 이후 교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임용 후에도 학생들의 눈높이 맞게 창작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

우지 못한 것이다.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잘 된 수업을 기억하는 수업도 창작과정이 포함된 

수업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수업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끌어내는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창작 수업이었다. 스포츠 표현을 잘 

이끌어 내고 있는 교사들도 스스로 표현 수업을 하지 않는 다고 생각 할 

만큼 그들에게 창작 수업은 중요한 의미였다. 하지만 표현 영역의 전문가로 



- 83 -

기대되어지는 것과 달리 창작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원인을 자

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해결노력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을 하며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표현 수업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으로 관계, 열정, 

배움이 있었다. 표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동료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표현 수업 내용을 알려주고 체육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였다. 열정적으로 평

가 외 남는 시간에 수업을 홀로 수업했고 스스로 공간을 찾고 공간에 맞춰

서 신체활동을 선택했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공간을 얻기도 했다. 부

족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연수 참가하고 자격증을 따며 교사학습공동체 참

여 하고 스스로 수업을 되돌아보았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가하는 것 외에

는 표현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노력하는 특징을 보

였다. 

[그림 3] 연구결과 2. 표현수업 어려움과 해결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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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로 풀어가기

관계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표현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동료체육교사와 좋

은 관계 유지하기, 표현 수업 알려주기, 체육잘하기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관계!  무엇보다도 체육교사의 관계가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을 의지하고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어떤 

일도 그렇지만 학교 행정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가 

잘되야지 어떤 수업을 해도 서로 행복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 신열정 I-181003-1)

그 중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표현 수업 실행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

다. 체육교사들이 학생들과 관계를 우선시 하는 반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

은 동료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도움이 될만한 건 동교가 선생님들이죠.  이 나와 동교과의 마음이 얼

마나 맞는냐 관계가 좋으냐 이사람이 성향이 어떠냐 이런거가 제일 중

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안되면 아예 교과를 구성할 수

가 없어.  그게 일번인 것 같아요.  1학년이 세 명인데 찢어서 가르치는

데 세 명의 마음이 다 틀리다고 생각해봐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나

는 이 종목 하고 싶은데 난 못해 이런 식이잖아요.  교육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 만들고 새롭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함께 구성하는 건 동교과 교사인 것 같아요.  

 ( 정한국 I-181008-1)

이거의 가장 큰 핵심으 소통! 이에요 네 하고 싶은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안 되고.  그리고 또 같은 동학년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아니다 나는 못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은 안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좋은 

부장님이랑 다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하면은 그래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 해

주시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 강바름 I-18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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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중등학교에서는 학년을 나눠서 맡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한다. 같은 학년을 담당한 동료교사와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수

업운영부터 평가계획까지 함께 구성하며 수업해야 한다. 따라서 표현 수업

을 1년 교육과정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핵심도 동료교사와의 관계였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표현 수업을 실행하게 되더라도 동료체육교사 표현 영역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동교과 선생님하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새천년건강체조 한번 해보

자 해서 정말 지난주에 둘이 만나서 같이 했어요.  좀 자연스럽게 선생

님 어 5교시 없네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순서한번 찾아봐요 하고 그 

선생님의 메인 과정 선생님이긴 하지만 제가 다 수업자료 정리해가지고 

애들한테 프린트 할 거 나눠주고 

( 신열정 I-181003-1)

신열정교사는 학년을 함께 지도하는 동료체육교사와 새천년건강체조를 바

탕으로 창작체조를 구성하기로 했다. 11반 중 자신은 3반만 담당해서 메인 

교사인 동료교사가 정하는 수업을 따라가는 형태이지만 표현 수업을 하기로 

하면서 함께 연습도 하고 수업자료도 정리해서 공유했다. 

체육교사들은 표현 수업 실행에 있어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다(정상필 

2015). 정한국 교사의 경우도 평가를 어려워하는 동료체육교사에게 평가기

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동교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걸 봐야되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작의 일치성 하고 구성이 잘 되어있는지 그런 것들

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대형이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 대형가

지고 계속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구성이라던지 이런 것들.

( 정한국 I-181008-1)

김무용교사는 동료교사와 치어리딩을 신체활동으로 선택하면서 수업자료

를 줄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과 지도 방법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동료

교사가 처음 시도한 치어리딩 이지만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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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딩을 할 때 안내를 해줬댔잖아.  나는 그 선생님한테 안내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만약에 수업이 한 달이다 했을 때 1차시에는 뭘 

하고 2차시에는 뭘하고 3차시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내가 좀 알려줬어.  그랬더니 요번에 체육대회 때 발표 했댔잖아.  실은 

별로 일 줄 알았어( 웃음) .  그랬는데 보니까 잘 했더라고 내가 놀랬거

든. . . ( 중략) . . . 그 선생님이 잘 짠 거 보고선 그 조가 그 반 이 잘 

짠걸 보고서 안내를 제대로 잘 해주면 남자 체육선생님들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 김무용 I-181002-1)

앞서 밝힌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동료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어려움

을 겪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육잘하기가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배드민턴을 한 7년동도 치고 나니까 제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

데 더 좋았던 거는 지금은 저도 인정받는 거는 다른 체육선생님들보다

도 배드민턴 실력이 좋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른 체육선생님들도 저를 

인정해준다는 거.  무용을 전공했지만 체육실력도 뛰어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체육수업에 대한 노력을 하시면 더 관계 개선이라던지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박협동 I-181004-1)

박협동 교사의 말처럼 체육 실력을 동료 체육교사의 인정을 받으면 선입

견이 낮아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박교사처럼 배드민턴, 탁구 등 한 가지씩 잘하는 체육 종목이 있었다. 체육

잘하기의 방패를 들면 무용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열정으로 이겨내기

표현 수업 어려움을 열정으로 이겨내며 해결하고 있었다. 방법으로 홀로 

표현 수업 열심히 하기, 공간찾기, 스스로 만족하기가 있었다. 이러한 해결

노력은 주로 무용실을 만들어주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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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움 : 고등학교 와서 무용실도 있고 뭔가 무용 수업을 해보고 싶었

는데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랑 같이 가는 선생님과 1학년을 

쪼개서 가르치니까.  아무래도 제가 수업은 하지만 평가까지는 

연결이 안되죠.  왜냐면 그 선생님 그 반을 내가 가르칠 수 

도 없고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제 이렇게 딱해서 평가까지 마무리하는 거 그건 안되고.

연구자 :  선생님이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신거죠?

유배움 :  네.

( 유배움 I-181003-1)

유배움 교사는 옯겨간 학교에 무용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 수업을 실시해보 싶었으나 동료교사의 지지를 얻지 못해 평가

가 없는 기간에 홀로 수업했다.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수업한 모습은 평가도 

하지 않는 수업에 세세한 지도안을 작성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 연구참여자 표현 수업 지도안 (유배움 D-181003-1)  



- 88 -

연구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표현 수업이 있는데 동료교사와 함께 지도하기 

힘든 경우 김무용 교사의 말처럼 남는 시간을 활용해 홀로 표현 수업을 열

심히 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춤을 가르치고 싶어.  근데 같이 하는 체육 선생님

이거를 싫어해서 이걸 넣지 말자 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잖아. 평가에

는 못들어 가겠지.  근데 평가 아니어도 학교 우리가 빡빡하게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중간중간 빌 때 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비오

는 날 있어 그럼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밖에서.  그러면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난 이렇게 해서 했어요.  평가는 할 수 없는

데 오히려 이때하면 뭐 레크레이션 같고 포크댄스도 그렇게 하고.

( 김무용 I-181002-1)

의도하지 않았지만 홀로 열심히 수업하는 모습은 무용실을 만들어 주었

다. 유배움 교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거울을 안무지도를 맡은 학교 뮤지

컬수업 발표회 후 가지게 되었다, 박협동 교사가 방과 후 수업에서 인근 무

용실까지 빌려가며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에 무용실을 만들어주었다.

유배움 :  교장 선생님한테 거울을 요청해가지고,  중학교에 거울있는 

교실이 두 개가 생겼어요.  물론 나는 떠났지만( 웃음) .  그때 

느낀 게 아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뭔가를 하고 해야 효과적

이구나.  발표회까지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연구자 :  발표했더니 학교에서 거울을 달아주셨다?

유배움 :  말은 해준다 해준다 했었어요.  근데 안됐었는데 발표회까지 

성공적으로 끝나고 요청을 하니까 인제 착착착 됐어요.

( 유배움 I-181003-1)

환경적인 어려움.  제일 첫 번째로 환경적인게 안되니까 할 수 없지라

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용실이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학원에 

가서 빌려서 애들 방과 후 무용 수업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

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무용실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 박협동 I-181004-1)

하지만 무용실이 없는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마련

했다. 정배려 교사는 표현 수업을 위해 스스로 공간부터 마련했다. 그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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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사들이 좋게 봐주고 빈 교실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학교에 남은 공간이 

없을 경우 그늘진 주차장, 복도등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분배,  무용실.  고게 두 개가 참 힘들었죠.  제일 커요.  그니까 교

실 조그마한데라도 있으면 거울 없어도 할 수 있는데. . . ( 중략) . . .  그

러니까 본일들이 거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용 수업은 따라오지 않아 

내가 노력을 해야되요 샤뱌샤뱌를 하든.  ○○고 가서는 학교를 다 둘

러봤어 어디 무용 수업할 때 없나 이거부터 난 봐.  내가 찾아가지고 

( 정배려 I-181002-1)

실내체육관 사업을 신청해 올해 교실3칸 크기의 무용실을 얻게 된 신열정 

교사는 평소 학교 상조회장을 맡으며 학교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었다. 신교사는 학교 교직원과의 관계가 무용실을 마련해 줄 수 있

었다고 하지만 무용실을 얻기 위한 신교사의 발 빠른 노력은 표현 수업에 

대한 열정이 이뤄낸 결과였다. 덕분에 계획에 없던 표현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실내 체육관 신청 사업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거

든. 요 저 올해 교실 3칸짜리 실내체육 무용실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하고 싶어도 어떤 행정실 협조라던가.  남는 교실을 영어과 사회과 국

어과 누구나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체육수업에서 실내 체육관이나 무

용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어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체육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조금씩 다른 교과 선생님과 관계하고( 웃음) .  무용실을 얻기 

위해서 상조회장을 하는 그런 일이( 웃음) .  참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요.  교실 6칸을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 신열정 I-181003-1)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업과 학생에서 스스로 만족하기가 있었다. 

이가치 교사는 표현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문에 딱

히 다른 방법은 없고 수업 후 스스로 아이들을 보며 만족을 느끼는 게 크

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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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이어가고 안이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의 만족도 인 것 

같아요.  교원 평가 할 때 한 번씩 읽으면 애들이 그때 딱 느끼는 게 

얘가 뭔가 그래도 다양한 걸 해서 만족을 했나보다 수업에 관해서 그

런 거랑.  가끔 다른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그 수업시간에 애들

이 친구들에 관해 더 많이 아는 시간이 됐다고 그런 말 들었을 때 아 

그랬었나 보구나( 웃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 이가치 I-181005-1)

아이들 인 것 같아요.  체육수업하면 설문 받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였던 

말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무용 수업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체육수업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길르 들었을 때.  오늘 점심

시간에도 ( 동료교사들이) 여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정말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열심히 해요.  90분 내내 못쉬어요 안쉬어요 쉬는 시간 내

내 애들이 춤을 추면서 자기들 춤을 추는게 아니고 서로 같이 모둠활

동을 계속해요.  그게 얼마나 재밌으면 아이들이 할까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죠 그러면서 내가 이 수업을 안하면 안되겠구나( 웃음)  어

떤 수업도 여학생들이 90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수업이 거의 없

거든요.  ( 박협동 I-181004-1)

박협동 교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용전공 체육 교사들은 표현 수업

에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을 보며 만족을 얻는 것으로 표현 수업에 대한 어

려움을 스스로 해소하였다. 

체력고갈?(웃음)  어떠한 수업보다 체육수업보다 훨씬 힘들죠. . . ( 중

략) . . . 표현활동을 누가 내 수업을 대신 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 인 것 같아요.  장소도 아니고 동교과 선생님도 아니고 내 자신이 

표현활동에 대한 애정과 아이들이 이걸 함으로써 얻어 지는게 분명히 

있다는 교육적인 확신 이런게.  나 스스로 떨어지면 배드민턴이 훨씬 

쉽거든요 재밌고 탁구수업은요 제가 몇 번만 쳐주면 그냥 수업이 끝나

요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뭘 고민하지 않아도 누구도 다 재

미있어 하는 경쟁 스포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탁구장 

다 완성되어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할려면 교

육적인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 신열정 I-181003-1)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한학기 2개정도 작품을 나가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외워야되잖아요 그 준비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그 

과정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되요( 웃음)  배드민턴

도 반성적 수업으로 수업진행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일어나게끔 움직

임 루틴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 . ( 중략) . . .  적어도 한 90분 



- 91 -

블록수업이니까 90분 중에 준비운동 정리운동도 체력운동 항상 같이하

고 그 다음에 동작 알려주는 부분도 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30

분 이상은 뛰거든요( 웃음)  어떨 때는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굉

장히 부담스러워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할 때가 많아요

( 박협동 I-181004-1)

연구 참여자들은 체력적으로나 학생들을 이끌어나가는 면에서 표현 수업 

보다 일반 체육수업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신열정 교사는 ‘누가 내 

수엄을 대신’ 해줄 수 없는 무용 수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얻어지 

는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박협동 교사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수업을 지속했다. 이처럼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교육적 

믿음과 스스로의 만족감이 여러 어려움을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표현 수업을 

하게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표현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표현 수업 열심히 하기, 공

간찾기, 스스로 만족하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고 열정으로 이겨내

기이라는 공통된 의미로 도출되었다.

3) 배움으로 극복하기

전공자로 오래랜기간 춤을 추었지만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배

운 적이 없고 창작을 지도하고 싶어도 지도 방법을 모르는 연구참여자들은 

배움으로 표현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배움에는 연수, 자격증 

따기, 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기, 수업반성이 있었다. 배움을 통해 내용지식

을 배우기도 하고 교수지식법의 팁을 얻기도 하였다. 

엄율동 :  제가 탈춤을 어렸을 때 하기는 했지만 그 때는 우리가 예중

예고에서는 뭐 탈춤의 어떤 역사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막 

배우면서 하지 안잖아요.  그냥 작품 동작 외우기 따라하기 

이렇게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봉산탈춤 전수회 가서 배

웠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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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사설로 연수 하신 거에요? 

엄율동 :  네네 그렇게 배우고 거기에서 배운 동작하고 조금 응용한 동

작을 제가 짜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작품을 하

기 위해서 연수를 받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는 직무연수

( 엄율동 I-181004-1)

김무용 :  한국 포크댄스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방학때 일주일간 하는 

연수가 있는데 가서 연수를 들었어.  혼자.  혼자 신청해가지

고 어느 지방이야 어딘지는 기억도 안나는데 어느 지방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아침 9시부터 밤9시까지 포크댄

스 춤만 추는 거야.  

연구원 :  사비로요?

김무용 :  사비로

( 김무용 I-181002-1)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표현활동 내용지식을 쌓기 위

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고 있었다. 무용 전공과정 

거친 연구참여자들은 춤의 순서를 익혀 가르치는 데 능숙하다. 동영상 자료 

한 두 개만 있어도 이를 발전시켜 가르칠 전문성이 있지만 하지만 학생들 

수준에서 가르칠만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신체활동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모든 종목을 배울 수 없기에 현직교사교

육과정에서 여러 연수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 

영역의 경우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드물었고 교원대상으로 하는 연수

도 적었다. 그나마 열리는 연수는 학교현장 지도 시 연구참여자들이 실패한 

종목으로 꼽는 댄스스포츠였다. 이 같은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면담에서 들

을 수 있었다.

연구자 :  선생님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는 많이 있어요?

신열정 :  교육청은 아니고,  라인댄스나 댄스스포츠는 하계동에 있는 

교원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인정되는 기관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열악하죠.  그런거 소스들 거의 사비로 해서

( 신열정 I-18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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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으로 극복하려는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연수를 다니면서 배운 것을 바

로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수를 여러 번 많이 다니는 데도 수업을 해보지 않

으니까 듣고 그냥 흘려버리니까 내꺼가 되진 않더라구

( 정한국 I-181008-1)

표현 수업 노하우는 그건 거 같아요 많이 가서 배워보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변형하가지고 적용한거? 그러고 바로바로 적용하

는거? 까먹기 전에.  또 그 나한테 울림이 있는 연수 중요한 것 같아

요.  

( 유배움 I-181003-1)

열정적으로 연수를 다니고 배워도 학교에서 적용시켜볼 기회가 생기지 않

으면 표현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힘들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

하기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이 수업의 노하우라고 했

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단순히 수업 구성적인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관한 교육관을 담는 것과 관련이 있

었다. 같은 동작을 지도해도 교사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팔은 

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는 것에 목적을 둘 수 도 있고 모둠 

활동에서 다같이 동시에 팔을 들어 공동체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팔을 다르

게 사용한 모습을 관찰하여 창의성을 발견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연구자 :  연수에서 배워서 온 걸 선생님 나름의 철학을 담아서 확장해

서 하는게 선생님의 노하우다?

정배려 :  그게 오래가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잖아.  스스로 뭘 얻자

는거지 이런 거에요.   학급에 맞게 각 학급마다의 차이가 있

어요 왜 이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급의 문제를 파악

하여 활동 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학급별로 큰 맥락을 똑

같지만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좀 들썩들썩한 반 아이들한테는 좀 침착함을 갖기 위해서 잘 

관찰했다가 즉흥으로 할 때 했다가 그 순간을 딱 캐치를 해

서 그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걸 좀 해주고.  내 수

업의 타당성의 논리가 필요하고 교육철학.

( 정배려 I-181002-1)



- 94 -

연구참여자들이 배우고 싶은 창작지도법이나 학생들 수준에 맞는 무용 레

퍼토리를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연수는 적은 편이지만 여러 외부연수를 통

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었다. 

나아가 자격증 따며 표현 수업 내용 쌓기도 했다. 자격증을 획득하는 신

체활동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방송댄스, 다양한 연령층에 적응 가능

한 라인댄스, 체육교사와 함께 지도 가능한 음악줄넘기 등이 있었다. 이러

한 자격증은 학생들에게 표현 수업 전문가를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항상 연수를 꾸준히 했고 라인댄스상급 지도자 자격증 땄고 댄스스포츠 

상급 지도자자격증 땄고 방송댄스는 거의 서울 경기권에서 괜찮은 데는 

거의 다 많이 돌아다녀봤고. . . ( 중략) . . . 연수도 사비구요 댄스스포츠

나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몇 프로 학교보조

도 나오기는 하는데 자격증 할 때 거의 사비죠 그러고 아이들한테 뭐 

선생님이 전문가라는 걸 어필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발레전공인데 

발레 몇 년 했고 선생님 발레단에도 있었고 선생님 댄스스포츠와 라인

댄스와 방송댄스 뭐 하면서 뭐 보여주죠 ( 웃음)  좀 이렇게 보여주면 

벌써 관계가 ‘저 선생님 전문가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평가할 

때도. . .

( 신열정 I-181003-1)

체육교육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는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오승현 

2014). 체육교사 공동체는 초등 중등에서 모두 활발히 발전하는 추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체육교사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무용전공 체육교

사들로만 이루어진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움을 얻기도 했다. 

좋은체육수업나눔회 연구회에서 하는 30시간 60시간 연수에서 김거울 

선생님이 표현활동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

도 힌트를 얻어서 그걸 부분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 연수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 박협동 I-181004-1)

무용전공 체육교사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체육표현수업연구회(가명)의 경

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아 아직 형성단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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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수업을 나누고 내부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도 진행했다. 표현 수업에 대한 열의는 강의로 자극되어 함께 외부연수

를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강의와 연수를 통해 무용을 전공하며 받

았던 무용 수업, 교사가 된 후 학교에서 경험했던 표현 수업과는 전혀 다른 

무용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실은 다양한 표현활동의 수업을 무용과 교사들이 어떻게 무용과 출신

의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먼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학

교 밖에 학교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강의도 듣

고 했으니까 밖에서의 예술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 정한국 I-181008-1)

우리가 하는 거는 배우는 틀 안에 갖혀 있잖아요 무용 전문가로서 배

운 나도 되게 고민이 되었던게 내가 배운 건 이런건데 무용 전공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연수와 특강을 받으면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그게 얻고 실천하고 그걸 또 발전시키고 또 그런 거를 접하고 또 내 

껄로 소화시키고 

( 유배움 I-181007-2)

표현활동에 대한 외부 연수의 경험이 풍부한 정배려 교사의 소개와 권유

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일부회원이 참여하였다. 

연수는 참여에 그치지 않고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번 모임에서 공유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배움

에서 그치지 않고 모임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연수 이후 모

임은 강의를 듣거나 지식을 공유하던 것에서 함께 수업을 실연해보며 서로 

피드백을 주며 수업을 계획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수 참여는 수

업의 아이디어와 실천 용기를 얻게 되어 실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결정인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혼자서 참여했더라면 적극적인 현장 적용이 힘들었

겠지만 함께 참여함으로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수업적용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의 긍정적 지지로 수업실천 용기를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수정보

를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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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연수는 많이 가봤지만 사실상 무용연수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거

든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인제 아르떼에서 한 그 연수 그게 완전 저한

테 터닝포인트 되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던 무용 수업을 뒤집어 놓은 

( 유배움 I-181007-2)

정배려 선생님이 이번에 아르떼 연수 있는 거 추천해줘서 참여 하게 

됬잖아요.  참여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큰 

흐름 이런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게 하나의 나의 

수업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런 모임이 없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정

보도 없었고 그런 세계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방법들 모르고 혼자서만 

그냥 뭐 하던 데로 계속 그냥 애들 지도 했겠죠 그런 것들이 참 좋았

던 것 같아요.  세계를 확장시켰다고 해야되나?

( 김무용 I-181002-1)

무용전공체육교사 공동체는 꾸준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진 않았지만 비슷

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현 수업의 목

표와 방향성을 같이하며 표현 수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연

구참여자들의 열정을 유지하여 수업을 시도할 용기를 주는 의미가 높았다.

체표연 모임이 이거 하는 거 이것도 실은 좀 되게 큰거 같애.  뭐 물론 

한 달에 한 번 작을 수도 있지만 되게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렇지만 체

표연 모임 이런걸 딱 오면 뭔가 많은 발전 많이 얻어서 그런 건 아니

지만.  제일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끝나고 집에 갈때는 열정이 딱 다시 

생기는 거에요.  아 춤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에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크구나.  그러고 나서 열정을 생

겼지만 그 다음날에 학교가고 일하고 뭐하다 보면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또 오고 이게 되니까 자극은 계속 되는 것 같아.  

( 김무용 I-181002-1)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수업반성도 배움의 한 형태

로 볼 수 있었다. 표현 영역 연수도 많지 않고 지도서나 학습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표현활동 쪽에서 저 혼자 좀 끙끙대는 편이였는데,  공개수업 신규 때 

첫 번째 공개수업을 창작무용으로 했어요.  하고 그 당시에 공개수업보

고서도 창작무용으로 쓰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수업공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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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용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느끼는 거는 공개수업 때 정말 

저를 성장기켜요( 웃음)  아이들도 성장기키는 것 같아요. . . . ( 중략) . . .  

시도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수업을 완성해나가는 거 발전해 나가는

거 같아요

( 박협동 I-181004-1)

표현 수업에서 조언을 받을 곳이 없이 ‘혼자 좀 끙끙’ 대는 박협동 교사

는 공개수업이 자신의 수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농구나 배드

민턴 등 다른 체육실기 종목으로 하지 않고 표현 수업으로 공개수업을 하고 

보고서 등 학교업무도 표현 수업에 관련된 것으로 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임용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

며 전문성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교사는 표현 수업을 개선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혁신학교의 학생선택 중심교육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 

수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능만 익히게 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만들어 가게 하는 수업으로 바

뀌었던 터닝포인트는 제가 표현활동을 그 동안 2달만에 했다면 선택중

심 교육과정으로 하면서 1년 과정으로 하면서 이 수업을 고민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부족하더라 기능에만 익숙하더라 

해서 저도 반성을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 표현활동 수업을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계속 시속적으로 제가 수정해 나갔던 과정이 

저한테는 그 과정이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줬어요. . . ( 중략) . . . 긴 지

속적인 교육과정으로 하나를 하더라고 깊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사도 

성찰해서 변화시키는 과정.  저는 표현활동 수업도 길게 하다보니까 제 

스스로 느끼면서 수업을 변화시켰던 그게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였던 

것 같아요.

( 박협동 I-181004-1)

그게 1년차 2년차에 실패의 스토리가 좀 있어요( 웃음)  3년차에 좀 성

공했는데 4-5년차 실패의 스토리.  실패의 스토리와 어떤 그런 경험들 

하지만 실패할 줄도 알지만 또 시도하는 거. . . 실패는 실패가 결코 아

닌 것 같아요.  표현활동에 있어서 실패라기보다 어떤 다양한 경험의 

하나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 해보는 거? 

( 신열정 I-18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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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사가 표현 수업을 길게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업

반성하며 발전 시킬 수 있었다. 혁신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신열정 

교사는 실패와 성공을 경험 속에 반성하며 자산의 수업을 발전시켜왔다. 실

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기회를 스스로 계속 만들어 왔던 것이다. 연구참자들

은 교육과정 내에서 표현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

다. 표현 수업을 지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도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수업조차 할 수 없다면 전문성을 발전시킬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 빼앗아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해결노력을 종합해보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에서 겪는 어려

움을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

다. 

3. 표현 수업의 충실한 지도 방안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표현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

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표현 수업이 발전하

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이 올바르게 지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표

현 수업 경험이 풍부한 연구참여자들의 수업, 어려움과 해결노력 그리고 제

시 방안을 바탕으로 지도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예비교사교육으로 표현 수

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높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연수로 함

께 지도내용과 지도법을 발전시키며 전문성기르기, 다양한 차원에서 표현 

영역을 체험하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인문적 무용교육으로  인문적 무용교

육 활용하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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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교사교육으로 인식높이기

연구참여자들은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다. 많은 체육

교사들이 표현 수업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함에서 찾았다. 

안 배워봐서? 안 배워봐서 굳이 꼭 표현을 해야하나? 이런 거겠죠? 그

래서 체육선생님들 어려워 하는 거는 접해보지 않아서 이지 않을까.

( 신열정 I-181003-1)

중등학교 체육교과는 5개의 가치 영역을 되어 있지만 전국 체육교육과 

24개중에 무용지도법 즉 표현 영역 지도 강좌가 있는 학교는 5개 뿐이다

(홍희정 조미혜 2012). 중등임용교사 실기에서도 표현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체육교사 표현 영역을 한 번도 경

험하지 못한 채 교직에 입문하게 만든다. 여러 실기 종목 중에서도 자신감 

있는 종목을 지도하려는 경향이 큰 체육교사가 경험하지 못한 표현 영역을 

가르치기 힘들뿐더러 동료교사의 제안에 응하기도 쉽지 않다. 굳이 자신없

는 종목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본 경험

이 있기에 예비교사교육에서의 교육을 제안했다. 

교사교육에서부터 예비 교사교육에서부터 표현활동이 실제 교육과정의 

1/5인 만틈 그정도의 양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 엄율동 I-181004-1)

우리가 대학교에서 모든 실기종목을 다 해가지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전공 선생님들도 표현활동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

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교 교육과정에 표현활동 수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학교체육 표현활동이 체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생

각이 들고요 

( 박협동 I-18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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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현장에서 동료교사의 ‘무용’에 대한 선입견의 벽도 선입견은 예

비교사교육에서의 경험이 낮춰줄수 있을 것이다. 

대학 때 창작무용을 했던 수업을 진짜 오랫동안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창작 교수님 그때 배웠던 거를 생각을 계속 뭐했지 뭐했지 이러

면서 아~ 비 뭐 이러면서 했던거 잊지 않을려고 이거 물론 책도 보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내가 재료들을 가지고 있

는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신열정 I-181003-1)

대학과정에서 배웠던 수업이 표현활동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무

용전공 체육교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비체육교사 과정에서의 경험은 

중요하다. 이러한 예비교사과정에서 표현 영역 교육은 무용소양이 함양되는 

방향이 되어야할 것이다. 무용소양이란 무용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를 말한다. 무용이 기능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대

단한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광적으로 미쳐있지 않아도 무용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며, 좋아하는 마음과 열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무용소양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다(최의창, 2011). 예비체육교사과정에서 

모든 체육교과의 모든 실기 종목을 배울 수 없듯이 표현 영역의 모든 내용

을 배울 수는 없다. 더욱이 실기를 1학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능적으로 

잘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비체육교사가 표현 수업

지도법을 배우는 과정은 기능이 강조되기보다 표현에 대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과정에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힘든데 체육교사가 무용을 가르치는 경우가 본인이 즐거워서야 댄

스스포츠 같은 거 남자 포지션이 있잖아 본인이 재밌어 가지고 막 배

워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들한테 진짜 가르쳐 대부분 다 그런분들이야 

본이이 즐거워서 그니까 창작 이런거는 본인이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

에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힘들어
( 정배려 I-18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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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려의 교사의 말처럼 본인이 즐거울 경우 체육교사가 스스로 무용을 

지도했다. 직접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즐기는 마음이 있다면 무용전

공 체육교사가 수업을 제안하였을 때 거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

만 표현 수업을 받더라도 그 경험이 어렵기만 하고 즐겁지 못하다면 지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표현지도법, 무용지도법은 

무용에 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용소양을 심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무용소양이 이후 학생들에게 표현을 지도할 씨앗이 될 것이다.

체육교사들이 스스로 반드시 표현 영역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려

면 예비체육교사 과정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표

현 영역 과정이 필요하다. 표현 영역을 지도할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예비체육교사과정에서의 무용소양을 길러주는 즐거운 표현 영역 경험은 

교사 임용 후 표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이는 선입견을 낮

춰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동료교사의 지지를 받아 표현 영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내며 전문성을 기르고, 그 지도방법을 체육교사에게 다시 전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교사학습공동체와 연수로 전문성 기르기

1)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가 동료와의 협력적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해나가는 교사학습공동체(teacher learning community)

가 주목 받고 있다(고연주 외 2017). 체육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교사의 체

육수업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에서도 학

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체육교사들은 교과전문성 향상을 경험했다(오승현, 

2014; 조기희, 이옥선 2016). 학교현장과 연구 분야 모두 교사학습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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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체육표현수업연구회(가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용

전공 체육교사로만 이루어져 특수한 잠재력을 가진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로 

발걸음 내딛고 있었다. 아직은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형성기로 미흡하

기도 무용전공 체육교사 학습공동체는 전무후무하여 그 대상의 특이성에 주

목할 만하다. 이들은 표현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기에 그동안 체

육에서 소외되었던 표현활동 수업에 현장 적용가능하면서도 교과역량을 증

진 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체육표현수업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표현활동 수업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수업시행 후 서로 피드

백을 줄 수 있는 수업친구에 대한 갈망과 표현 수업에 대한 체육교사의 인

식차이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가 그동안 혼자서 표현활동 수업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너무 힘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예전부

터 조금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은다는게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혼자서 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 김무용 I-181002-1)

연수 다니면서도 나 혼자 막 이렇게 연구하고 뭐 연구라고 하면 거창

하지만 만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누구하고 수업친구 수업친구가 참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훨씬 더 풍부한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터에 김무

용쌤이 제안을 해가지고 옳거니 잘됐다 해가지고 같이 간 거에요.  

( 정한국 I-181008-1)

정한국 교사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표현 수업을 실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

고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개개인 모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무용전공

자로 수많은 창작의 과정을 경험한 그들은 체육교사와 표현에 대한 인식이

나 교육목표에서 차이를 느끼며 다른 방식의 표현 수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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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현재 중등학교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라는 특수성과 희소성으로 구성

원을 모으기 어려운 여건에서 수업친구를 갈망하던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표

현수업연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다 권해요 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교과별로도 모이

고 주제별로도 모이고 중학교는 무조건 했는데 고등학교는 자유더라구

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됐고 고등학교

에서는 아예 안 만들었고 체육과가 그래서 이제 연구회를 오게 된거고 

( 유배움 I-181007-2)

유열정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동료 회

원들의 지지로부터 수업을 진행할 용기를 얻게 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로 옮겨간 유열정교사는 새 학교에서 3월에 바로 수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유열정 교사는 체육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에

서 정착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장서이 2017). 또한 장점을 살려 표현수업

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며 체육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방인이였겠죠? 그래서 체육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항상 내 수업에 만족 못하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무용전공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연수와 엄청 쫒아 다니고 그래서 무용은 

막상 시도할 여유도 없었고

뭔가 내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전에는 자꾸 체육수업에 

더 초점을 맞춰서 거기만 쫓아가기 바빴다면. . . ( 중략) . . . 처음에 굉장

히 가치와 뭔가 자신 있는 이런 활동을 해서 애들한테 신뢰감을 충분

히 형성시키고 다른 활동을 했을 때 더 쉽게 따라오는 거.  아무래도 

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 유배움 I-181007-2)

유열정 교사는 혼자 수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서 수업을 함께 

나누었다. 유열정 교사의 수업 나눔은 모임에 커다란 변화와 자극을 가져왔

다. 수업의 전 과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른 교사들에게 수업 의지를 붇

돋아 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수업을 성찰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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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갈 때마다 유열정쌤한테 엄청 많이 배우죠.  
( 정한국 I-181008-1)

작년에 포토댄스를 처음 보고서 아 저거 수업시간 때 한번 해봐도 재

밌겠다 싶어가지고 공지를 했어요.  8 월달에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야

심찼거든요( 웃음)  왜냐하면 체표연 몇 번 나가서 탄력받아서.  내가 그

런 약간 고차원적인건 못하겠지만 아 저것 정도는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때 나오신 선생님들

은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거 처음 봤었거든요.  그 날 막 

보자마자 머리 막 돌아가는 거죠 어 요고 해봐야겠다.  아주 짧게 해서 

어 했는데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 이음악 I-181005-1)

‘무용의 나라에서 체육의 나라로 귀환한’(장서이 2017) 그들은 장점을 살

리지 못하고 체육만 쫒아 다녔고 체육교육과정 중 자신 있는 표현활동을 펼

쳐 보이고 싶어도 동료교사들의 눈치를 봐야했다. 각자 어디에 있는지도 모

르고 흩어져 이산가족 같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

는 것만으로 위안을 받았고 이를 모임의 가장 큰 효과로 인식했다.

일단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유열정쌤이 나는 금요일이 좋다는 게 오면 즐겁고 내 전공이니까 게다

가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다

는 거지 거기가 제일 컸던것같아요 일단은 심리적인 거 그게 커요 

( 정배려 I-181002-1)

체표연 모임 같은 경우는 또 체육선생님과는 공감할 수 없는 공감대가 

생기잖아요 우리들만의 무용을 전공한 선생님들 의.  그래서 우선 나가

서 이야기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 나오는 자체 만나는 거 자체가 

즐거워요 

( 유배움 I-181007-2)

공동체는 아직 형성기에 있기에 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큰 효과를 얻고 있

진 않지만 체육교사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공동체가 발전하

며 본인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었다. 회원들은 표현활동 수업을 의미 

있게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무용교육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 스스로 만족

감을 얻고 싶어 하며 이를 넘어 무용 즉 표현활동을 통해 체육교사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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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가치를 좀 더 인정받기를 원했다. 잠재되어 있던 교사들의 열정은 공

동체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기대하는 발전방향은 바램은 그들이 앞으로 얻고자 하는 효

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기대효과는 무용의 가치 전이와  

나눔이였다. 

교사들은 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바람이 있

었다. 하나는 교육으로써 무용으로 표현활동에서 창작과 자유로운 신체표현

을 통해 다른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로써의 무용

으로 자신들이 배웠던 순수 무용을 한 번쯤 경험하게 함으로 써 예술이 주

는 교육적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단순히 자신의 수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체육선

생님들과 수업을 나누고 싶어 했다. 이는  좀 더 표현다운 표현 수업을 학

생들에게서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게 작용한 것을 보인다. 동료교사로 함

께 일하면 표현활동을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봐 왔으며 동료교사

가 지도하는 표현활동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표현활동의 인식차이를 경험하

면서 일반체육교사에게 수업을 나눔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표현활동의 본

래의 의미에 가까운 수업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에는 공유고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힘들기 때

문에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걸 조금 주도해서 도와줘

서 모두가 좀 더 넓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저도 체

육전공 아닌데 가르치잖아요.  축구든 농구든 무용전공자들도 무용 잘 

못 접했으니깐 일반 선생님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그런 저변을 확

대해야.

( 유배움 I-181003-1)

경력이 10년 선생님들조차도 표현활동 창작무용 이런 걸 해야 되면 좀 

어렵거든 실은 애들한테 어렵잖아요.  모든 체육선생님들이 그럴건데 거

기에다가 정보를 좀 제공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

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소스만 주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창작무용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

들한테 지도를 하면 좋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료들도 탁탁 주고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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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 같아요 선도하는 선구자로써.  

( 김무용 I-181002-1)

따라서 표현다운 표현 수업, 충실한 표현 영역 지도를 위해 무용전공 체

육교사들이 주축이 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그 해답을 구하면 좋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작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걸음 단계에 있지만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어 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 현장에서 실행가능하면서도 표현 영역 목적에 맞는 지도방안이 개

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또 학교 

안에서 공유하는 내용이었다. 

지역도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여기( 체표연) 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다 보

니까 가기가 힘든 거에요.  이런 모임을 지역단위로 만들어서 지역단위 

교사학습공동체가 묶여서 이제 같이 연구를 또 하고 또 서울에서 대표

선생님들 하고 그런 식으로 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체육수업나눔회

라던지 뉴스포츠 잘되는 연구회를 보면 다 분과가 있어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  시간하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정한국 I-181008-1)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같은 학교 체육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위

해서 이루어서 수업을 서로 보고 그 수업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계획을 같이 짜고 이러한 공동체를 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 . . ( 중략) . . . 실제 수업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많

이 배우는 거는 바로 옆 사람한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외부 

연수도 좋지만 외부연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수업을 보면서 그거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수업 성장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저를 성장시켰고 제 수업을 강화 질적으로 성장시

킨 계기가 되지 않았나

( 박협동 I-18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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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연수는 단기간에 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다양한 종목을 지도해야 하는 체육교사들은 여러 스포츠 종목, 기능, 지도

법 등 부족한 부분을 연수를 통해 채우고 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도 체

육과 연수를 비롯 다양한 연수가 전문성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표현 영역 교수학습 늘리는 방안으로도 연수를 많이 언급하였다.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표현 수업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일정에서 그

때 스텝박스가 있었어요.  표현활동.  다 하나 같이 남자 선생님들도 그 

자기네가 했던 영상을 동기유발로 쓰거나 다음에 나 이번에 가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 수

업을 연수를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애들처럼 발표회까지 해보고 이런 

경험이 진짜 중요 한 것 같아요.

( 유배움 I-181003-1)

유배움 교사는 일급정교사자격연수에서 접근하기 쉬운 신체활동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표현 수업 실행 경험이 없는 체육교사들이 수업 실천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하였다. 예비교사교육이 인식을 높여준다면 연수는 현

장 실천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대학생 때 다 배우고 올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운동을 잘하

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표현활동을 적어도 1년만이라도 뭔가 60시간

만이라도 깊이있게 뭔가 배우고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다 되시

거든요.  그러고 그걸 배우시면 적용하실 수 있는 역량이 선생님들이 

다 되세요.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 . ( 중

략) . . . 표현활동만을 가지고 30시간 60시간 연수를 하는데 준비운동부

터 정리운동까지 또는 수업의 디자인 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직무

연수가 개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선생님

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표현활동 수업을 잘 하시지 않을까

( 박협동 I-18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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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실효성이 있는 연수? 체육과 연수는 게임을 저희가 뛰게금 하

더라구요 저는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 이가치 I-181005-1)

단기간의 연수가 체육교사의 실천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표현 수업을 현장에서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박협동 교사가 제안한 

것처럼 장기간의 연수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교사들은 시범을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박종배, 2011). 시범에 대한 부담

감은 무용을 경험 한적 없는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잘 다루지 않는 이

유이기도 하다(정상필, 2015; 최진숙, 2009). 장기간의 연수는 실기 수행전

문성을 향상시켜 체육교사의 시범 부담을 낮춰 표현 수업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이가치 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연수는 실기와 같이 내용지식을 

알려주는 연수보다 교수법 혹은 내용교수법등의 지도법을 알려주는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의 장기간의 표현 영

역 연수가 부족했기에 장기간의 지도법을 포함하는 연수는 체육교사에게 충

실한 표현 수업 교수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창작의 어려움을 겪는 연구참여자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의 연수가 제시되었다. 정한국 교사는 창작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표현 영역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의 연수를 희망했다. 

구체적인 연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 표현활동 연

수만 한 60시간짜리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예 창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두 세 텀만 묶어서 하면 직무연수가 신청

이 되니까.  교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면은 올라가요.  그러면 

15시간 짜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인정이 되

고 신청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 정한국 I-181008-1)

반면에 창작지도에서 고군분투하며 나름의 방법을 찾은 박협동 교사는 이

를 많은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박교사 또한 일방적인 연수가 아

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더하여 발전하는 상호교류적인 연수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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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 들어와 있는 분 중에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 

들하고 연대를 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그 안에서 좀 만들어 직무연수를 

좀 만들어 내서 요즘 자율연수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내년 정도 그런 연수를 계획해

볼까 생각중이에 있어요 30시간 자율연수. . . ( 중략) . . . 부채춤을 동작

만 알려 주는게 아니고 그걸 재구성 해낼 수 있는 수업 디자인.  교사

연수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사 연수.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연

수가 아닌 그러한 연수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 박협동 I-181004-1)

표현영역에서 심미성과 함께 창의성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체육교사는 물

론 무용전공 체육교사들도 창작법과 창작 지도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또한 일반 체육교사 생각하는 창작과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생각하는 창작에 

차이가 있음도 앞에서 밝힌바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창작 지도가 가

능해지려면 표현영역 연수는 상호교류적인 장기간의 연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협동 교사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며 스스로 

수업을 돌아본 것이 자신의 수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

했다. 수업반성과 발전이 일어나는 장시간의 연수를 통해 일방적인 배움이 

아니라 상호 교류적인 배움과 나눔이 발생하는 창작지도 표현영역 연수가 

진행된다면 현재 중등학교에서 부족한 창작지도 교수학습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있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를 주축으로 상

호 교류적인 장기간 연수를 통해 표현 영역 교수학습방안으로 구체화된다면 

표현 교육 목표에 충실한 표현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다. 인문적 무용교육 활용하기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활동을 체험하도

록 직적 체험 활동과 더불어 간접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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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역별 학습 내용은 신체활동의 직접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
되, 역사와 특성, 동작과 원리, 작품 구성과 발표, 감상과 비평 등을 
통합하여 지도하고, 간접 체험 활동(읽기, 보기, 토론하기, 감상하기 
등)을 포함하여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표현 
활동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미성, 공감, 비판적 사고 등의 
정의적 내용은 간접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 활동 과정을 
통해 느끼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교육부, 2015 p37)

연구참여자들도 표현 영역에서 간접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김무용교사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정약용의 칼 

춤 시를 지어 미인에게 주다와 같은 춤 시를 읽기도 하고 드가의 발레수업

이나 김홍도의 무동 등과 같은 춤 그림을 감상하고 받기도 하였다. 

이거이거 드가 그림 감상하면서 간단하게 쓴 건데,  보다가 깜짝 놀랐

잖아.  애들이 내가 못 보는 것도 다 찾아내더라고 글쎄.  

( 김무용 I-181002-1)

김교사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그림의 한 부분을 찾아 감상평에 쓴 학생

의 감상문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무용을 이해하며 사고

력을 넓히는 간접 체험활동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야

외나 체육관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 활용하기도 하였다. 읽기, 보기, 쓰기, 

감상하기 와 같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접 체험 활동은 체육관 부족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제약 속에 용이한 수업방법이기도 하다.

○○여고에 근무를 할 때 거기에도 무용단이 있을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학교로 와서 공연을 해줘요.  ○○구에서도 해설이 있는 무용 이런거 

와서 설명을 되게 쉽게 해줘요. . . ( 중략) . . 내가 동아리를 할 때는 애

들을 데리고 콩쿨장도 데리고 갔어요.  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

장실 애들 제일 좋아하는게 분장실 옷 갈아입고 수업시간에 애들한테 

의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 정배려 I-181002-1)



- 111 -

정배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문무용단의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무용의상과 소품을 수업시간에 보여주기도 했다. 무대 위의 무용 뿐 

만아니라 무대 뒤의 무용을 감상하며 무대 예술을 이해하는 계기인 동시에 

이후에 학생들의 삶에서 무용을 예술고 즐기는 되는 발판될 수 있다. 

제가 무용을 가르쳤던 건 애들에게 경험의 차원이지 전공의 차원은 아

니잖아요.  좀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일반 학교 애들이니까 

공연을 접해보면서 이런 거 문장으로 감상문 이런 것 좀 해보는 시간

도 되게 좋고 작품이해나 이런 거 그 시대적인 거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걸 오히려 하는 게 좀 애들한테는 좀 현실적이고 또 뭔가 또 다

른 경험이 제공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적인 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 . . ( 중략) . . . 너무 이렇게 수행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인문학 쪽으로나 감상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접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이가치 I-181005-1)

이가치 교사도 학교에서 기능을 지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글

쓰기 등의 인문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도 방안은 표현 영역 실

기전문성이 부족한 체육교사가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보인다. 무용전공 

체육교사 또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도 방안일 것이다. 무용

에 관련 된 책, 영화, 사진, 그림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고 의견을 나누며 

토론할 수 있다. 하기를 통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릴수

도 있고 학생들 자신들과 친구들의 동영상을 보며 서로의 움직임 요소를 찾

아내고 감상을 다른 예술로 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듯이 인문적인 무용교육은 하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올바

르게 표현교육의 목적인 표현의 심미적 안목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다.

무용전공 교사들도 지금까지 표현 수업 자체가 많이 이루지지 않은 현실

에 ‘하기’에 집중하였고 ‘알기’와 같은 인문적 무용교육방법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에게 적합하면서도 수준 높은 자료를 찾

아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인문적 무

용 교육방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싶어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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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교재를 선택하지 못하는 일반 체육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전인이다. 인문적 무용교육은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노력이다. 즉 직적 체험 활동과 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무용을 하고(무용능), 무용을 알고(무용지), 무용을 좋아하여(무용심) 무용소

양을 길러주는 것은 학생을 이는 전인으로 성장하도고 돕는 것이다(최의창, 

2011). 간접 체험활동과 직접체험활동을 통해 무용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것

은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환경적 제약을 넘어서

는 것 뿐 만 아니라 무용소양을 길러 무용을 즐기기는 풍요로운 삶을 살며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적 무용교육을 체육교사는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 연구결과 3. 표현 영역의 충실한 지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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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체육에서 표현 수업의 실천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

다. 체육과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무용전문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

어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누구보다 표현 수업 활발히 표현 수업을 펼쳐낼 것

이라고 기대되어졌다. 그러한 무용전공 체육교사 또한 여러 장애요인들을 

마주하며 표현 수업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어려움 및 해결방안이 기존의 

체육교사들 연구에서 다루어 졌던 표현 수업에 실행의 어려움과 어떠한 유

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연수업 지도에 관한 논의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실행이 드러나는 연구를 살펴보면 무용전공 체육교

사들이 기능적이라고 인식하는 신체활동인 티니클링. 댄스스포츠, 음악줄넘

기, 치어리딩이 주를 이루고 있다(최진숙, 2009: 정살필, 2015: 이성근, 

2011).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창작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작이 강조되면서 체육에서 창의성을 실천할 수 있는 표

현 수업에 주목하고 창작을 중요시 하는 연구도 보였다(박예영, 2015; 오현

주, 2015). 창작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능적이라고 인식하는 종목에서 동작, 

대형, 순서의 재구성 하는 형태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창작의 의

미를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실천했거나 추구하는 

창작은 순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는 수

준의 즉흥적이거나 자유로운 움직임이었다. 주어진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이라도 발상을 전환하는 사고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중등학교 표현 수업연구에서 수업을 실행하는 교육자가 현직 학교체

육교사인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협력교사나 연구를 위한 단편적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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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지속적인 어려움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영역별 지도에서는 전통표현이 창작과 춤이 모두 가능한 부분으로 나타난 

난 것처럼 정수진(2012)도 전통표현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표현 가능성을 

보여 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동작습득과 기능 교수에 유능한 

체육교사가 창작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전통표현에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어려움에 관한 논의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스포츠를 선호하는 체육교사와 학생으로 수업실행

의 어려움을 겪는 것과 유사하게 정상필(2015)은 표현 수업 교수학습의 어

려움으로 동료체육교사의 공감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결여를 말하였다. 하지

만 표현 수업을 하기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처럼 동료교사의 수업까지 더

하거나 모든 자료를 주며 평가까지 도와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

진숙(2009)도 학생요인을 표현 수업의 어려움으로 꼽는다. 본 연구에서도 

이전 학생요인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으나 동료교사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

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결여를 수업 시작 전부터 

전제에 두고 즐거움 자각이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부족은 종목중심으로 체육교과가 구성되어 무용이던 김운미(1996)

의 연구에서 표현으로 자리잡은 안서하(2018)의 연구에까지 표현 영역 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며 수업의 실천의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

과도 공간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으나 다른 시작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이 미비한 시설로 수업을 실행할 수 없는 요인으로 공간

을 보았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는 본 연구 참여자은 

공간의 부족을 사춘기 학생들이 움츠러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공간 보았다. 

체육 교사들은 창작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조미혜, 김도윤 홍희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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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2011a: 황숙영 ,2007). 무용교사역시 창작지도에서 자신감 부족을 

보인다는 점에서 맥락을 함께한다. 이전에 무용창작 경험이 적거나 없는 체

육교사와 달리 전문 교육에서 많은 창작을 경험한 그들이 창작 지도에 어려

움을 겪는 다는 것은 그들이 배워오고 가르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이 교육받고 체육교과서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

는 주제-음악-움직임 구성의 방식과 달리 현재 무용에서는 다양한 즉흥안

무 기법들이 만들어지고 제시되고 있다. 일상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기법들은 일반인 교육에 적용이 가능하며 창작력을 높을 수 있다(맹

연미 변재경, 2002). 또한 감상에서 안무자의 창작의도를 중시하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관객의 해석을 중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변

하고 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창작지도 자신감 부족은 무용을 창작을 지

도하고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함을 나타낸다. 

앞선 연구들에서 어려움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적극

적으로 함께 수업을 이루어 가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런 노력들이 본 연구에

서 드러난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해결노력

은 무용전공 체육교사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표현 수업의 충실한 방안에 대한 논의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표현 수업이 실천되지 않음 문

제 삼으며 드러나면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 되었다. 수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러티브러닝, 서사적 무용통합, SPREAD전략, 사회정서

학습, 스포츠교육모형 등을 적용하여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다(김무

영 정주혁 조남용, 2011; 오현주, 2015; 이정화 이한주, 2013; 정수진, 

2012; 홍희정, 2012). 표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앙한 수업 전략으로 

사료되지만 연구를 위한 수업이라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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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되는 

해결방안으로 수업공유를 찾아볼 수 있었다(이성근, 2011: 정상필, 2015; 

최진숙. 2009).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교사학습공동체와 연수 또한 이러

한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선생연구들이 수업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

다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공유가 

교사학습공동체나 상호교류적인 연수에서 진행된다면 단순한 공유를 넘어 

나눔과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비교사교육 또한 앞선 표현 수업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방안이다

(함지선, 김경숙 2007; 전숙란, 2010).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교육에서 무

용소양을 함양하는 즐거운 경험을 강조하여 교사 임용 후 표현 교육에 열린 

인식을 갖는 것을 강조하였다.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단기간 기능을 

습득하는 것보다 표현 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 이러한 인식은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향

상 시켜 학교무용교육에 현실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보았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사학습공동체 찾아 효과를 밝힌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 볼 수 있다. 표현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을 하려 노력

하지만 소수인 이들을 바탕으로 표현 수업 교수방안을 탐색하거나 연수가 

실행되려면 외부의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지도방안은 무용전문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표

현 수업을 하며 부딪히며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방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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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중등학교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을 어떻게 가르치

며,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에 대한 해결 

노력을 밝혀 중등학교에서 표현 영역이 올바르게 교수되고 학습될 수 있는 

충실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무

용전공 체육교사는 어떻게 표현 영역을 가르치는가? 둘째, 무용전공 체육교

사는 표현 영역을 가르치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셋째, 체육교사가 표현 영역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체육

교사는 표현 영역에서 창작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영역별 지도 

가 나타났고, 즐거움 자각 방식으로 표현 영역을 지도하고 있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표현 수업에서 창작수업이 아니면 표현 수업이 아

니라고 반성할 만큼 창작을 중요하게 여겼다. 현재 운영되는 스포츠표현 위

주의 표현 수업을 기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창작과정이 포함된 표현 

수업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스스로 만족감이 높은 수업도, 앞으로 

해보고 싶은 수업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창작수업으로 꼽았다. 

이처럼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창작수업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표현 

수업의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표현수업의 목표는 심미적 안목을 갖는 것

이 이는 창작과 감상으로 발달되기 때문이다. 2015개정에서 스포츠표현이 

등장하면서 수행은 많이 실행되는 반면 창작과 감상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연구참여자들은 기능적인 수업보다 창작 과정을 통해 공동체역량. 의사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창작의 강조에 따른 영역별 지도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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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 어려울 때 주로 시행하는 것을 보였다. 한 학년을 여러 동료교사와 

나누어 맡거나 학습자가 표현 영역에 흥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실내수업이 

불가능한 할 때,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창작수업에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스

포츠 표현을 선호했다. 둘째, 전통표현은 춤추게 하고 싶을 때도 창작을 펼

칠 때도 모두 적합한 영역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이 

속해있는 전통표현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반면 

체육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종목으로, 체육대회나 예술제 발표 요구에 의해 

지도되기도 했다. 또한 탈춤은 교과 융합수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 이끌어 내려고 할 때 현대표현으로 이를 달성

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것에서 소재를 찾아 즉흥적인 움직임 탐색의 과정을 

거쳐 움직임을 발전시켰으며. 감상과 함께 해석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즐거움 자각은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방식이다. 첫째, 춤출 분위

기 만들기는 표현 수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춤추게 하기 위해 적적한 신체활동을 선택하고, 과제의 가치 및 설명에 시

간을 투자했다. 교사가 직접 깨지는 시범을 보이기도 하며, 본 활동 이전에 

움직이는 벽을 낮춰주는 소활동을 구성하였다. 둘째, 발표하는 춤추기로  

수업 시간 내에는 매시간 활동 정도를 확인하는 발표와 마지막 평가를 위한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발표와 평가는 공연 형식으로 문화적으로 무용을 즐

기는 평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전공과정에서 무대에 섰던 경험이 삶에

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수업시간부터 예술제까지 표현 수업에서 발표를 

중요하게 여겼다. 체육대회와 예술제 등 공연 발표는 학생, 교사, 학교관리

자에게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자신의 장점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인정받

는 기회이기도 했다. 셋째, 감상을 통해 안목을 길러주려 했다. 이는 전문가

의 작품이 아니라 친구들과 자신의 표현을 감상하며 의미를 찾는 과정이였

다. 보기를 넘어 움직임 요소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서술하는 감상하기를 

통해 상상하며 사고를 넓히며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기회로 여겼다.

둘째,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 수업 어려움으로는 스포츠를 선호하는 

체육교사와 학생, 집중을 방해하는 공간, 창작지도 자신감이 부족한 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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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노력은 관계로 풀어가기. 열정으로 이겨내

기, 배움으로 채우기로 나타났다. 

스포츠 종목 수업을 선호하는 동료교사로 인해 무용전공 체육교사는 표현 

수업을 하기 힘든 어려움을 마주했다. ‘무용’전공 교사에 대한 선입견도 던

해져 표현 수업을 접어두거나, 체육교사의 수업까지 더하여 표현 수업을 하

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홀로 수업을 했다. 이전 표현 수업 경험이 부족

으로 인해 학생들도 스포츠 위주의 체육시간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긴 차시

의 표현 수업을 이끌고 가기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집중을 방해하는 공간 

또한 무용전공 체육교사 표현 수업 시 겪는 어려움으로, 실내 공간이 부족

하여 운동장, 그늘진 주차장 등 개방된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갔다. 체육관

조차 부족한 현실에 무용실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지만 샐내 공간 부족으

로 개방된 공간에서의 수업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더 움츠리게 들게 만들었

다. 창작 지도 자신감이 부족한 무용교사 자신 또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창작을 의미있는 표현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연구참여자들은 창작

수업 지도를 어려워했다. 무용전공 시절 다양한 창작법을 배운적이 없었으

며,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교사가 되고 나서도 표현지도법, 창작지도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무용전공 시절 배웠던 주제선정-음악선정-

움직임구성의 방법으로 창작을 이끌었다. 체육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는 이 

과정은 전공자도 긴 시간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으로 경험이 부족한 일반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해내기 막연한 방법이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에게 

수업 불만족의 경험을 안겨 주었고, 창작을 지도하는 체계젹인 방법을 배우

지 못했지만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을 하며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첫째, 관계로 풀어가기였다. 표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동료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표현 수업 자료를 나누며 표현 수업을 알려주었고 

무용 선입견을 깨기 위해 체육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체육교사들이 학생

과 관계에 집중하는 반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표현 수업을 위해 동료교

사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여겼다. 둘째, 열정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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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선입견에 부딪히면 평가가 없는 기간을 활용해 홀로 표현 수업을 

했다.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용실이 만들어 지기도 했지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빈 교실 등 스스로 장소를 찾았고 자발적으로 실내체육

관 사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표현 수업에서 만족

을 찾으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도 했다. 셋째, 오랜기간 전공자로서 춤

을 추었지만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배운 적이 없고 창작을 지도

하고 싶어도 지도 방법을 모르는 연구참여자들은 배움으로 표현 수업의 어

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배움은 연수, 자격증 따기, 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

기, 수업반성으로 이었다. 연수와 자격증을 통해 춤의 순서를 배웠고 배운 

것을 즉시 적용해보고 자신의 교육의 철학을 더해 녹여내는 것이 노하우라

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연구참여자들이 배우고 싶은 창작지도법이나 학생

들 수준에 맞는 신체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연수는 적었다. 사비를 

들여야하는 여러 외부연수와 자격증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있었다. 또 연

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와 형성단계인 무용전공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배움과 용기를 얻어 표현 수업을 펼치기도 했다. 표현 영역 

연수도 많지 않고 지도서와 학습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자신의 수업을 돌아

보며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수업반성도 배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셋째, 무용전공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이 올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예비교사교육으로 표현 수업을 인식높이기, 교사학습

공동체와 연수로 전문성기르기, 인문적 무용교육 활용하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많은 체육교

사들이 표현 수업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를 체육교사들이 표

현 영역을 경험하지 못함에서 찾았다. 스스로 춤에 즐거움을 느낀 체육교사

는 표현 수업을 운영하였기에 표현 수업이 적긎거으로 실천되기 위해 예비

교사교육과정에서 즐거운 춤 교육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경

험은 교사 임용 후 반드시 표현 수업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높여줄 뿐 아니

라, 무용에 대한 선입견을 낮춰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동료교사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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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표현 영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내며 전문성을 길러주게 만들어 줄 수 있

을 것이다. 이들의 전문성 함양은 동료교사 재교육으로 이어져 표현수업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와 연수로 전문성 기르기는 실패와 성공의 현장경험과 무

용전문성이 풍부한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주축이 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상

호교류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연수와 공동체에서 배우고 있었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

소해 불만한 창작지도나 학생수준에 맞는 신체활동를 배우기는 힘들었다. 

반면 무용전공체육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사학습공동체의 참가로 창작수업을 

실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화된 무용 레파토리, 효과적인 창작지도법

이 없는 현실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표현 영역 교육 목표에 교수학습방안에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되

었다. 창작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현장에서 표현 영역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의 연수를 희망했고. 반면에 창작지도에서 고군분투

하며 나름의 방법을 찾은 교사는 이를 많은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

다. 자율연수가 늘어가는 추세에 일방적인 연수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나누

고 더하여 발전하는 상호교류적인 연수가 표현영역을 충실히 가르힐 수 있

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무용에 관한 총체적인 능력 학생들에게 함양시켜 

주기위해서는 인문적인 무용교육 활용하기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문적 

무용교육 활용하기는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간접체

험활동과 춤추기인 직적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심미적 안목을 기

르는 것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하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활동을 체험하는 간접체험 활동이 강조한다. 간접체험활동은 공간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무용전공 체육교사 학

생들 읽기에 적합한 수준 높은 자료를 찾아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인문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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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에서 많은 체육교사들이 표현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답

을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제시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무용전공 체육교

사 또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노력을 밝혀 표현 수업이 활성화되는 방안

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전공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모

든 체육교사들 충실한 표현 수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인 지지가 필요하다. 무용전공 체육교사를 비롯 체육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실직적인 도움을 교사학습공동에서 얻으며 수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표현 

수업 또한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표현 영역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창작에 대한 갈증은 무용전공 체육교사로 이루

어진 공동체에서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인 무용교육 경험과 학교현

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표현 영역전문가로 기대되어짐에도 혼자서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시도 할 수 없었던 창작 수업의 실마리를 무용전공 체육교

사학습공동체에서 찾은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함께 배우고 만든 것을 다시 

동료 체육교사와 나누고 싶어했다. 따라서 표현 수업 활성화를 위해 표현 

영역의 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적용 가능성 용이한 표현 수업 가능성을 보여

주는 무용전공체육교사공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수준에서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내용이 담긴 다양하고 공통된 

표현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체육교과

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동작은 무용을 전공한 체육교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처럼 표현 영역 지도에 참고할 만한 지도는 교과서 수준

에서도 부족하며 무용을 전공하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들도 공

감하기 힘든 내용이였다. 교과서 자료도 없지만 체육의 다른 종목처럼 외부

에서 구할 수 있는 지도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체육교사들이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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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료에서 도움을 얻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표

현 영역을 지도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실기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 뿐 아

니라 학생들의 감상을 위한 자료도 부족했다.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춤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라면 

학생뿐만 아니라 체육교사의 표현 영역 인식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체

육의 다른 영역에 비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표현 영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수업 증가, 여학생체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증대, 창의융합형 인재상 

등으로 그 교육적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표준화된 교육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준높고 공통된 표현 수업 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표현 영

역의 충실한 지도를 이끌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작과 감상에 중점을 둔 필수적이고 장기적인 예비교사교육과 현

직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예비교사교육에서 표현지도법이나 무용지도법은 필

수과정이 아닌 현실은 체육교사들이 표현 영역에 대해 깊이있게 경험하지 

못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행만 실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현직교사교

육에서 이루어지는 단발성의 연수는 창작과 감상보다 순서를 익히는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행, 창작. 감상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표현 수업의 목표

인 심미적 안목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심미적 안목을 함양하는 내실화

된 표현 수업을 위해 예비체육교사과정에서 표현지도법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현직교사교육에서 창작과 감상에 중점을 둔 장기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체육교사들이 단기간에 표현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는 

어려우므로 장기간의 연수로 지도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충실한 표현수업 실천을 위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수업을 토대로 한 표현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창작을 중요시하며 심

미적 안목을 목표로 체육 교육목표에 충실한 표현수업을 실시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들의 수업을 좀 더 세밀히 관찰 연구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이들 수업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인 표현수업 교수학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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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이 개발된다면 많은 체육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예비체육교사에게 즐거운 춤 경험을 통해 무용소양을 함양하는 무

용지도법 수업 개발과 실천 그리고 임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표현수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료체육 교사로 꼽았다. 이는 무

용전공 체육교사가 표현 수업에서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를 비롯 많은 선행연구에서 에비체육교

사 교육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존

의 연구도 예비체육교사의 인식 변화만 탐색할 뿐 실제로 수업실행으로 이

어졌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 수업을 바탕으로 예비체육교사가 

습득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체계적인 표현수업지도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

하며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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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the Domain of Expression in PE
- Difficulties of the Dance Majored PE Teachers’ and Their Efforts -

Sueyeon Kim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what difficulties dance majore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ace in teaching expression domain and how 

they solve their difficulties. It is expected to explore for proper ways of 

learning and teaching expression domain effectively in a school setting, 

which is an important learning area that students should experience in 

adolescence.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The first one 

is how dance majore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each expression domain. 

The second one is what difficulties they face in teaching expression domain 

and how they overcome them. The third one is how physical education (PE) 

teachers can teach expression domain properl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constructivist paradigm. The case study method was selected 

to explore teaching experience of expression domain in special PE teacher 

who majored in dance. In order to discover difficulties and solutions of 

teaching expression domain in PE in depth.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one year and four month, from August 2017 to December 2018. 

Based on purposeful sampling, ten participants who satisfied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were selected; firstly, they were PE teachers who maj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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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ance in between elementary school and university. Secondly, they were 

certified as a middle school PE teacher. Lastly, they had experience of 

teaching PE in expression domain.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and field documents were analyzed in an inductive manner 

according to the method of spiral data analysis presented by Creswell 

(201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were consolidated by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In order to observe the 

research ethics, the research plan was reviewe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result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mphasized 1)the creation in the expression area, and the unit guidance 

according to the creation was as follows. ①Sports expression unit tried 

when it was difficult to create ②Traditional expression unit tried when they 

had desire to do both dancing and creating ③Modern expression unit tried 

when they focus on challenge for creation. 3)Awareness of pleasure is the 

teaching method of the dance majored PE teacher, and there were ①
Preparing the dancing ②Presenting dancing and ③Appreciating.

Second, 1)difficulties that dance majored PE teachers have faced in teaching 

expression domain were from ①genera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students who prefer sports, ②space that can not concentrate, ③and teachers 

who lack of self-confidence in creative instruction. 2)Efforts to solve 

difficulties in expression domain lesson were derived by ①creatinge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②winning with passion, and ③filling with 

learning.

Third, In order to properly teach expression domain not only dance majored 

PE teachers but also all PE teachers, it is considered necessarily 1)to raise 

awareness of expression domain lesson by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2)to 

raise professionalism by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training, and 3)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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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 humanities-oriented dance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ions for proper teaching of 

expression domain in PE are as follows. First, active support for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particularly, for dance majored PE teachers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common expression 

domain educational materials containing contents that could be learned at the 

student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pre-teacher 

education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focusing on creating activities and 

appreciating expression performance.

keywords : dance majore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eaching the 

expression domain, difficulty of expression class in PE

Student Number : 2016-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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