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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이 언 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중등체육 교사의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 실천 양상, 그리고 효과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는 첫째, 체육 교사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가, 둘째, 체육 교사들

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와 영향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0개

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 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단계, 결과 정리의 단계와 같이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연구참

여자는 총 8명의 중등체육교사였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문헌분석,

수업관찰, 현지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경우 Creswell &

Poth(2017)가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전사, 주제별 약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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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생성의 단계를 따랐다. 더불어, 다각적 분석,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

토, 그리고 동료 간 협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로, 첫째,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Early - Adopter, Positive - Energizer, Sports - Lover 등의 공통적 성향

을 갖고 세 단계의 과정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 깨닫기 -스마트 체

육수업 구현 준비하기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할 도구 정하기 )을 거쳐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게 되었다. Early - Adopter의 혁신가 특성, 탐

험가 특성, 유행선도자 특성은 미래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의

교육관에 영향을 끼쳤고, Positive - Energizer의 도전가 특성, 긍정가 특

성은 긍정적 열정을 키우기 위한 체육수업 교육관에 영향을 끼쳤으며,

Sports - Lover의 성향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체육수업 교육관에 영향

을 끼쳤다.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 깨닫기’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위하여 실천의 필

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스마트 체육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서는,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웠다.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할 도구 정하기’ 단계에서는, 영

상매체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술 ·어플리케이

션을 사용했다.

둘째, 스마트 체육수업의 양상은 여섯 단계(수업 과제 제시 -과제 해

결 전략 설계 -정보 탐색 및 확보 -정보 종합 및 사용 -과제 해결 -과

제 평가)로 살펴볼 수 있었고, 수업에 활용된 교육콘텐츠들은 정보수집,

협업, 성찰 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스마트교육학 요소에서는

상호작용 증가와 운동기능 및 지식향상에, 스마트교육 환경적 요소에서

는 교수 ·학습 환경의 제한 극복을, 스마트 학습자 요소에서는 학습 동

기 증가와 자기주도학습 변화 등의 효용성이 있었다. ‘수업 과제 제시’

단계에서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술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지

식 전달 ·퀴즈 활동 등의 개별학습과 협업학습으로 수업에 더 집중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도왔다. ‘과제 해결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협동학습 전



- iii -

략 · 개별화 학습 전략 등을 통해 정보를 선별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고 개별적 ·자기주도적 ·수준별로 지

식을 익힐 수 있게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었다. ‘정보탐색 및 확보’ 단계

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게끔 수업을 진행했고 스

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시청에 필요한 수업자료들을 확보했다. ‘정보

종합 및 사용’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수집한 정보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활

용하여 정보를 선별하여 종합했고 활용했다. ‘과제 해결’단계에서는, 종합

한 정보들을 통하여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 활동에 대한 기록을 개인별 ·모둠별로 하였다. ‘과제 평가’단계에서

는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기 진

단 평가와 모둠별 역량 진단 평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마트 체육수업 양상에서 활용된 교육 콘텐츠 양상으로는, 먼저 수업자

료형 콘텐츠로는 영상콘텐츠가 주를 이루었고 QR콘텐츠 ·문서콘텐츠

또한 활용되어 의사소통 기능에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형 콘텐츠

에서도 주로 영상유형의 자료가 주를 이루었고 문서유형의 자료 또한 활

용되어 수업시간 이외에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수단 기능을 하고 있었

다. 또한, 수업도구형 콘텐츠는 여러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

여 정보수집, 의사소통, 협업, 성찰,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

었다.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통한 효과로는, 다양한 학습자원 활용을

통한 효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 ·개별화 학습의 효과 ·철저한 수업준비

를 통한 높은 수업 만족도 ·학생중심활동을 통한 동기 유발 · 학생들이

미래 역량 함양 신장 등이 있고, 이러한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여부 ·학교분위기 등의 ‘환경요

인’, 실천의지 ·만족도 등의 ‘교사요인’, 용이성 ·참여의지 등의 ‘학생요인’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탐색했다. ‘다양한 학습자원 활용을 통한 효과’로는

영상자료와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하여 정보전달성의 용이성 ·수업몰입

견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 ·간접체육 활동 경험 증가 등이 있다. ‘자기주

도 학습의 효과’에는 플립러닝을 통한 운동 실천의지 고양 ·자가진단을

통한 적정 운동 실천 등이 있었다. ‘개별화 학습의 효과’로는 피드백을



- iv -

통한 운동기능 향상 ·수준별 학습을 통한 높은 학습 효율성 등이 있었

다. ‘철저한 수업준비를 통한 높은 수업 만족도’에는 풍부한 수업자료 확

보를 통한 수업 자신감 상승 · 수업 성찰을 통한 양질의 수업 운영 등이

있었다. ‘학생중심활동을 통한 동기유발’로는 체육기피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자발적 과제 설정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등이 있었다. ‘학생들

의 미래 역량 함양 신장’에는 정보활용 능력 신장 ·고차원 사고력 신장

등이 있었다.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촉진요

인’으로, 환경요인에는 준비된 스마트교육 환경 ·학교의 허용적 분위기,

교사요인에는 강한 실천의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통한 만족감, 학

생요인에는 친숙한 수업운영 ·수업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제한이 되는 ‘제약

요인’으로, 환경요인에는 미비한 스마트교육 환경 ·학교의 불허용적 분위

기 , 교사요인에는 미약한 실천 의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어려

움, 학교요인에는 복잡한 수업 운영, 수업참여에 대한 불만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 측면과 후속 연구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측면에서, 첫째,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

하기에 앞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로 하다. 둘째, 스마

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가 변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체육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 신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 측면에서는, 첫째, 스마트 체육교육 연구에 있어 스마트교육 환경보

다는 ‘스마트교육학’과 ‘스마트 학습자’에 초점을 더욱 맞춰 진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다양한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천연구를 통하여 연구 대상

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이 학교 현장

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에서는 어떠한 양상과 효과가 나타

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스마트 체육수업, 자원기반학습 모형,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술, 어플리케이션

학 번 : 2017-2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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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고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

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

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

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데(교육부,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

간상으로, 첫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둘째,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

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

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

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가 요

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된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총론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총론의 방침이 체육과 교육과

정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총론은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했다(교육부, 2015a). 핵심역량이란, 미

래 사회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적인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

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핵심역량은 구체적으로 자기관리 역량(자아정

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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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

량(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

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융합 사고 역량(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세상을 보는 안목과 문화

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공동

체 역량(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서, 첫째, 학교생활 전반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

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문 ·사회 ·

사회기술 소양을 균형있게 함양하도록 했으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

른 선택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학생 참여

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학생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하도록 했으며,

교육목표 · 교육내용 ·교수 /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하며 국가직무능

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의 함

양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앞서 설명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 6개의 핵심역량이 단순

히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역량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는데(한혜정, 이주

연,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과(體育科)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은,

체육교과 교육을 통해 학습되기를 기대하는 보편적인 능력으로서 '건강

관리 능력(신체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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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

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하고자 하는 능력)', '신체 수련 능력(자신의 신체

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경기 수행 능력(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쟁 상황에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

력)', '신체 표현 능력(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생각과 느낌, 혹은 아름다

움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a).

체육과 역량은 체육교과에서 학습한 교육내용을 통해 길러지고 습득된

역량은 총론의 일반 역량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명수, 2017). 교육부(2015a)에서 체육과의 역량 중 일

부는 그 자체로 특정한 일반 역량에, 일부는 다차원적으로 여러 일반 역

량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신체 수련 능력'

은 목표의 설정, 자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총론에서 제

시한 일반 역량의 '자기 관리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 ·융합적 사

고 능력'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체육과의 '신체 수련

능력'은 총론의 일반 역량인 '자기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 ·

융합사고 능력' 등을 교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 측면을 고

려하여 융합, 재조직한 것이다. 체육과의 역량과 총론의 일반 역량의 관

련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a).

[표 1] 체육과의 역량 및 총론의 일반 역량간의 관계

 

역량 하위 요소 총론의 일반 역량과의 관련성

건강 관리 능력
상황분석력, 기획력, 실천의지력, 합리적 판단, 자아존중, 

공존의식 등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신체 수련 능력
탐구력, (경기)분석력, 문제해결력, 경기기능, 

논리적·비판적 사고, 인내, 극기, 자신감, 적극성 등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경기 수행 능력

탐구력, (경기)분석력, 문제해결력, 경기기능, (전략) 응용력, 

규칙준수, 협동, 갈등 관리, 러디십,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등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신체 표현 능력
감상력, 창의적 사고(분석력, 비판력, 상상력, 독창성), 

심리적 표현력, 심미적 안목(문화적 감수성, 공감 등)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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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론의 일반 역량을 체육교과에서 연관성 있게 가르치기 위해

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배경 및 필요성으로,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으로도 배움의 즐거움을 경

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즉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

여 이들이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김명수,

2017).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의 두드러진 특성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교육학자 프렌스키(Prensky, 2001)는 디지털 원주

민(digital native)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는 개념을 정

립했다.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구분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을 전제로 하여, 어릴 적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 ·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성인들로 나누어 서로 다른 언어 ·사고방식 ·생활

양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혔다. 오늘날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표현의 의미에는, 청소년들은 태어나서부터 항상

새로운 IT와 같이 자라난 세대라는 뜻이 들어 있다. 그들 주위에는 컴퓨

터, 비디오 게임, MP3, 비디오카메라, 휴대폰 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

며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 인터넷, 휴대폰, 이메일, SMS 등에 할

애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으로 새로운 매체를 접했을 때도 문서로 된 메

뉴얼을 읽거나 사용법을 따로 배우지 않는다. 그들이 택하는 방식은 무

조건적으로 우선 실시해보고, 그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또 다시

새로운 시도와 경험에 도전하는 방식이다. Drinis와 Corrigan(2004)에 의

하면 디지털 원주민은,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텍스트에 앞서 그래픽을 선

호하고 서로 '연결(Connected)'되어진 상태에서 능력발휘를 원하며 잦은

피드백과 보상을 원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매

체를 통해 익힌 사고방식이나 사고과정을 학습현장에서도 그대로 경험하

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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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 비만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세

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WHO,

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최근 몇

년간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그리고 청소

년 비만 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그로 인한 질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

다. 청소년기 비만은 생애 전반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진행될 위험도가 높고(Hodges, 2003;

Wyllie, 2005), 성인기 대사성 질환(예 :제3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Jekal, Yun, Park, Jee & Jeon, 2010). 또한 이 시기

에 비만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편견과 차별은 심리적으로 강한 열등감이

나 신체상(body image) 손상, 자아개념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

신적인 고통,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 문제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손상을 일으킨다(강진원, 박찬욱, 박형원, 정혜숙, 박영룡,

1994; 조주상, 한덕임, 박혜순, 1995; Brownell & Kaye, 1982; Zametkin,

Zoon, Klein & Munson, 2004). 이러한 청소년기 비만으로 야기되는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인데, 이는 비만 청소년의 신

체적, 정서 ·사회적, 인지적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만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

활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강형길, 이규일, 2015a; 이규일,

강형길, 2015b).

또한, 체육수업 중 학생들은 즐거운 경험을 통하여 충분한 기능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McKenzie, Alcaraz, & Sallis, 1994) 체육수

업을 통하여 신체활동의 장점들을 터득하고 평생체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은 체육수업이 즐겁지 않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Carlson, 1995; Portman, 1995), 이러한 학생들은 체육수업 중

신체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Hopple & Graham, 1995). 우

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체육수업에 불만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체육복 착용과 탈의 불편, 체력과 운동선호 차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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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하락, 성차별, 능력부족에 따른 열등감, 양성충돌 등에 대한 부정

적인 경험을 들었다(김종호, 임성호, 2003). 그중 가장 큰 이유로 개인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유승희 외, 2001), 학생

들의 기능 수준은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1995; Ennis, 1996; Martinek, 1991;

Portman, 1995; Tjeerdsma, Rinks, & Graham, 1996; Tousignant &

Siedentop, 1983). 따라서 학생들이 체육수업 중에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

서는 그들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과 국제결혼으로 인

한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일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을 강조하게 되었고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많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임형백, 2008).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

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재운, 2003). 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이들

이 자신감을 갖고 일반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필요로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체육 교육은 오늘날 학생들의 여러 특성들을

반영하여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

가 학습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교육

설계가 되어야 한다.

체육은 운동장, 체육관, 교실 등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하지만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들이 자리잡고 있다. 예로부터 체육은 '운동장에서 체육복과

운동화 등이 필수'라는 인식이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한상윤,

2007) 학생과 교사들은 춥거나 더울 때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것

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했다(김윤희, 강신복, 2000). 특히, 운동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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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체육수업에 있어서 비, 황사, 혹서, 혹한 등 좋지 않은 날씨뿐

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야외활동을 삼가야 하

는 날에는 체육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이해령, 김은

혜, 2017).

체육 교사는 시설과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김석균, 이제

행, 김현식, 2005), 다양한 종목을 소화할 수 없는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

면서 과밀학급에 따른 상대적인 운동장의 협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의 부족으로 위험하고 난해한 종목의 선정을 꺼리고 있다는 점, 또

체육 기자재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싫어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족한 용구'를 제시했고, 교재나 교구 부족으로

인한 수업에서의 대기시간 증가는 실제 운동학습시간을 감소시켜 학생들

의 수업 재미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성창훈, 백성수,

2000; 홍원택, 곽은창, 2000).

앞으로의 학교체육 수업이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는, 더 이상 체육은 운동복, 운동장 등이 필수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

고 운동 기능숙달만을 위한 직접 체험만이 중시되는 수업이 아니라 간접

체험으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하며, 체육수업 전, 중, 후 모두 활용될

수 있게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강조한다.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설

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를 고려한 수업으로 탈바꿈하여 창의적으

로 융합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학생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익숙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비만 학생

의 증가와 운동기능을 중시 등을 통한 체육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다

채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체육수업은 눈, 비, 더위, 추위, 미세먼지

등의 기후요인, 체육수업 기자재, 체육시설 및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끝없이 모색해왔다.

앞서 설명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다양한 학생들의 특

성, 체육수업의 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한 체육수업 방안으로 '스마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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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라인 학습 공간은 체육수업 전, 중, 후에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임영택, 이

만희, 박윤식, 권승민, 2009), 학교체육 수업시간 외의 신체활동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홍석호, 문호준, 2005). 또한 자발적 연습을 통한 운동기술

을 향상시킬 수 있고, 체육과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최인규, 이안수, 2008), 운동기술에 대한 심화된 이해나 감상교육이 가능

하다(임영택, 이만희, 박윤식, 권승민, 2009).

하지만 체육교육 스마트 체육수업과 관련한 연구의 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편이다(문경남, 2017). 이는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스마트교

육 추진전략 시행 초기에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시

범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적 요인이고 이

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는 내적 요인이 있는데, 체육 교과는 음악 · 미술

등과 같이 직접적인 체험이 중시되는 교과로서 직접적 활동이 부족하다

고 인식되는 스마트교육의 적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전형우,

2015; 홍정화, 2012). 이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체험’이라는 것을 몸의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체육수

업에 대한 인식을, 운동기능 숙달만을 위한 직접 체험 중심의 체육수업

이 아닌 간접체험의 체육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교육 스마트 체

육수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보탐색을 도서관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현대 사

회에서 학습이 주로 스마트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가 외부의 다양한 학습자원들과 직접적인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자원기반 학습’을 분석 틀

로 선정했다. 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

려져 있고, 자원기반학습의 모형들 중 현장적용이 쉽고 모든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즉 포괄적인 모형으로 알려진 Big6 Skills 모형을 분석

틀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 체육교사들의 스마트교육 실천 사례를 탐

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체육 교사들은 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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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전통적인 체육 수업과는 달리 스마트 체육수업을 어떻게 실

천하는지,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고

자 한다.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오늘날의 다채로운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오랫동안 체육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운동기능 습득 중심 수업에서 탈피하고 체육수업 수행에 영

향을 끼치는 환경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체육교육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용성을 시사하여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체육 교사의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 실천 양상, 그리고 효과 및 영

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체육수업’은 스마트 기

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기술 등의 스마트 환경을 체육수업에 접목시킨

것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용주의 패러다임을 기반

으로 한 사례 연구로서,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비 ·추위 ·더위)로 인

하여 학교 체육교육에서 겪고 있는 공간적 제한들의 해결안으로 각광받

고 있는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 체육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운동 향유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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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첫째, 체육교사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

하는가?

둘째, 체육교사들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와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스마트 체육수업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기술 등의 스마트

환경을 체육수업에 접목시킨 것을 스마트 체육수업으로 정의한다.

◆ 스마트교육 콘텐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유형이나 개발 및 보급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

든 디지털 콘텐츠를 스마트교육 콘텐츠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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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체육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교사들의 학습지도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필 연구이므

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중등 현장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스마트 체육교육을 하는 데에는 학교의 정보통신설비

구비상황과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현황 등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적용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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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체육의 변화

가.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 대두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 4차 산업

혁명’을 인터넷 및 정보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이라 정의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차산업은 인간의 노동력을 강조했다면,

2차산업은 전기와 생산조립을 강조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

는 것이 3차산업 혁명이라 일컬어 왔는데, 4차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 모

바일, 센서, 기계학습 등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

의 모습을 만들 것이라 예측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

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핵심역량 중에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현희, 정

문성, 2018).

1990년대부터 역량접근법이 소개되면서 ‘아는 것이 힘, 아는 방법이 힘’

에서 이제는 ‘실천이 힘’인 시대에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현희, 정문성, 2018). 따라서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디지털, 바이

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을 융합하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학

교 교육에서도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설계하여 제공함으

로써 기존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지식정보처리

능력을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 역량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에서는,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창의적 신장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을 중시함으로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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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을 함양하게끔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체

육과 각론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학습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운동기능, 체력, 성차, 학습유형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을 고

려한 수준별 수업이 실천되어야 하고,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적극

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수학생, 귀국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모

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내용

파악 및 체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한다.

나. 전인형성을 위한 통합적 체육 지도의 필요성 증대

핵심역량이란 분절된 개별 지식이나 기능, 태도의 습득으로는 구현되

기 힘들다(김명수, 2017). 즉, 학습자에게 특정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서는 관련된 교과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의

미한다. 체육과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을 체육교과에 포

함되어 있는 신체활동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왔으나, 역량을

정의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필요

하다(김명수, 2017; 유창완, 박정준, 201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

체성을 확립하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인문 ·사회 · 과학기술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체육과 각론에서는, 학습자는 심동

적 ·정의적 ·인지적 역량을 균형있게 교육받게 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성

장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명시했

다. 또한, 최의창(2018)은, 운동선수들은 종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하여 전인(全人)이 되어야 마땅한데,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전인(戰人)

으로서 스포츠맨십, 감성지수, 지능지수 모두 낮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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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 운동선수,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

들의 전인형성을 위해서는 직접체험과 함께 간접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한 통합적 체육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과제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고 학습 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교육 매체와 정보화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해

야 한다. 기존에 운동장에서만 실시되었던 체육수업 환경을 다양한 교육

매체와 정보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시청각실, 도서실 등으로 확

대하여 학생이 운동장에서의 직접체험뿐 아니라 운동장 외에서의 간접체

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이러한 간접체험 기회 제공

은 체육교과의 과학성, 인문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

에 직접체험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종합적인 사고력과 신체 발달 및 정서 발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영택, 이만희, 진성원, 황성우, 2010).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스마트 체육수업이 방안이 될 수 있다(최인규, 이안수,

2008).

다. 학생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

교, 이전 거주지, 인종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교육부, 2015b). 그리고 2015년 체육과 교육과정은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체육과의 역량이란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

화함으로써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

(교육부, 2015b)임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체육과 역량을 학습자들이 함

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식 ·과제식 ·질문식 ·협

동식 등의 교사와 학생 중심적인 수업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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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학생

21세기의 현대 청소년은 디지털 시대에서 성장하여 과거에 비해 감각

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세대로 개별적 취향과 개성에 따른 욕구충족의

다양화 및 개별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최경아, 201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0년대 초 디지털 원주민

과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어릴적부터 디지털 미

디어 환경에 노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 사고

방식, 생활양식을 가지는 등 학습자의 특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육법

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예지, 권예지,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이

지영, 고예나, 2015). 즉,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

되게끔 교육 설계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인 청소년의 일상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교육 매체의 선정이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일상이 네트

워크에서 자유롭게 공유되고, 즉각적인 정보접근, 의사소통, 디지털 기기

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즉각성’과 ‘멀티태스킹’의 특징을 고

려해야 하며,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피드백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설계가 필요

하다.

예전부터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들이 존재했다. X세대, Y세대, N세대

등이 그 예인데, 각 세대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X세대는 물질적 풍요

속에 자라며 소비지향적 성향이 강한 세대이고(김미령, 2010), Y세대는

컴퓨터를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세대로 여가추구, 자아

성장 등에 높은 가치를 두며(정성호, 2006; Zemke, Rainse, & Filipczak,

2000), N세대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능한 세대를 칭한다

(Tapscott, 2008). 이러한 용어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가 세대에 고유한 특

징을 부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가 세대

별 서로 다른 문화를 이끈 것이다(권예지, 권예지, 나은영, 박소라, 김은

미, 이지영, 고예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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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

일반적으로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가 활용하는 교수방식은 학생들의

동기뿐 아니라 학습참여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Cheon, Reeve,

& Moon, 2012). 체육수업에서의 교사중심적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과 질

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재미, 흥미가 높아진

다고 하였다(류민정, 표내숙, 2006). 반면 체육수업에서의 학생중심적 수

업은 체육수업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적

교수행동은 수업에 재미, 흥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환경의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계주, 김덕진,

2011; 김종환, 2008; 이상섭, 조홍식. 2013; 조홍식, 2014). 그러나 실제 체

육수업 현장에서는 교사중심적인 기능중심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교사가 학습은 ‘학생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 중심적인 수업을 하고 있었다(김영식, 이범기, 정진성,

2012).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효율적이고 단순하며 활용이

용이한 수업방식인 ‘교사중심적 수업’을 선호하기에 어렵고 힘든 수업방

식으로 인식하는 ‘학생중심적 수업’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eve & Cheon, 2014; Reeve, Vansteenkiste, Assor, Ahmad, Cheon &

Jang, 2014).

3) 학생들의 운동기능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운동기능

이 낮은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소극적이며 모면한다(이승배, 1999). 그리

고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여 수업참여를 기피하여

체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공통적

으로 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거나 흥미 및 참여도 또한 낮고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Silverman & Subramaniam, 2000). 운동기

능이 낮은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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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충분한 연습기회와 피드백을 받지 못해

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수치심과 자신감

상실을 겪게 되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김윤희, 2003).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운동기능 수준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

졌는데(Dyson, 1995, Portman, 1992), 교사는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을

접촉횟수 ·피드백 ·벌 · 보상 등에서 차별한다(Carlson, 1994). 따라서 운

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비난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체육수업으로부터

소외되며 좌절감을 느껴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이들의 운동기능을 높일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개선이 요구된다.

4) 비만학생

비만은, 지방조직의 과잉축적과 같은 상황이 이미 의학적인 관리가 필

요한 상태라고 정의한다(최보름, 2015). 비만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에 의

하면, 비만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특히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간식, 늦은 시간대 군것

질, 햄, 치킨, 피자, 인스턴트 식품 등의 지방질 중심의 식생활뿐만 아니

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의한 좌식 위주의 생활양식이 비만과 연관성

이 높다고 했다(김재우, 공성아, 이온, 김연수, 윤이화, 김신아, 최보율,

2009; 최보름, 2015). 지주현(2006)은 학생들이 학업성적에 대한 학부모들

의 과열된 의욕으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과다한 영양을 섭취하는 반면

정규체육활동 이외에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음식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정상적인 체형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력의 감퇴현

상까지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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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 가정 학생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국경

을 넘는 이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 가

정의 청소년들은 이주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화

와 타민족의 특성을 배우고 수용하면서 자아성장을 겪는다. 한편, 가정에서

경험한 문화와 사회에 소속되기 위해 익힌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

우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겪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노충래,

2000).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을 통해 많은 영향

을 받는다(고문수, 김재운, 2012; 김미숙, 2005; 김정원, 2006, 조영달, 윤희

원, 박상철, 2006).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한국의 문화

가 어색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

생들의 적응 양상을 고려한 통합적 교육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오은

순, 강창동, 진의남, 정진웅, 김선혜, 김수연, 박선종, 최광락, 정원영,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교육과정 총론과 재량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고문수, 최덕묵, 200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좋은 수단

이 되기에 학교체육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되는 체육수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고문수, 2013; 최덕묵, 고문수, 2009). 학

교체육에서는 학생들의 직 · 간접적인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통합할 수 있

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 다문화사회의 학생들에게 심동적·인지적·정의적인 측면을 통

합하여 즐거운 체육수업을 만드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문수, 2013).



- 19 -

라. 환경적 제약

1) 기후적 요인

체육교과에서 체육교사는 학생들이 운동장, 체육관, 교실 등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학생들이 신체

활동의 다양한 요소를 직 ·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

도록 시설 및 용 ·기구와 더불어 날씨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대부

분의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운동장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날

씨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나 눈은 운동장에서의 이루어지는 체육수업

운영에 큰 제약이 되어 왔고, 특히 오늘날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경보까지 더해져 체육수업을 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가 늘어나고

있다(이해령, 김은혜, 2017).

계절별 날씨에 의한 수업 결손에 대해서는 교실에서 다양한 시각적 ·

감상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계획성 없

는 무의미한 교수 ·학습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학

생들이 교실 체육수업도 교사의 교수 ·학습 운영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수업 중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의해 대체되거나 지필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교실 수업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교육부, 2008; 임영택 외, 2010)

2) 물리적 요인

체육교육의 세계적 경향은 스포츠 기술습득(Sports skill)에서 활력적인

삶의 기술(Active life skill) 발달로 옮겨가고 있는데(강신복, 2005), 체육

교육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특성은 시대적 흐름에 의한 변화에 맞게끔 교

육과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수정하여 왔다. 시대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적인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적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해도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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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부분의 제반 인프라 확충과 지원’의 부재를

통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한상호, 2007; 박기석. 2002; 김성호,

2000). 특히, 체육교육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해당하는 교육인프라로서는

‘시설과 교구’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체육수업의 효과를 극

대화시키기 위한 물리적 기본 조건으로 볼 수 있다(정우식, 2009).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시설 및 기구의 유무에 따라 수업에 많

은 영향을 받는 교과로서,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는 체육학습의 지도의

장으로 학습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물적 조건으로 학교

체육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이다(이병수, 2008). 특

히, 체육예산, 체육시설 및 도구, 체육전담 인력의 확보 방안, 해당 시설

및 교구의 활용 주체인 교사들의 인식, 그리고 학교체육시설과 지역사회

체육과의 연계와 적극적 활용방안에 관련된 연구(나상준, 고재곤, 1999;

안민석, 2000; 정우식, 2009)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병수(2008)는 체육

수업에서 실내수업공간과 실외수업공간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정규모(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서는 공간의 제약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체육수업 전 ·중 ·후

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배치되어 체육수업에서의 시간

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영택, 이만희,

박윤식, 권승민, 2009). 즉, 학교체육 수업시간 외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

킬 수 있고, 자발적 연습을 통한 운동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

며, 운동기술에 대한 심화된 이해나 감상교육 등을 통한 체육 과목에 대

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임영택 외, 2010; 최인

규, 이안수, 2008; 홍석호, 문호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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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교육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과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여

러 산업 간의 융합이 사람들에게 보편화가 되어 ‘스마트’(Smart)라는 용

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Smart)란 사전적으로 ‘똑똑한,

영리한, 깔끔한’ 등의 의미였으나,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존과는 달리

창의적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의 개념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측면에 사용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신성장산업의 동력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나타났

고 이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보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

해 지인들과의 교류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리고 이러한 생활문화는 사무 ·교육 ·결제 ·의료 등등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영향들이 나타났다. 특

히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스마

트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기에 이르게 되었다.

가. 스마트교육의 개념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는 스마트교육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스마트교육이 무엇인

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 측면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관점과 21세기 새로

운 교육환경을 이끌어갈 미래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거시적 관점까지 다

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일상에서는 혼재되어 사

용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이나 ‘스마트러닝’은 광범위한 인터넷망의 확장

과 스마트 기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비교적 최근 등장한 용어라서

연구자들 간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임병노, 임정훈, 성은

모, 2013). 이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문경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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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교육 또는 스마트러닝의 개념 정의 (문경남, 2017)

구분 강조점 연구자 개념정의

스마트 

교육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교수·학습

체계

교육

과학기술부

(2011)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방법, 교육과정, 

평가 등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능형 맞춤 교수·

학습 지원체제

이성근 

외

(2013)

스마트교육의 핵심은 인간이며, 글로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임병노 

외

(2013)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을 탈피하고 학

습자 주도의 맥락적, 지능적, 상호작용적 협력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임희석

(2011)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교수·학습 방식을 수평적, 쌍방향적, 참여적, 

지능적,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총체적인 접근

스마트

인프라

김현철

(2011)

스마트 인프라(클라우드, 무선인터넷, 유비쿼터스, 스마트기기 등)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적 가치(참여, 공유, 협업, 창의, 융합, 문제해결력 등)를 창출하는 

21세기 교육

이현화

(2015)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콘텐

츠와 쌍방향 학습으로 학습자가 최상의 학습 환경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스마트

러닝

신개념

학습 

형태

강인애 

외

(2012)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극대화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이 융합되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형태

김돈정

(2010)

ICT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등장한 신개념 학습으로 E-러닝의 단점

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의 학습 형태,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학습 

지원

체제

임정훈

(2011)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별, 맞춤형 

개별학습과 소셜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학습을 통해 학습 성과를 최적화

하는 학습체제

장재경

(2011)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학습자 주도적인 지능적, 협력적 학습 지원체제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

강정화

(2011)

기술과 기기보다 사람과 콘텐츠에 중심을 둔 발전된 ICT기반의 

학습자 중심, 지능형, 맞춤형 학습

곽덕훈

(2011)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형태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김미용 

외

(201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학습이 효과를 

높이는 학습자 중심의 지능형, 맞춤형 학습방법

노규성 

외

(2011)

스마트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학습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 설계를 

이끄는 인간중심적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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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자들은 스마트교육 또는 스마트러닝으로 구

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혼용하여 써도 될 만큼 공통된 점

이 많고 스마트교육과 스마트러닝이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

라 강조점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은

스마트러닝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학습 환경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스

마트교육은,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시 ·공간 제약을 탈

피하고 학습자주도의 맥락적, 지능적, 상호작용적 협력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스마트교육의 발전사

기술의 진보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패러다임은, 스마트교육이란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ICT 활용 교육부터 E-러닝, U-러닝, M-러닝 등을

거쳐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시기와 용어의 의미로 명확하

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많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개인용 PC의 확산으로 인한 ICT 활용 교육이 주를 이

루었다(김영애, 2011a).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는 정보와 통신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과정을 강조하

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이용일, 2013). 1996년 수립된 교육정보화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ICT 활용 교육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

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장상현, 2011). 비슷한 시기에는 E-러닝이 등장했는데, 이

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웹기반 교육,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을 등장시켰

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모바일기기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M-러

닝과 보다 발달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U-러닝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 내용에 접속할 수

있고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모바일기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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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대중화는 개인이 움직이는 공간 어디에서든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며 개별화 학습,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더해짐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체제로 변화한다.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 PC와 같이 이동성이 있는 모바일 매체는 언제 어

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풍부한 학습 콘텐츠로 다양

한 학습자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최현경, 2014; 문경남, 2017에서 재인용).

[표 3]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의미 (최현경, 2014; 문경남, 2017에서 재인용)

용어 용어설명

ICT 활용 교육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1990-2000년대부터 확산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인용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한 형태

·기술의 활용 면에서만 보면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어지만

  학생 개인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현대 교육상황에서 포괄적 용어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E-러닝

(Electronic 

Learning)

·2000년대, 확산된 인터넷 발전을 토대로 등장한 학습형태

·전자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웹 기반 학습으로 해석되기도 함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습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함

M-러닝

(Mobile-Learnin

g)

·2000년대 중반 정보통신기술향상 및 스마트폰 등 고성능 모바일기기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학습형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하는 

  시스템

·어학, 직무교육 등이 주요 M-러닝 분야로 각광받음

·한국의 교육상황보다는 주로 해외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쓰이는 용어이며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습을 통칭함

U-러닝

(Ubiquitous 

Learning)

·인터넷 기반의 E-러닝을 넘어선 의미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통해 시간, 장소, 상황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자료에 접속하거나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형태

스마트러닝

(Smart 

Learning)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단말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습콘텐츠 및 솔루션을

  활용한 학습형태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도구적으로 활용한 학습이란 의미가 아니라, 혁신적 학습 내용,

  방법, 평가 등 학습체제 전반의 변화를 포함한 용어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의

  활성화, 형식학습과 비형식 학습의 연계 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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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바와 같이 학급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시작된 ICT 활용 교육부

터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E-러닝,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를 통해 활성화된 M-러닝과 U-러닝,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

트러닝의 순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용어가 바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서로 단절된 개념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이현화(2015)는 U-러닝을 현실화한 학습형태가 바로 스마트러닝이며

이는 U-러닝보다 더 큰 범주임을 강조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원활한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학습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에 맞는 교

육 콘텐츠와 쌍방향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의 의미가 스마

트학습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현철(2011) 또한 [표 4]과 같이 스마트교육이 전통방식의 교육, E-

러닝, M-러닝, U-러닝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요소를 모두 구현할 수 있

는 교수․학습 모델임을 강조한다.

[표 4] 교육방식에 따른 스마트러닝의 기본 요소별 구현 가능(김현철, 2011)

전통방식 E-러닝 M-러닝 U-러닝 스마트러닝

지능형 맞춤학습 △ △ ○

협력활동 ○ △ △ ○ ○

양방향 △ ○ ○

참여활동 △ △ △ ○

공유활동 △ ○ ○

지능형 

학습정보관리
○ ○

시공간 제약극복 △ △ ○ ○

학습정보생성 ○ ○

소셜네트워킹활용 △ △ ○

융복합 

교육매체활용
○

비선형 학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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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스마트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세웠는데, 스마트교육을 하나의 교육제도로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확산을 이끌고 있는 것이

다. 이들은 스마트교육을 이전의 ICT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인터넷 기

반학습 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이 담긴 새

로운 미래 교육의 형태이며, 21세기 미래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

임의 변화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스마트교육의 특성

스마트교육은 앞서 제시된 M-러닝과 U-러닝의 특성을 포함하는 경

우가 많은데(임병노 외, 2013), M-러닝은 무경계성, 개인별 맞춤형 수업,

상호작용성, 즉시성, 현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Susil & Fred,

2004), U-러닝은 영구적 학습자원 관리, 접근성, 즉시성, 학습활동 맥락

성 등의 특성을 지난다(Ogata & Yano, 2004). 이러한 M-러닝과 U-러닝

의 특성은 스마트교육의 특성에도 포함되어 있고, [표 5]에서 자세히 제

시되어 있다(문경남, 2017).

스마트교육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성, 상호작용

성, 협력성, 맥락성, 즉시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임걸, 2011;, 임정훈, 김상홍; 2013; 문경남, 2017에

서 재인용).

스마트교육의 개념을 축약한 단어인 ‘SMART’는 각각 ‘Self-directed

(자기주도적) : 학생의 역할을 지식생산자로 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

능하게 하는 지능화된 체제를 지원’, ‘Motivated(흥미) : 체험 등의 지식

을 재구성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및 과정 중

심의 개별화된 평가를 지향’, ‘Adaptive(수준과 적성 : 개인의 선호 및 미

래의 직업과 연계되고 수준과 적성에 맞는 유연화·개별화된 학습 지원을

제공)’, ‘Resource Free(풍부한 자료) :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학습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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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 활용) : 정보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개방화된 교육환경을 제공’을 의미한다. 이

를 전통적인 학교체제와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표 5] 스마트교육의 특성  

[그림 1] 기존 교육에서 스마트교육으로의 확장(교육과학기술부, 2011)

연구자   

             

 강조점 

스마트교육의 특성

학습자 주도성 상호작용성 협력성 맥락성 즉시성 기타

강인애 외

(2012)
사회성

실제성

적응성
상시성

곽덕훈(2011) 학습자 중심 소통능력 협력학습 문제해결력

교육과학기술부

(2011)

자기주도적, 

수준별, 

적성별

흥미로운 학습, 

풍부한 자료

김돈정(2010) 자기주도학습 실시간 동기부여

김용 외(2011)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협력학습 실시간

김희봉 외

(2011)
썽방향성 협력성 현실성 즉시성 이동성, 편재성

노규성 외

(2011)
자기주도학습 상호작용 협력학습 시뮬레이션학습

임걸(2011) 상호작용 참여적 실제성 풍부한 학습자원

임정훈(2011) 개별학습 상호작용 협력학습 맥락성
이동성, 

자원접근성

임정훈 외

(2013)
맞춤형학습 협력학습 적응성

문제해결력, 

형식+비형식 학습

천세영 외

(2012)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식재구성, 

교육기회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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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통해서, 기존 교육이 스마트교육으로 확장되면서 스마트교육의 장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장점으로, 시간의 확장으로서 스마트교육을 이전의

ICT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인터넷 기반 학습 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이 담긴 새로운 미래교육의 형태이며, 21세기 미래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의 확장· 교육역량의 확장·교육내용의 확장·공간의 확

장이 부각되는데, 스마트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을 연

결해줄 수 있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관

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학습태도가 형성될 수 있고 개인화된 기기로 자신의

맥락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진다(김봉수, 류민정, 2015; 김혁신, 2015; 안양옥,

박상봉, 황숙영, 2013; Carmean, Frankfort & Salim, 2013). 이러한 발견은 스

마트교육의 적용이나 콘텐츠 활용 시 다양한 스마트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라. 스마트교육 콘텐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스마트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에 적합하고, 교육 영역별로 다양한 질 높은 콘텐

츠의 지속적 개발이 요구된다(손명진, 2013). 효과적인 스마트교육 콘텐

츠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

교육 콘텐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스마트교육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분석틀이

되고자 한다.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개념과 특성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넓은 의미로 유형이나 개발 및 보급 기관에 관계

없이 학습자의 교육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활용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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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제시했고, 문자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

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스마트교육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고 제작된 학습 보조자료 및 학습 도구, 교수 ·학습 내용 및 그 외 모든

가공물을 뜻한다(김현철, 2011; 임정훈, 한승연, 김세리, 2009).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특성으로는, 참여성, 공유성, 협력성, 접근성을 갖

는다(김현철, 2011). 첫째, ‘참여성’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

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학습자는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해 언제든지 학습 자료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둘째, ‘공유성’은,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또 다

른 동료 학습자들 사이에서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자신

의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말한다. 다양한 콘텐츠는 사용

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재가공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콘텐츠로 수

정 및 보완될 수 있다. 셋째, ‘협력성’은, 기존의 전통적 교육 콘텐츠가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습자들 사이의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줌을 의미

한다.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자 사이의 협력을 수월하게 하고 이러한

협력 활동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접근성’은,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동시에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상호작용

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2) 스마트교육 콘텐츠 유형

교육 콘텐츠는 형태, 용도, 목적, 기술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유형 또한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마트교육의 개념 자체가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스마트교육 콘텐츠 또한

그 유형의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다(임병노 외, 2013).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서는 서책형, 디지털형으로 구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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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서는 수업형, 수업자료, 수업도구로 구분되며, 목적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용, 학습지원용으로 구분된다(김현철, 2011; 임병노 외,

2013; 임정훈 외, 2009). 궁극적으로 교육 콘텐츠는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 형태 및 기술이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콘텐츠가 활용되는 ‘용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수업형 콘텐츠’, ‘수업도

구 콘텐츠’를 ‘교수학습지원용’과 ‘학습지원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김현

철, 2011).

‘수업형 콘텐츠’는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학습 콘텐츠가 구성되어 실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한다. 교수학습 지원용

콘텐츠로는, 교수자가 교실수업에서 다양한 ICT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서, ICT활용 교수학습지도안, 멀티미디어 학습 콘

텐츠 및 교수학습 지원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반면, 학습지원용 콘텐

츠로는, 학습자가 교실수업을 미리 학습하거나 보충하여 보다 깊은 단계

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서, 수준별 학습을 적용하

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수업형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실 수업

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제한된 학습 환경,

학습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사용 어려움,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학습용 콘텐츠의 활성화에 어려

움이 있다.

‘수업자료 콘텐츠’는 수업형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학습 콘텐츠를 의미

한다. 수업형 콘텐츠와 수업자료 콘텐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수학습

모형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수업형 콘텐츠는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수

업자료 콘텐츠가 적절히 배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형 콘텐츠를

통해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지만, 수업자료 콘텐츠는 수업에 사용되

기 위한 순수 콘텐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

공이 필요하다. 수업자료 콘텐츠는 대체로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데,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는 학습요소별 자료를 그림, 사진, 소리, 동영

상, 애니메이션, 모듈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개발되었고, 필요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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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콘텐츠의 양은 많지만 실제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서 이용하기에

는 너무 복잡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요구와 높은 학업성취를

기대하는 학부모를 만족시키기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도구 콘텐츠’는 수업형 콘텐츠나 수업자료 콘텐츠를 학습할 때,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수단의 도구들

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수학습지원 도구 및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되는 학습지원 도구가 수

업도구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지원 도구’는 교수자가 교수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강의저작 도구’와 ‘콘텐츠저작 도구’가 있다. 기존

의 교수학습지원 도구는 문서,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과 같이 수업의 삽

화를 저작하기 위한 도구로 제공되었지만, 현재에는 각 기관, 콘텐츠 기

업 및 유 ·무료 솔루션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기초로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생성하고 조합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작하는 도구로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지원 도구는, 첫째, 웹페

이지 기반의 학습을 저작하기 위한 방식, 둘째, 동영상 기반의 학습을 저

작하기 위한 방식, 셋째, 교수학습 모형에 맞는 ICT를 활용하여 교실수

업 형태의 학습을 저작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학습

지원 도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습 모형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 도구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는 첫째, LMS에서 제공되는 학습 이력, 소그룹 학습 이력, 토론방 및

공동 저작 도구와 같은 ‘지식개발 및 공유 도구’로, 둘째, 채팅, 투표, 메

시지 및 소그룹 공간과 같은 ‘협력 및 상호작용 촉진 도구’, 셋째, 사용자

및 저장소 관리와 같은 ‘커뮤니티 관리 도구’ 등으로 구성된다. 그 예로,

트위터 ·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기능과 Wiki. SlideShare와 같은 공동

저작도구가 학습지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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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스마트교육 선행연구

국내의 스마트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교육환경’, ‘교육학’, ‘학습자’

등 세 가지에 관해서 이루어져 왔다(Kiran, Yaeeun & JaeHoon, 2018).

특히, 이들 세 가지의 주제에서도 ‘스마트 인프라’, ‘소셜네트워크’ 등의

스마트교육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교육환경’에 대

한 연구 수는 늘고 있는 반면, ‘교육학’과 ‘학습자’와 관련된 연구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등과 관련된

‘교육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자와 관련된 스마트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특히 스마트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를 통한 학습자를 위

한 스마트교육에 발전에 힘써야 한다.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시행 초기에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시범수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연구가 진

행되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문경남, 2017). 그리고, 국내외를 비롯

해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스마트교육의 효율적인 활

용에 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서는 스마트교육을 꺼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은이. 2012). 또한 국내

콘텐츠 시장은 너무 단조롭고 다양하지 못함을 극복해야 할 한계로 들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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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수업에서의 스마트교육

가. 국내 · 외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

1) 국내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

체육 분야에서 스마트교육에 관한 연구는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다. 체

육과에서의 ICT활용 교육에 관한 연구, (김자혜, 2001; 조순묵, 1999), 인

터넷 발달과 체육수업 효과에 관한 연구(오문호, 임상용, 2004; 이윤찬,

2010; 장종철, 최숙영, 안성훈, 2006), 체육수업에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 결합을 통한 학습에 관한 연구(홍석호, 2005; 서보경, 박승하, 2009),

초등학생용 웹 기반 건강체력측정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신승환, 이

병근, 우재홍, 박익렬, 김효중, 전태원, 2011) 등 정보통신기술을 체육교

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공간은 체육수업 전 ·중 ·후에 모두 활용

할 수 있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학교체육 수업시간 외의 신

체활동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임영택, 이만희, 박윤식, 권승민, 2009;

홍석호, 문호준, 2005), 자발적 연습을 통한 운동기술 습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최인규, 이안수, 2010) 스마트교육을 활용한 체육수업은 수업몰

입과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최원석, 2018). 그

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체

육 과목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류민정, 2011; 최인규, 이안수, 2008). 또한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활

용하여 운동기술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감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지향하는 전인 체육교육

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임영택, 이만희, 진성원, 황성우, 2010). 이처럼 스

마트교육의 수월한 자료 접근성의 특성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체육

수업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육 교과에서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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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는 실기 위주의 수업에서 확장하여 공연을 감상하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 등의 통합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 체육수업은, 학생의 관점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한 피드백을 통

해 교사의 시범 및 설명 시간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실제 학습시간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증가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

행 모습을 태블릿 PC에 찍힌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평소보다 더 쉽게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상세하게 달아주는 댓글을 통해 시 ·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체

육 실기 평가는 교사 앞에서 시행하는 일회성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

았으나 스마트교육을 통한 실기 평가의 개선으로 시험시간의 개선은 스

마트교육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평가의 기회를 주어 학습

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

둠별 평가의 기회 제공은 교사의 간섭이 아닌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제작한 영상을 통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평가

의 공정성으로 같은 시간에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받는

데 이는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김미선, 2014).

하지만 체육교육 분야의 스마트교육 연구는 그 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편이다(문경남, 2017). 이는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스마트교육 추

진전략 시행 초기에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시범수

업과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적 요인이고 이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는 내적 요인이 있는데, 체육 교과는 음악 · 미술 등과

같이 직접적인 체험이 중시되는 교과로서 직접적 활동이 부족하다고 인

식되는 스마트교육의 적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전형우, 2015;

홍정화, 2012). 이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체험’이라는 것을 몸의 근육

과 관절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체험은 몸을

직접 움직이며 경험하는 ‘직접체험’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독서 ·영상시

청 · 작품 감상 등의 ‘간접체험’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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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체험 활동은, 최의창(2007)은 체육교육이 갖는 인문성과 예술성의 조

화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직접체험 활동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했다.

따라서 체육교육에서의 스마트교육은 직접체험 활동과 간접체험 활동을

모두 활발히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적 체육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운동소

양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2) 국외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

국외 스마트 체육수업의 사례는 2개의 단행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먼저 Ashley, Vicitoria와 Kathleeen(2017)는 외국의 스마트 체육수

업 사례에서 활용된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마트 기술 등

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통해 체육수업을 실천한 것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리고 Jeroen과 Ivo(2018)는 스마트 체육수업에서 강조하는 의도에 따

라 수업사례를 묶어서 소개하였다. 각 단행본에서 소개하는 수업사례에

서의 강조점 및 주요 내용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스마트 체육수업은 국내 스마트 체육수업의 사례 및 연구와 유

사한 주제로 연구 및 수업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국외에서는 체육

수업 모형을 수업에 적용한 것과 예비교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 점이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교육학적 관점에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두드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은 모

바일 앱, 비디오 게임, SNS,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이 다

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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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외 스마트 체육수업의 강조점과 주요 내용

나. 스마트 체육수업 콘텐츠 선행연구

1) 스마트 체육수업 교육 콘텐츠의 활용유형

스마트 체육수업 교육 콘텐츠는 SNS, 비디오 분석도구, VR기기, 스마

트폰, 태블릿, 미디어, 빅데이터의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표 7], 체

육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육 콘텐츠의 유형은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

구, 협업도구, 시뮬레이션 도구, 성찰도구, 수행지원 도구 여섯 가지로 분

류하였다.

단행본 강조점 주요 내용

Digital Technologies 

and 

Learning in 

Physical Education 

Pedagogical Cases

(Ashley, Victoria 

and Kathleen, 2017)

모바일 앱 활용 체육수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이해를 위한 사례

비디오 게임 댄스교육을 위하여 활용한 댄스비디오 게임

SNS

고등교육에서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체육수업

블로그 활동이 가상현실과 학생학습에 주는 영향

교사 전문성 개발에 활용되는 아이패드 활용

iPad 체육교육의 혁신을 위한 아이패드 활용

교사전문성 관련 

스마트 체육
예비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술능력 함양

Digital Technology

in 

Physical Education

(Jeroen & Ivo, 2018)

기술습득과 평가

비디오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교체육수업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체육수업에서의 피드백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생움직임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

체육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논의

스마트 

체육수업에서 

교수모형을 적용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포츠교육모형 기반 체육수업

SNS를 활용한 스포츠교육모형 기반 체육수업

비디오 게임 설계 : 이행중심모형과 스포츠교육모형을 위한 게임의 이해

스마트 체육교육의 

개념과

비판적 관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Opaue와 Transparant를 활용한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

체육교육에서 디지털 기술과 숨겨진 교육과정 내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체육교육에서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기술의 사용

뉴질랜드 사례 : 디지털 기수 발전이론을 위한 상호작용 활용

교사전문성 관련 

스마트 체육교육

예비체육교사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활용가능 탐색

예비체육교사 교육울 위한 아이패드활용 연구

체육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예비 체육교사와 현역 체육교사의 위키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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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체육수업에서 스마트콘텐츠 활용유형 분류

논문명　 활용 컨텐츠 유형

SNS와 영상분석을 활용한 초등체육수업의 실행연구(유민규, 2017)
SNS, 비디오 

분석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협업도구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활용한 ICT 융합 체육수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박세원, 김상목, 김영식, 2018)

VR기기
성찰도구

시뮬레이션도구

멀티미디어 수업모형을 통한 체조 손집고 앞돌기 동작 기능향상에 관한 연구

(최수남, 2017)
비디오 분석 성찰 도구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학교체육평가의 가능성 탐색 

(조욱상, 김종욱, 2016)
스마트폰, 태블릿

시뮬레이션도구

정보수집도구

미디어 교육을 활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스포츠 인식과 

장애인 수용 태도에 미치는 효과

(임우성, 김지태, 고대선, 2017)

미디어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김종성, 2014) 빅데이터

의사소통도구

정보수집도구

협업도구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활용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사례연구 

(이의재, 이현석, 2017)

어플리케이션, 

SNS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정보수집도구

영상매체를 이용한 육상수업이 육상경기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안창규, 김상대, 2013)

비디오 분석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연계한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체육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필, 박종률 외. 2013)

SNS, 비디오 

분석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중고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체육교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김봉수, 류민정, 2015)
어플리케이션 

성찰도구

시뮬레이션도구

정보수집도구

중학교 체육교과서 내 무용단원 내용 분석을 통한 디지털 

무용교육콘텐츠 개발 및 현장 적용

(배수을, 2011)

미디어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시뮬레이션도구

체육수업에서 ICT 콘텐츠에 관한 연구(강선영, 강승애, 정형수, 2016)
미디어, 비디오 

분석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정보수집도구

시뮬레이션도구

초등학교 표현활동 영역에서 스마트교육(Smart Learning) 

적용가능성 탐색

(안양옥, 박상봉, 황숙영, 2013)

태블릿, 스마트폰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협업도구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스마트교육 적용이 재미요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여향, 정구인, 2017)
태블릿, 스마트폰

성찰도구

수행지원도구

의사소통도구

협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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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수집 도구

정보수집 도구 유형은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데이터)를 얻기 용이하도록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활용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의재 외, 2017)에서 학생은 대회의 일정, 특정 선수의 경기기록, 점

수 현황과 같은 정보를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쉽게 얻을 수 있

다. 또한, 학습자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자신이 평소 검색했

던 기록을 빅데이터에서 찾아봄으로써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과목별 성적, 생활 태도, 적성, 경기

종목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화된 지도를 요청

할 수도 있다(김종성, 2014). 일반 체육수업의 맥락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고, 운동기능 등의 신체움직임 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디오 분석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조욱상 외, 2016).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는

학습자가 동영상 자료, 벤다이어그램, 사진 자료 등의 유용한 형태

로 제공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김봉수 외, 2015).

나) 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도구 유형은 학습자 상호 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 간

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다.

SNS를 통해서 학습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연결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SNS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거리를 좁히는데 매우 효율적인

도구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필요한 운동지식을 얻고, 자신이 가진 운동지

식을 공유하여 재구성하고,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를 동원하여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고 다른 이와 공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유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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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NS를 통한 스포츠클럽 운영은 실제 경기를 하면서 운영진과 대

회 참가자들이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을 도와준다(이의재 외, 2017). 빅데

이터는 지도자, 학부모, 교사 등의 입장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체육 교사와 학생 간

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김종성, 2014).

다) 협업 도구

협업 도구로서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습자 간 협

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SNS와 영상분석을 통해 학습자는 새

로운 지식을 습득 · 구성해 나가기 위해 협업하며, 영상 피드백과 상호작

용을 통해 협력적인 학습을 경험한다. SNS의 활용은 학생들은 체육수업

참여와 피드백을 촉진하여 운동 수행과 운동전략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

정보 공유를 촉진하였다(유민규, 2017). 표현활동 모둠 활동 시에는 자신

이 만든 동작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서로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안양옥 외, 2013). 스마트교육의 댓글 달기 환경은 특히

여학생들에게 있어 활발하게 서로의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라) 시뮬레이션 도구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에서 시뮬레이션 도구로서 학습자의 시 ·공

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의 높은 활

용도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한 신체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박세원 외, 2018). 디지털 무용교육 콘

텐츠는 무용교육이 시 ·공간적 신체움직임을 매개로 한다는 측면에서 3

차원적으로 폭넓은 활용과 이해를 보조한다(김봉수 외, 2015). 체육수업

에서 인터넷, 각종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활용 등과 같은

ICT 활용한 교육방법은 시 ·공간적 한계 극복을 통한 다양한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강선영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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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찰 도구

성찰 도구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성찰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스마

트교육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나타났다. 학

습자는 영상분석을 통해 모델링 동작과 오류 동작을 자신의 동작과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운동기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SNS를 활용

한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은 스스로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으로 효

과가 있었다(유민규, 2017).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의 축구 프로그램은 공

수거 시스템을 통해 공의 배급이 빨리 되고 분석 자료가 바로 제시되어

학습자가 빠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박세원 외, 2018). 특

히 자세에 대한 정교한 피드백이 필요한 체조 코칭에서 멀티미디어 수업

모형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은 긍정적인 기술 개선, 기술수행 시간 단축, 기

술수행의 자세 변화의 효과를 가져왔다(최수남, 2017). 미디어 교육을 통

해서 학습자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돌아보며 장애인에

대한 수용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임우성 외, 2017). 

바) 수행지원 도구

학습자는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

인다. 수행지원 도구로의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

기를 증진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학습자에게 익숙한 형태의 정보제공

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SNS의 활용은 학습 참여도와 학습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유민규, 2017). SNS와 영상분석 프로그램은 체

육수업 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 즉 기본적 태도, 기술·체력적 태도, 심리

적 태도, 사회적 태도 등 4가지 요인 모두 향상시켰다(박종필 외, 2013).

과거 학생들이 경험한 수업에 비하여 교사의 개입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보다 더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이여향 외, 2017), 보다 수월하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조성은 학생들에게 수업 초반에 새로운 학습 방법에 따른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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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어려움을 극복하는 즐거움, 성취의 기쁨 등을 제공하였다(안양옥 외,

2013).

2) 체육수업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용성 유형

체육수업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용성은 학습동기, 상호작용, 자기

주도학습, 운동기능 및 지식, 교수·학습 환경의 다섯 범주에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세부요소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

용성을 명료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교수 · 학습 환경 제한 극복

체육수업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용성은 교수 ·학습 환경의 변화

를 가져다준다. VR기기를 활용한 스포츠 교실은 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하여 학생이 수업시간 외에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세원 외, 2018).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평가는 교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평가를 체

계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기록을 용이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게 한다(조욱상 외, 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육진로지도는 학생의

관심을 검색기록이나 양적 데이터화한 성적, 생활 태도, 적성 등을 참고

하여 보다 학생에게 맞춤지도를 가능하게 한다(김종성, 2014). 스포츠클

럽 운영에 SNS의 활용은 대회 기록이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하고, 대회의 다양한 정보와 안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여 대회의 질을 높여준다(이의재, 2017).

중학교 무용교육에서 디지털 무용콘텐츠의 활용은 학습자가 3차원적으

로 무용 동작을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용교육의

교과 특성을 구현한 교수·학습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배수을, 2001). 즉,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스포츠 체육교육 콘텐츠의 효용성은 이전의 교수·

학습 환경에서 나타났던 제한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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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동기 증가

체육수업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효용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학습 동기의 증가였다. 스마트교육 학습환경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

릿 PC는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학급에서 사용이 금지된 스마트

폰을 수업시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일탈같이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었

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은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학습자로 하

여금 수업에 몰입하도록 해주었다(안양옥 외, 2013).

그리고 체육수업에 대한 태도 변화도 나타났다. 스마트 체육수업에서의 교

육 콘텐츠 활용 수업은 과거 학생들이 경험한 수업에 비하여 교사의 개입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더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었다. 교사의 통제 감소 효과는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

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이여향 외, 2017). 스마트 체육수업을 진행한 학생

들은 체육수업 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 즉 기본적 태도, 기술·체력적 태도,

심리적 태도, 사회적 태도 등 4가지 요인 모두 향상되었다(박종필 외, 2013).

이러한 변화는 자기효능감의 증가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서 스

마트교육을 적용한 체육수업에서는 기능이 조금 부족한 여학생들도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높은 효능감의 증가가 나타났다. 스

마트교육 수업 과정에서 댓글 활동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댓글이 남학생보

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개수도 남학생에 비해 많았고, 체육수업 중 팀별 전략

회의 시간에도 여학생들의 발언 수가 남학생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는 운동 습득 속도가 느린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체육수

업에서 교사의 관심과 조언을 더 많이 바라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스마트교육의 댓글달기 활동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육

활동에 대한 유능성 믿음이 높아진 여학생들은 운동에 대한 재미를 보다 높

게 인식하고 추후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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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작용 증가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환경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SNS환경에서 운동수행과 운동전략에 대

한 피드백, 코멘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작용이 증가된 모습을 보였

다.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들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

에 SNS는 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거리를 좁히는데 매우 효

율적이었다. 학습자가 필요한 운동지식을 얻고, 자신이 가진 운동지식을

공유하여 재구성하고,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를 동원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이와 공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였다(유민규,

2017).

학생-교사와의 상호작용도 증가하였는데 지도자, 학부모, 교사의 입장

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체육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김종

성, 2014).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교사와 학생이 SNS에서 실제 경기 장

면에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었다(이의재 외, 2017).

스마트교육을 통해서도 학생-교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안양옥 외, 2013).

이러한 상호작용의 증가로 협동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SNS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에서 학습자는 의미있는 협력적인 학습을 경험하였고,

여러 참여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구성해 나가기 위해 협업하여 만들

어가는 집단지성을 습득할 수 있었다(유민규, 2017). 스마트교육을 통해

서는 표현활동 주제의 모둠활동에서 자신들이 만든 동작을 사진 촬영하

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여 바로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의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동학습이 촉진되었다(안양옥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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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기능 및 지식 향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은 체육수업에서 스마트

교육 콘텐츠가 가지는 높은 효용성 중 하나다. 영상분석을 통한 외적 심

상의 활용은 운동수행에 대한 피드백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운동수행과 지식 향상에 확인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은 모델링 동작과 오류동작을 자신의 동작과 비교 ·분석하

여 자신의 운동기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했다(유민

규, 2017). 가상현실의 축구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분석 자료를 학습자

에게 제공하여 즉시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박세원 외,

2018). 스마트교육 수업에서 활발한 댓글 활동은 기존의 체육수업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고(이여향 외, 2017), 멀티미디어 수업환경을

통한 체조수업에서는 기술수행에 있어 정확한 동작 수행을 위한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피

드백 제공은 운동지식과 운동기능을 향상시켰다. 학습자는 동영상 모니

터링을 통해서 자신의 운동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하였다

(유민규, 2017).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체육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운

동기능 습득 및 체력 증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박세원 외, 2018),

영상매체의 정보는 관전에 따른 흥미요소 및 경기규칙과 경기자체에 대

한 지식을 학습자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여 적극적인 관여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안창규 외, 2013). 스마트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동 능

력이 부족한 학생이더라도 팀의 전략가로서 충분히 체육수업에 비중 있

게 참여하며 인지적 측면이 향상되었다(이여향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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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기주도학습 변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육수업에서,

스마트교육 콘텐츠가 제공하는 효용성은 크게 나타났다. 스마트교육 수

업에서 학습자는 체육활동에 대하여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경기전략을 주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학

습의 주체가 되었다(이여향 외, 2017). 스마트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풍부

한 자료에 쉽게 접근하며 지식을 스스로 확장시켜 나갔으며, 보다 수월

하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조성은 학생들에게 수업 초반

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에 따른 신기함, 어려움을 극복

하는 즐거움, 성취의 기쁨 등을 제공하며 자기주도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안양옥 외, 2013).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부족

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체육활동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운동

기능을 수정 보완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움을 받았다(이여향 외, 2017).

학습자는 SNS와 클라우드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체육수업에서 자신이

필요한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에서 수업 초반에 교사가 제공하

는 학습목표설정과 피드백에서 벗어난 자신의 수행을 찾아내어 스스로

필요한 운동 동작과 경기전략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다(유민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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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기반학습

가. 자원기반학습의 개념 및 모형

1) 자원기반학습의 개념

Rakes(1996)는 자원기반학습을, 학습자가 교실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설명만을 듣고 학습하기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학습자원들과 직접적인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즉, 학습자가 ‘학

습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자원을 신중하고 통합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원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해결이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손미, 1999). 성공적인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Brown & Smith, 1996), 첫째,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학습을

위해 자원 활용의 가치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학습자가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며, 셋째, 학습하

는 방법이나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자원기반학습 모형 탐색

자원기반학습의 과정은 대부분 정보활용 능력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하

고 있어 정보활용능력 모형과 동일한 과정으로 본다(조해령, 김정겸,

2006). 정보활용능력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리터러시라

는 인식에서, 정보활용과정에 대한 모형은 주로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각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병기, 2006). 다시 말해서, 정

보활용과정 모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

으면 정보활용능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손미(2002)는 자원기반 학습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표 8]과 같이 제시

했는데, 이들 모형은 절차 및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정보탐색,

분석, 이용 및 종합 등 정보 활용 능력 수행과정과 학습과정을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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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g 6 Skills 모형’을 이론적 틀로 적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자원기반 학습 모형 비교

Big6 Skills 모형은 미국 시러큐스 대학 교수인 Eisenberg와 사서교사

Berkowitz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 모형의 완전 명칭은 ‘도서관과

정보 활용교육을 위한 정보과제 해결 6대 기능 ; Information

problem-solving-the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이다. 정보활용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Big6 skills로 널리 알려져 있다.

Big6 Skills 모형의 특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해서 단순하고, 과정이 명

확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쉽다. 모든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

적인 정보과제 해결 모형이다. 학생들의 과제 해결은 물론 보고서 작성,

             유형

절차
Big 6 Skills

Pathways to 

Knowledge

Research Process 

Model

정보 활용 능력 

통합수업모형

주제에  필요한 

정보확인
문제·과제 정의

정보감상
주제선정

주제에 필요한 

정보확인사전탐색

정보탐색 및 수집

정보탐색 전략 

확인
정보탐색

탐색전략개발

정보자원 탐색
정보의 위치 파악 

및 확보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사용

정보해석

최종결과물 작성

관련 정보 선별 및 

기록

정보사용 및 조직 의사소통

(결과물 작성 및 

발표)

정보의 조직

활동결과 발표
종합

(정보조직 및 발표)
결과발표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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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등 모든 형태의 정보과제에 적용할 수 있다. Big6 Skills

모형은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강조한다. 즉, 정보를 활용하는 과

정에 대한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Big6 Skills 모형 접근법은 학습자가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근하

는 기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광범위한 문제해결의 맥락에서 소재

파악 및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학습자가 자신이 찾길 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한 후,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Big 6 Skills 모형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활용의 기능

을 6개 단계, 과제 정의 -정보탐색 및 접근 - 정보이용 -정보종합 -평가

로 제시한다(Eisenberg & Berkowitz, 1990). Big 6 Skills 모형에서는 6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적

용할 수 있도록 과정을 3단계, 6단계, 12단계로 세분하고 있다(이병기,

2006, [표 9]). 이 모형은 정보활용의 단계를 수준별로 적용할 수 있고,

과정이 간단하여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9] Big 6 Skills 모형의 단계 구분

3단계(Super 3) 6단계(Big6) 12단계(Little 12)

시작(계획)

과제 정의
과업 혹은 정보과제의 확인

정보 요구 확인

정보탐색전략 수립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 결정

정보원 평가와 우선순위 확인

중간(실행)

정보소재확인(탐색) 및 접근
지적, 물리적인 정보 탐색

정보원 내의 정보 탐색

정보의 이용
정보와의 상호작용(읽기, 보기, 듣기 등)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추출

종료(반성)

정보 종합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조직

정보표현

정보 평가
결과물 평가(효과)

정보과제 해결 과정 평가(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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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원기반학습의 특성

손미(1999)는 자원기반학습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자원기반학습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양식 선호도에 따라 적절하

게 적용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양식에 교수-학습 환경을 탄력

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는데, 다양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인

쇄물, 전자자료, 시청각적 자료 등) · 학습환경(컴퓨터 이용, 협력적 활동)

· 학습결과물의 발표 방식(리포트, 구두발표, 멀티미디어) 등을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자원기반학습은 교수전달 방법에

있어서 매우 융통성이 있다. 자원기반학습은 학습현장에 반드시 교사가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자원기반학습에서는

정보의 처리와 활용 기회를 교과내용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므로 내용의

이해와 정보활용능력의 신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학습과제나 문제해

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풍부한 정보를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문제해결력, 추론,

비판적 평가 등과 같은 고등정신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

고 있다. 넷째, 자원기반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과 정보활용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반성적 사고 및 그 결과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기반학습에서 다양한 자원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정보수집과 반성적 사고활동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학습의 심화가 촉진되고 주제에 대한 탐구능력이 지속적으로 신장

되며, 이렇게 신장된 능력은 추후학습을 위한 의미구성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여 학습의 전이 및 적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1) 자원기반학습의 효과

자원기반학습은 교수와 학습의 관계에서 변화를 포함하며, 교수보다는

오히려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

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자원들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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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서는 단지 부분적인 성과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학습자들

은 상호작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결국, 교사의 역할은 정보제공자의 역

할에서 학습의 조언자 및 촉진자의 역할로 바뀌고 있다(백영균, 2001).

자원기반학습은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조혜령, 김정겸, 2006), [표 10]과 같이 자원기반학습에서는 교수자와 학

습자의 역할이 전통적인 수업에서와 달라지는데, 전통적인 수업이 교수

자의 교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자원기반학습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자원을 충족시키고 학습자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적 분위기를 활성화

함으로써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한다.

[표 10] 자원기반학습과 전통적 학습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 학습방법과 비교해 자원기반학습의 교육적 의미

가 7가지가 있다(Brown & Gibbs, 1996; 조해령, 김정겸, 2006에서 재인

용). 첫째, 자원기반학습은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자원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자원기반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수업보다 다양한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선택

권을 제공한다. 둘째, 자원기반학습에서는 학습시간과 학습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학습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적 융통성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개별화학습이 가능하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대로 학

습을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전통적 학습 자원기반학습

교사의 역할 내용 전문가 과정촉진자 및 안내자

주요 학습자원 교과서 다양한 자원

주안점 사실적 내용 현장성 있는 문제 상황

정보 형태 포장된 정보 탐구 대상으로서의 정보

학습의 초점 결과 과정

평가 양적 평가 질적·양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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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넷째, 학습자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교수자들

은 전통적인 수업에서 자료를 전달하는 것보다 자원기반학습의 자료를

준비하고 전달하는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섯째, 자원기반

학습에서는 정보 처리와 활용 기회를 교과 내용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므

로 지식정보사회의 시민으로서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

는 학습자가 풍부한 정보를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력, 추론, 비판적 평가 등과 같은 고도의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고

자원 기반학습을 통하여 학습한 능력은 학습자의 생활에 전이될 수 있으

며 지속적으로 그 질은 향상될 수 있다.

2) 자원기반학습의 제한점

자원기반학습이 잘 조직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활용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손미, 1999), 첫째, 자원

의 균형성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하여, 인쇄정보와 통신정보가 균형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는 쉬워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확보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할 필

요가 있다. 즉, 정보의 확실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그 질을 보장받기는

어려운데, 인터넷상의 정보는 도서관에서 획득되는 정보처럼 선별되고

조직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 양식의 선호도의 적용상 제약점이다. 자원기반학습의 특징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양식에 대한 적용성은 장점

이기도 하지만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는 학습자 수행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학습 방법에 비해 항상 우수한 효과를 보장하는 한 가지 특정한 학

습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원기반학습이 본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수

-학습체제이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제약점으로

인해 사실 학습자의 다양성에 따라 풍부한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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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기반학습의 설계 절차

1) 자원기반학습의 유형

자원기반학습은 개별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혜령, 김정겸,

2006). 자원기반학습은 학습자에게 진도와 학습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

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학습과 공통점이 있지만 자원

기반학습의 수업형태는 완전한 개별학습에서부터 전체 교실학습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학습과 구별된다.

자원기반학습은 소그룹 형태로 가능한데, 먼저 개별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을 학습해 온 후, 동료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생산적인 학습을 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됨으로써 동기화된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능

력을 습득하게 하고, 그룹 내의 다른 동료들과 학습 내용을 비교해 봄으

로써 지식의 수용자나 공급자로서 자신이 갖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스

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Shelly, 1992). 또한 소그룹의

학습자들이 함께 자료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탐구학습뿐

만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도 개발할 수 있어(Rakes, 1996),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 중시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키우는 데 적합하다.

2) 자원기반학습의 설계 절차

자원기반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원기반학습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Brown & Gibbs,

1996), 자원기반학습은 이를 실행하는 기관의 필요와 목적, 그리고 환경

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개발, 실행에

관한 연구 역시 개별 연구자가 정의하고 있는 자원기반학습의 개념, 범

위,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

이 자원기반학습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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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민경, 2002).

Fraser(1984)는 자원기반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네 단계로, 첫째, 교수

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단계, 둘째, 자원기반학습 구현 준비단계,

셋째,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작, 조직, 관리하는 단계, 넷째, 실행하

는 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교수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단계, 즉 교수방법의 변화

단계이다. 더 다양하고 많은 학습 자원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

무감이 생기고 현재 교수방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새로운 교수방법

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함

께 토론하고 환경구현을 지원해 줄 실무진들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자

원기반학습 구현을 위한 준비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2단계는 자원기반학습 구현 준비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원기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때, 자료를 준비하는 교사에

게 제공될 수 있는 실무진들의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도 고려해

야 한다. 자료 준비가 완수되면 자원기반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도 선정해야 한다. 자원기반 학습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은 교

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학습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3단계는 자료의 제작 및 조직, 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교수학습 과

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고 조직, 관리하는 단계로서, 교수학습과정을

적절한 단계로 나누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수학습과정을 적절한

단계로 나누고 난 후, 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습 안내나 자원

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자원의 제작과정

은 조직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자원은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보충,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

4단계는 실행단계이다. 자원기반학습의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실무진,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각각 요구되는 역

할이 있다. 학습자들은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습 활

동의 주체로서 역할이 변화된다. 실무진들과 행정 관리 측면에서는 학습

자들의 자원 이용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학습 과정에 필요한 자원들을 계

속해서 보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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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등체육 교사의 스마트 체

육수업의 사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연구방법으로서, 양적 연구방법은 사물

이나 현상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질적 연구방법은 사물이

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 인위적 표

준이나 척도, 범주를 통한 부차적 감환(Reduction)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조용환, 1999). 다시 말해,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

에 따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연 상황에 있는 사물을 연

구하는 것이다(Denzin, Lincoln, 2011).

연구의 설계는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철학적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부

터 출발한다(Creswell, 2007). 연구를 바라보는 철학적 가정은 ‘인간의 행

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 체계’(Guba, 1990)와 관련된 것으로, 그것은

곧 연구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체육 교사들

이 실천하고 있는 스마트 체육교육을 통하여 교사들의 학습지도와 학생

들의 학습효과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Creswell과 Poth(2017)는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대

표적인 해석적 틀에 대하여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중 실용주의 패러다임은, ‘실용주의’

세계관을 가진 개인들은 연구의 선행 조건들보다 연구결과(행동, 상황,

연구결과)에 초점을 두며, 실제 적용의 문제 ‘무엇이 효과적인가’와 문제

해결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Patton, 1990; Creswell, 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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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 그리고 기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교육부에서 2011년에 ‘스마트교육’을 공표하게 된 배경에서

부터 교사들의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까지의 여러 맥락들을 고려해야하는

점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Creswell과 Poth(2017)가 제시한 내러티브

(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문화

기술지(ethnography), 사례 연구(case study)의 다섯 가지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여러 제보자

들을 통해 그들의 맥락 속에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간의 경과

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 내에 존재하는 하

나 이상의 사례들을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써(Creswell, 2007; Yin,

2009) 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스마트 체육교육의 콘텐츠 유형 분석과

교사들의 학습지도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탐색하기 적합하다. 사례란

시공간에 의해 제한된 경계를 가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체육

수업’이라는 구체적 경계 내에서 ‘스마트교육’이라는 맥락화된 현상을 탐

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 사례를 탐색하고 이를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에게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크게 계

획, 실행, 결과의 세 단계로 나눴다.

첫째, ‘계획’ 단계(2018년 8월∼ 10월)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를

계획하는 단계로 연구주제를 설정한 뒤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구체적

인 절차를 수립하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실행’ 단계(2018년 11월∼ 2019년 2월)에서는 연구문제를 실제적

으로 해결해나갈 단계로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동의, 비밀 보장에 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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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윤리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가이드할 수 있는 질문지와 관찰 가이드를 만들었다. 또한 체육교육에

활용한 수업 콘텐츠들을 정리한 문서 및 자료들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전사, 코딩,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셋째, ‘결과’ 단계(2019년 3월∼ 2019년 4월)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

고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거쳐 논의를 작성했다. 연구를 마

무리하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고, 학문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제언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중등체육 교사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는데,

Patton(1990)이 제안한 유목적적 추출(purposeful sampling)에 의해 선정

되었다. 유목적적 추출법은 비확률적 표집법 중 하나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연구목적에 합당하고, 연구의 특징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

례를 선정하여 이를 표본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러한 표집 방법은 일반

화될 수 있으나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

적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체육교육에 대해 잘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

로 택하여 연구참여자로 삼았다(김영천, 2012).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바이다[표 11].

[표 11] 참여교사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중등교사

· 중등 체육교과 2급 정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체육 교사

· 체육수업에 스마트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교사

· 총 8명의 교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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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할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스마트 체육교육과 관련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 명의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인 눈

덩이 굴리기 또는 연쇄 전략(snowball or chain)에 의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아래와 같다[표 12].

[표 12] 연구참여 교사 선정

3. 자료수집

가. 심층 면담

면담은 정보나 의견에 대하여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Maccoby & Maccoby, 1954)이자, ‘목적을 가진 대화

(Lincoln & Guba, 1985)’를 의미한다. 대화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해석을 얻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식이며,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김영천, 2006).

심층 면담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의 두 번째 단계로서, 개방형 설문조

사에서 도출된 질문사항을 토대로 면담가이드를 만들어 면담을 진행하

되, 참여자의 답변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허용하고, 자

유식 면담의 비예측성을 줄일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ured)(Patton, 2002)을 활용할 계획이다. 심층 면담에서는 개

방형 설문지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과, 연구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구참여자 경력 학교급 학교유형 비고

김미래 3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김혁신 16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oo시 교육청 지정 미래학교 연구학교 재직

김사랑 8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서역량 14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우신뢰 3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전개혁 5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전선도 17년차 중학교 남녀공학 oo시 체육중학교 재직

홍준비 2년차 고등학교 남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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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문서

질적 연구의 현장에서 수집된 문헌들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이 활동

한 기록에 대하여 설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박정준, 2011). 시각적

자료의 활용(visual methods) 또한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Harper,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교사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위해 작성한 체육과 연간 지도 계획 및 교수 ·학습과정안,

학생평가 자료 등을 사전 동의 후에 자료로서 수집했다. 그리고 스마트

체육교육에 활용된 수업내용(콘텐츠: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등등) 또한

수집했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의 목적은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있다(Wolcott, 1994). 분석 단계에서 주요한 작업은 코딩

(coding)인데, 김영천(2006)은 코딩을 자료의 기술 단계에서 작성한 전사

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를 찾아냄으로써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를 최초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rauss(1987)가 제시한 개방적(open) ·축(axial) · 선택적(selective) 코딩

에 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조용환(1999)은, 개방적 코딩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주제들을 설정하고 검토하는 방식이고, 축코

딩은 주제 하나하나를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다른 주제들을 수렴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적 코딩은 검토한 모든 주제들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자료는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를 거치

며 발전시켰다. 먼저 ‘기술’의 단계에서는 ‘전사작업’과 ‘메모작업’을 의미

한다. 전사작업은 심층 면담을 녹음한 음성 파일, 참여관찰을 통해 기록

한 내용, 현지 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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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메모작업’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분석 작업으

로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석’의 단계이다. 분석 단계에서는 ‘개방코딩’과 ‘심층코딩’

을 의미한다. ‘개방코딩’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며 초기코드를 도출해내는

작업이고 ‘심층코딩’은 개방코딩의 다음 단계로서 개방코딩의 결과를 바

탕으로 포괄적인 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석’의 단계로서 ‘주제발견’을 의미한다. 초기 코딩과 심층

코딩을 통해 나타난 많은 코드들의 최상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코드들

을 비교 ·분석 ·대조하여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찾아 어떠한 위계관계, 연

계관계, 패턴, 반복적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이다(김영천, 2012)

5. 연구의 진실성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연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만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준거로 여겨진다. 반면 질적 연구에

서는 진실성(trustworthiness)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는 개

념으로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방법을 활용했다.

가.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김영천(2006)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함으로써 한 가지 자료

수집 방법으로부터 야기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보다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면담 · 관찰 ·현지문서 및 연구현장에서 활용된 스마트 체육

교육 콘텐츠를 서로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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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참여자의 검토 (Member check)

연구자의 분석과 인터뷰에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의도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구참여자의 검토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고 재해석하고자 했다.

다. 동료 간 협의 (Peer debriefing)

동료 간 협의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료 연구자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연구의 방법적, 절차적,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이다. 연구자의 부족한 연구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와,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하는 동

료들과 함께 협의하고자 했다.

6. 연구 윤리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프로그램을 2018년 10월 22일에 이수하

였다. 그리고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자발적 동의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무해한 연구여야 하며 이들의 익명

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이완정, 2003)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

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승인

을 2019년 1월 31일에 받았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고, 보호자들에게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중 어느 때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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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스마트 체육교육

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향과 교육관을 분석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스마트 체육교육 실

천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

하는 교사들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탐색하고 수업에 활용된 스

마트콘텐츠 양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스마트 체육교육의 효과를 탐색하

고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1.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까지의 과정

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

1) 성향

가) Early-Adopter

개혁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은 농업개혁이 오하이

오 농부들 사이에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되어 온

이론으로서, 하나의 개혁이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의 경과

에 따라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 정의한다(Rogers,

2003). 특히, 확산의 주요 요소인 개혁을 ‘개인 혹은 다른 채택 단위들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

면서, 이러한 개혁을 수용하는 ‘혁신 수용자’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1)

혁신자(Innovators), (2)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s), (3) 초기 다수 채

택자(Early Majority), (4) 후기 다수 채택자(Late Majority), (5) 느림보

(Laggards) 등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Ro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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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초기 채택자, 즉 얼리어답터는 혁신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서,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여 평가를 내린 후 주위에 제품

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지녔으며 유행선도력과 정보탐색을 높이며

과시 성향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석재환, 최재훈, 문석환, 2017). 이들

의 특성들로, 개인적 혁신성, 정보탐색, 유행선도력과 사회적 영향력(석

재환 외, 2017)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의 혁신성은, 한 개인이 어

떤 사람 또는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 정보기술, 서비스 등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정보탐

색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이다. 얼리어답터들은 신제품이 출시되

면, 구입하기 전에 철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색하여 신중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행선도력 사회적 영향력은, 새로운

제품이나 혁신적인 제품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수용되도록 기여하는 영향

력이라 정의되며 이러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유행선도자라 한다. 셋째,

사회적 영향력이란, 한 개인이 사회적인 환경에서 상호적인 행동에 영향

을 행사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얼리어답터의 성향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 혁신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혁신적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

기 및 기술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 하

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체육수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문

제해결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방법을 탐색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일단은� 시대가� 뒤처지면은� 조금은� 뒤쳐지지만� 나름대로는�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보려고� 했구요,� 아이패드라던지� 태블릿�

PC가� 나오기전부터� 아이터치라던가� 가장� 시초가� 되는� PDA� 시절부터� 썼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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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았구요.� 그� 외에� 다양한� 최첨단� 기계,� 시설� 등

에�호기심이�많은�성격이에요.

(김미래)

� �

자전거를� 수업하면� 안전교육하고� S자� T자� 평가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지적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넘�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에게� 자전거를� 태워서� 운동하게� 해주자!� 스마트폰에� GPS가� 있으니깐� 스마트폰�

운동�앱을� 켜서� GPS� 기록으로�평가를�하는� 식으로�수업을�했어요.

(김혁신)

저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했고� 지름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

에�대해�조금은�거부감이�덜한�것�같아요.

(서역량)

또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새로운 전자기기와 기술

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 자주 접하면서 이들을 조작하는 데 거부감이 없

었다. 특히, 새로운 기기와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소에 노

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렸을� 때에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컴퓨터로� 놀아서� 관심이� 많

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컴퓨터가� 친숙하고� 다루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서�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쉽게� 다룰� 수�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그런� 것에�

흥미를�저에게�줬던� 것� 같아요.�

(우신뢰)

저는� 전자기기를� 상당히� 좋아하구요,� 예를� 들면� 제가� 유투브에� 구독하고� 있는�

채널도� 거의� 테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언박싱,� 핸드폰� 개봉기,� 그러한� 기술과� 관

련된� 영상을� 유투브� 채널로� 본다거나�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스마트워치이고,�

이러한� 전자기기와� 같은� 것을� 최신으로�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얼리어

답터라고�생각하고�있어요.� �

(홍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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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험가

얼리어답터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두 번째의 공통점

은, 정보탐색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

터 새로운 전자기기 또는 기술들에 노출되어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새로

운 기술과 기계에 대해 알게 되는 즉시 이를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아버지께서�컴퓨터를� 하나� 사주셔서� 그때부터� 그것을� 일

부로� 고장을� 내고� 뜯어보고� 이러면서� 기계가� 사실�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대단

한�물건이�아니라는�식의�사고를�갖고�시작했죠.

(김혁신)

어떤� 선생님들이� 새로운� 것을� 쓰시면�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쓰는�기계� 같은�것을�보기도�하고�그러죠.

(김미래)�

(3) 유행선도자

얼리어답터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세 번째의 공통점

은, 유행을 선도하고자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우

선 이들은 어떠한 것에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

고자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좀� 독특한� 창의성을� 요하거나� 자유로운� 개성을� 추

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억압된� 경험들이� 많아서요 ······

자유롭게� 즐기지� 못한� 분위기가� 저한테는� 항상�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다� 보니깐� 개방성에� 대해서� 더� 많이�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같아요.�

(전개혁)

또한, 자신이 추구하여 실천한 체육수업 운영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자

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고생하고 있을 다른 체육 교사들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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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게끔, 그리고 자신의 수업방법에 대한 홍보와 평가를 받기 위해 꾸

준히 자료를 게시했다.

대한민국� 어디엔가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수많은� 체육� 선생님들이� 온갖� 굴욕을�

맛보며�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유투브� 구독자� 수가�

몇천명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봐왔더니� 그런� 게� 필요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것� 같아요.

(김혁신)

나) Positive - Energizer

교사들은 수업과 업무로 인하여 에너지가 소멸된 방전현상

(Energyless)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다시 원상

태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을 ‘Positve - Energizer’라 이름 붙인다(Cameron, 2013). 즉, 감정

과 업무, 인간관계, 윤리성 등 모든 측면에서 열정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본인도 에너지를 발산할 뿐

아니라, 주변에도 에너지를 생성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

고 일컫는다(이란희, 2015.)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은 Positive - Energizer와 같

이 열정적이다. 기존의 체육수업보다 더 나은 운영방식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고민 해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 시간을 쪼개어 가며 수

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도전이나� 열정� 끈기�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더라구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무조건� 남들

보다�두�배�이상은�해야�중간은�가는구나.

(김혁신)

학부� 4년을� 마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장교로� 전역을� 하기까지� 공백이� 있다�

보니깐� 어떻게� 하면�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게�굉장히�고민이�많았었죠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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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전가

그리고 이들은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경험하고 싶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

강했다.

그래서� 그냥� 밖에서� 보는� 분들은� 미래학교에서� 정보부를� 한다고� 하니깐� 어마어

마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정보부도� 해볼� 만하겠다고� 싶어서� 정보부

에�제가�하겠다고�말씀도�드렸고�학교�사정상�제가�맡게�된�거에요.�

(김사랑)

제가� 비교적�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있었는데� 학교� 옮길� 때� 가만히� 있다가는� 아

무� 학교로� 갈� 것� 같아서,� 차라리� 앞으로�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학교로� 가서� 교

육과정을� 짜는� 단계부터� 체육관� 준비하고� 체육시설� 환경구성하는� 것까지� 다� 해

볼�수가�있거든요.

(김혁신)� �

(2) 긍정가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운영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사학습공

동체와 자율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실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시행착오’로 승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체육수업을 위한 디

딤발이라 인식하고자 하는 긍정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때� 이른바� 수업� 좀� 한다는� 선생님을� 많이� 알게� 되고�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좀� 달라고� 하고� 그분이� 하는� 거� 따라� 해보고� 싶으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하면�여러� 가지로�도와주시기도�하고�해서� 그런�게�좋았던�것� 같아요.

(전선도)

기간제� 교사� 2년� 정도� 하면서� 단순히� 경험을� 쌓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구

체적으로� 이런� 수업도� 해보고� 저런� 수업도� 해보고� 이� 학교는� 이렇게� 돌아가니깐�

많이� 배우고� 싶어서� 기간제� 시기에� 적극적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시행착

오를�사실� 두려워하지는�않아요.� 시행착오를�통해서�다음에�잘하면�되니깐.

(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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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ports-lover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들은 대체로 스포츠에 대한 긍

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또래보다 운동기능이 뛰어

났고 체육활동 속에서 행복을 누려 왔다. 그리고 이들은 체육을 사랑하

는 마음을 직업과 연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체육 교사가 되기로 다짐

하고 꿈을 키웠다.

체육을�굉장히�좋아하고�다른� 친구들보다도�잘�했던� 편이었습니다.

(김사랑)

중학교때는� 4시� 반에� 학교가� 마치면� 친구들과� 5시� 반까지� 학교운동장에� 남아서�

축구를� 하고� 집에� 가는� 걸� 거의� 1주일에� 3~4번,� 심할� 때는� 월화수목금� 그렇게�

했었구요.� 고등학교� 때에는� 야간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 시

간이�날�때마다�학생들이랑�축구를�매일같이�했던�것�같아요.�

(홍준비)

아이들하고� 같이� 무엇인가� 같이� 뛰고� 몸으로� 같이� 부딪히면서� 활동적이면서� 그

렇게�할� 수� 있는� 직업이�뭐,� 체육이라는�학문이�매력적으로�느껴졌어요.� 다른� 것

들은� 이론적인� 것이� 많았다면� 체육은� 그� 이론들을� 실제로� 내� 몸으로� 같이� 적용

하면서�아이들에게�재미있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운동도�좋아했고,� 이

러한�여러� 개들이�겹쳐져서�직업으로서�체육교사가�나에게�딱� 맞겠다.

(전선도)

어렸을� 때� 경험이� 체육과� 관련된� 경험을� 좋아했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깐� 이를� 통해서� 좋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학교시절에� 장래희망을� 설정해야하잖아요.� 그�

때부터�체육교사라는�꿈이� 있었어요.

(전개혁)

그리고 이들은 직접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체육 간접활동에 대하여 관심

이 많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스포츠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슬램� 덩크� 보고� 마이클� 조던을� 라이브로� 보고� 서울올림픽을� 경험했고� 농구대잔

치� 세대고� 해태� 타이거즈� 좋아하고� 선동력� 이종범� 라이브로� 보고� 예전에� 고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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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영창�배구� 라이브로�위성중계로�유럽축구� 시작할�때� 그� 때� 보고� 했고� 학창

시절부터� 제일� 좋아하는� 게� 스포츠였고� 체육이었고� 놀이였고� 특기였고� 그러다�

보니깐�자연스럽게�진로를�체육�교육�쪽으로�생각하게�되었어요.

(김혁신)

학부에서는� 인문적� 체육수업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

가� 받았던�내가� 경험했던�체육수업�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수� 있는� 것을� 알

게� 되었고� 거기서� 직접� 활동이라는� 것과� 간접� 활동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

고,� 간접활동이라는�것이� 교육과정에�들어오게�되어서�가치가�있게� 되었어요.

(김미래)

이들은 체력과 기능과 같은 운동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운동에 관한

지식, 그리고 운동을 대하는 태도 모두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스포츠 전

문가이다.

2) 교육관

교사의 개인적 성향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교육관에 영향을 끼친다.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Early - Adopter, Positive -

Energizer, Sports - Lover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 체육수

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이러한 성향들이 그들의 교육관에 어떠한 영향

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학교는 소규모 사회라 불리는데, 교사, 학생, 학습환경과 학교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은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교사와 학

생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도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의 다양한 능력, 흥미와 요구에 알맞은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임현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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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Early - adopter의 성향

은 각자의 교육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Early - Adopter의 ‘혁신가’ 성향과 관련된 교육관은 부정적 교사상을 극

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저의�학창시절에는�전통적인�체육수업방식으로서,� 즉� 아나공�수업으로�체육의�가

치를� 교육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다채로

운�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수업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꼭� 학생

들을�위해서�수업을�잘하고�싶은� 욕심이�생겼었어요.

(전선도)

체육수업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그런� 것에�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

등학교� 때도�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여학교였거든요.� 여고� 생활을� 했었는데� 남자�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뭔가� 우리는� 체육수업시간에� 뭔가� 배우기보다는�

그냥� 수행평가를� 치르기� 위한� 연습과정을� 했는데� 무언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우리와� 소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공감해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 걸� 경

험을� 했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겠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선생님이�제일�좋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생각을�했어요.

(전개혁)

그리고 Early - Adopter의 ‘탐험가’ 성향과 관련된 교육관은, 미래 사회

에서 활용될 체육수업 양상에 대한 관심을 통해 미래 사회의 사회구성원

이 될 학생들을 위하여 더 나은 체육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했었다.

미래에� 체육의� 역할은� 되게� 커지는거에요.�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실제로� 신체활

동을� 하고� 과학� 실험을� 하고� 이런� 체험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고,� 이

제는�그런� 기본적인�지식�습득은�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이루어질�거에요.

(전선도)�

검색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잖아요.� 그리고� 또� AI시대가� 대단한� 게� 나는�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르는데� 내가� 찾는� 것과� 비슷한�

외국의�영상�및�자료를�추천도�해주거든요.�

(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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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년� 30년� 후에� 체육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즐거운� 상상을� 해

보잖아요.� 일단� AI와� 로봇이� 이제� 거의� 생활화된다고� 했을� 때 ······ 가상현실이라

던지� 기계가� 하는� 로봇이라던지� 요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체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가상현실과� 같은� 거� 간접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

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가서� 즐기는거죠,� 솔직히!�

관심사니깐.......

(김혁신)

또한, Early - Adopter의 ‘유행선도자’ 성향과 관련된 교육관은, 자신이

수업자료와 수업 운영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스포츠 문화를 향

유할 수 있게끔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했고, 다른 체육교사들과

함께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것을 중시했다. 연구참여자 8명 중 4

명은 유튜브(구글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장치)의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었다[그림 2].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유투브 채널 구독자 수 및 조회

수 [표 13]는 각자의 체육수업 방식에 대한 유행선도력과 사회적 영향력

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13] 연구참여자 유투브 채널 구독자수 및 조회수

연구참여자 구독자 수 조회 수

김혁신 9,736 9,399,598

서역량 487 300,347

전개혁 11,101 625,800

전선도 451 513,759

<2019년 6월 기준>

[그림 2] 김혁신 유투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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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긍정적 열정을 키우기 위한 체육수업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갖고 있는 Positive -

Energizer로서의 성향은 Grit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다. Grit은 단

일개념이 아닌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된 복합개념으로서, 능력 성장의 믿

음(Growth Mindset), 회복 탄력성(Resilience),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개념을 모은 것이다(김주환, 2013). 즉, 장

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라는 뜻으로서, 장기적인 목표

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고난, 역경 등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시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결국엔 목표를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윤인걸, 2018에서 재인

용). 제시된 Grit의 요소들이 연구참여자들의 교육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

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교육관에 적용한 것과 비

교를 해보면, 자신의 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강한 의지, 지치지 않는

열정,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정

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헌신 등

을 위한 교육관을 수업에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제가� 학창시절에� 체육수업을� 받고� 체육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긍정적인� 혜택을�

다른�사람들에게�전달해주고�싶어서�체육교사를�하기로�결정을�한�것�같습니다.

(김미래)

위 연구참여자는, Positive - Energizer로서 스마트 체육수업을 끈기있

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내적동기 부여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그는 철학전공자로서, ‘철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통하여 체육수업 운

영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현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하고,� 관심을� 가져야하고,� ‘스마트교육을� 할거야’가� 아

니가� ‘지금은�이런� 미래에�필요한�아이들을�키우는�데� 교사가�가춰야할�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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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역량’이라고�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굉장히�중요하죠.

(전선도)

또한 위의 연구참여자처럼, 스마트 체육수업은 미래의 체육교육을 위

한 수단으로서 꼭 실천해야 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즉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에 힘을 쏟을 수 있게끔 교사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발휘

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안했는데, 이를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아래의 사진 [그림 3]을 제시한다.

[그림 3] 서역량의 TT(Two shirt Two Teacher)쌤 : 롤모델

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체육수업

체육 교사들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줌으로써 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즐거움을 행복한 평생 스포츠 참여로 연

계되는 데에 힘쓰고자 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즐거움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

영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좋아하는�수업이면�최고인�거� 아닌가’라는�생각을�많이�했었어요.

(김혁신)

체육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즐거

워야� 한다.� 그리고�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즉� 스포츠가�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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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스포츠의� 재미를� 스포츠� 문화� 체험으로� 확장하여�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장에� 여러분

들이� 있어야� 한다.� 즉� 스포츠와� 관련된� 장면에서� 공감하고� 감동하고� 그런� 걸� 느

낄�수�있어야�한다.� 이러한�세�가지를�강조하고�있습니다.��

(우신뢰)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즐겁게

하려면, 우선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즐거움의 요소만이 체육수업의 전부가 아닌, 체육의 가치를 학생

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수업에서 배운 체육활동을 생활스포츠로 확장시

켜 평생스포츠까지 전이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자 했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체육을� 장려시키려면� 우리가� 만나는� 체육수업시간을� 학

생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한

다고�생각을�했구요.

(전개혁)

일단� 아이들이� 평생� 스포츠를�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이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전체의� 문화에� 아이들이� 입문할� 수�

있게�해주는�게�저의�역할이라�생각합니다.

(우신뢰)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들은 학생중심교육을 강

조했다. 이는 학생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집단 내에서

의 개별적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별화 학습과 수준별 교수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길형석, 2001). 그리고 학생중심활동은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 성장의 배경과 전망, 예상되는 삶의 세계에 비추어 제

공되는 교육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의 초점을 학

생의 능력, 배경, 현재와 미래의 삶에 두어야 한다(이돈희, 1998).

일방적으로� 강의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있어야�하죠.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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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주도 수업으로서 지식생산자를 ‘교사’로 한정지었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 사회는 학생중심활동을 전제로 한 수업으로서 지식생산자가 ‘교사’

와 ‘학생’이 함께 역할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자 연구참여자들은 열심

히 노력했다.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전통적으로

체육교육의 평가를 운동실기능력만을 평가하는 결과중심평가로써 학생들

이 평가 과제에 대해 결과만 제시할 뿐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였

는지를 교사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

해야 할 학습 내용과 전략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

민해 왔다. 이는 체육실기능력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체육수업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 여러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결과중

심평가를 위한 수업운영은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조별수업이고� 토의하는� 수업을� 많이� 장려하고,� 조별로� 활동지를� 계속� 줘서� 거기

에� 대해서� 의견을� 친구들과� 나누고� 쓸� 수� 있게� 그리고� 확인할� 수� 있게� 그림과�

글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준다거나 ······� 교사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생각했어요.�

� � (전개혁)�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하여 기

존의 결과중심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이해하고, 보다 효

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 특히,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나.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천 준비하기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준비단계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설명만을 듣고 학습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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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외부의 다양한 학습자원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자원기반학

습의 설계절차를 적용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교사들의

수업 설계절차를 [표 14]와 같이 분석했다.

[표 14] 스마트 체육수업 설계 절차

자원기반학습 설계절차의 4단계인 실행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 연

구의 연구결과 2절에서 스마트 체육수업 양상과 스마트 체육수업에서 활

용된 스마트콘텐츠 양상을 탐색하여 분석했다.

1)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 깨닫기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한 체육 교사들이 기존의 교수 방법에 대한 불

만족으로 인해 더 다양하고 많은 학습자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교수 방

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단계이다. 스마트 체육수업이 필요하

다고 깨닫게 된 이유를 탐색했다.

가) 교사를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1) 모든 학생을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

여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

절차 자원기반학습 설계 절차

→

절차 스마트 체육수업 설계 절차

1 교수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단계 1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을 깨닫는 단계

2 자원기반학습 구현 준비단계 2 스마트 체육수업 구현 준비단계

3 자료의 제작 및 조직, 관리 단계 3 스마트 체육수업 조직 및 관리단계

4 실행단계 4 스마트 체육수업 실행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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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종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

육부, 2015b).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학교체육

수업으로서, 여러 학생들을 고려한 학교 체육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

과 비만학생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여 체육수업 참여를 기피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학생

들의 공통점은 체육수업에서 소외되어 자신감이 하락하여 체육수업을 기

피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아나공식�체육수업을� 하면� 공을� 소유한�친구들만�체육수업을�즐기고�있고� 공에서�

떨어져� 있는� 나머지� 친구들은� 빠져� 있잖아요.� 이러한�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과연�체육교사로서�책무를�다하고�있는�것인지에�대해�고민해�왔었어요.

(김미래)

교사들은 학생들의 운동기능 수준에 따라 학생을 차별한다는 연구에서

접촉횟수, 피드백, 벌, 보상 등을 통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arlson, 1994; Dyson, 1995; Portman, 1992). 하지만, 위 면담내용에서

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김미래가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체육기피

학생들을 위한 체육수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육기피 학생들을 운동기능도 높이고 체육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교사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저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첫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컸고,� 학생들을�공감하고�소통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학생

들의�눈높이에�맞게� 하는�그런�편이었어요.�

(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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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을 통하여 전개혁 연구참여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수업 운영을 하고

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기피하지 않

기 위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글고 자기주도학습이 될 수 있게끔 수업을 설계했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체육수업은� 우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데� 굉

장히�적절하고�최적의�좋은�수단� 같은�느낌이�강하고.......

(김사랑)

예전에는�코치가�운동선수에게�피드백을�하나하나�해줬잖아요,� 그러한�작업이�있

는데,� 요즘에는� 동기부여라던지� 자발적으로� 하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여�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교육이�아닌가�생각하고�있어요.

(김혁신)

이와 같이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동기

를 유발하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게끔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 체육수

업을 실천하고자 했다. 이들은 체육수업의 운영방식을 기존과 다른 방법

을 모색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했다.

그리고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에는 체육 자체의 가치

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들이 잘 안

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실천방법으로는 직접체

육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체육활동을 실천하게끔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

이 진심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에서는� 인문적� 체육수업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어서,� 제가� 경험했던� 체육수

업�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직접� 활동이라

는� 것과� 간접활동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 간접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어서� 가치가� 있게�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고� 요즘� 시대에� 체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모든� 학생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있게끔�선생님들이�고민해야하는�시기라는�것,� 그게�가장� 큰� 것� 같아요.� �

(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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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 속에서� 더� 인정받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 하나가,� 환경이� 시

공간을�초월해서�언제든지�교사가�재구성할�수� 있어야�하는거죠.� 미세먼지라던가�

기후로� 인한,� 그리고� 학년� 말에� 너무� 춥고� 덥고� 이러한� 여러� 환경� 속에서� 스마

트�환경을�이용했을�때에는�각� 교실에서� 1회성으로�영상을�보는� 것이� 아니라�아

이들과�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얘기도� 하고� 정보를�들을� 수� 있고� 아

이들이�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할� 수� 있는� 인정받을�수� 있는� 그런� 환

경이�되었기�때문에�이것은�더�필요하고�더�설득력이�있는� 그게�될�것�같아요.

(전선도)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활 스포츠로까지 실천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 체육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평생스포츠까지 전이될 수 있게끔 수업

을 운영하려 했다.

일단� 아이들이� 평생� 스포츠를�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이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전체의� 문화에� 아이들이� 입문할� 수�

있게�해주는�게�저의�역할이라�생각합니다.�

(우신뢰)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운동기능이 뛰어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체육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즐기게끔 체육수업을 설계

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게끔 돕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체육의 가치를 안내하여 생활 스포츠로까지

실천을 확장하여 평생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한다.

(2)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주체는 교사이고, 교사의 역량과 역할이 학교 교육의 성

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로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교사 전문성에서 가

장 핵심적인 역량은 ‘수업 전문성’인데, 수업 전문성이란 교사가 잘 가르

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교직관, 교과 내용 지식, 교수 방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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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이해, 학습 환경 조성 및 학급 운영 등 수업의 계획, 전개, 평가, 관리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모든 능력을 의미한다(손승남,

2005; 윤근영, 2007; 이영주, 2016). 이러한 수업 전문성은 ‘수업’과 ‘전문

성’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전문성’

을 강조하면 수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교사의 능력으로 볼

수 있고, ‘수업’을 강조하면 수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교사의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수업’을 강조하면 수업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교사의 이해 능력이 수업 전문성이라 볼 수 있다.

체육 교사들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교과들의 교사들에 비해 수업 전문성

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고 인식하고 학생들의 수업지도 또한 ‘아나공’식의

수업 운영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주지교과와는 달리 부담이 적을 것

과 같다는 식의 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학교� 안에서의� 체육교사의� 위치가� 아무래도� 좀,� 흔히들� 말하는� 주요� 교과가� 아

니기� 때문에� 더� 잘� 해야겠다는,� 그래서� 수업� 관련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더�

잘�해야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홍준비)

다른� 교사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너무� 체육선생님� 뭐,� 그냥� 애들� 어

차피�다� 좋아하니깐� 신경쓸� 거� 없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 제가� 피해의식일�수

도�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깐� 좀� 더� 새로운� 것을�

계속�시도하게�되고� 수업연구를�하게�되고� 그렇게�되는� 것� 같습니다.�

(우신뢰)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체육선생님이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굳이� 체육교사라� 아니더라도� ······� 나름� 저는� 4년동안�

교사교육을� 받고� 임용고시라는� 자기가� 검증을� 받은� 체육교사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체육교사로서� 체육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있는가에�대해서�고민을�했습니다.

(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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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의 연구참여자들은 수업

전문성을 신장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체육수업에서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방식은 학생들의 동기뿐 아니라 학습 참여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Cheon 외 2012). 즉, 체육 교사들도 수업을 잘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맨날� 마주치는� 아이들,�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 수업시간에� 재밌게� 푹� 빠지

게�할�수�있을까?

(김사랑)

위 연구참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 고민을 열심히 하면서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

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자율연수나 교

사학습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었다.

저는�체육수업을�잘하고� 싶었고,� 특히� 학생이� 제� 수업에�몰입하기를�바랐습니다.�

그러다�보니� 13년차� 좋은�체육수업�나눔회�연구위원으로�활동� 중입니다.

(서역량)

자율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서� 배운� 내용을�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틀에서�세부적으로�적용해보려�노력했었어요.

(김혁신)

이들은 자율연수 또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수업사례를 공유하면서 수

업 전문성과 관련된 간접경험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정보를 익

히는데, 특히, 수시로 변하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을 기존의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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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평가를 잘하기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는 수업의 목표, 내용, 수업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손천택, 2009).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 만큼 최근 학생평가와 관

련된 교사의 업무는 훨씬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반면, 대부분의 교사

들은 평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

한 책무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서지영, 김

명화, 김소영, 2010; 오수학, 2001). 그리고 교사의 평가 관련 업무는 교

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업무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평가

와 관련된 전문적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학생평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김신영,

2002). 따라서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은 교사 전문성 발달의 한 부분이

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에 교사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점진적

으로 발달시키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체육수업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체육수업 개선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

양구, 고문수, 김무영, 2011).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은 평소 학생들의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항상� 엉뚱한� 것을� 평가하고� 수업은�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수업과� 평가는� 전혀�

연계도� 안되고.......� 역량과� 관련된� 수업을� 열심히� 하다가� 학생평가는� 갑자기� 단

순하게�축구공으로�리프팅� 5개,� 10개�등�결과에�따라�성적이�부여되어가고.......

(서역량)

특히, 기존의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평가기회를 더욱 많이 줄

수 있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하여 스마트 환경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피드백의 개념은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행위에 대해 주는 정보로서, 성공적 학습을 위해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

나는 학습자들의 행동, 반응의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



- 82 -

공해주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홍정림, 1996). 이는 성취, 평가에 대한

학습결과에 대한 지식, 강화, 동기유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적절한� 순간에� 꼭� 필요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실기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문제점을�알려주고,� 수업에�그런�것을� 집중하려고�노력해봤어요.

(김혁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과정중심평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

각도로 수집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정의한다(박지현, 진경애, 김수진, 이상아, 2018).

이러한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평가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평가를� 할� 때� 결과만을� 보고� 평가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수업마다의� 과정을�

평가에�포함하게끔�했어요.

(홍준비)�

과정중심� 평가가� 강조되면서� 아이들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기록

을� 근거로� 평가를� 내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식� 전형적인� 체육과� 수행평가라

고�하면�예를� 들면� 9월� 5일에� 3학년� 5반은� 2교시에�수행평가를�하면� 그� 수업시

간이�시작이�되면� 1번부터�순서대로�나와갖구�수행평가를�했었어요.� ······� 연습과

정� 중에� 찍게� 해서� 자기가� 오늘� 최고� 기록을�경신했다면�그� 영상을�가지고� 와서�

제출해서� 그걸로� 인정을� 받고� A는� 언제는� 몇� 개� 했고� 언제는� 몇� 개� 해서� 그� 중

에�제일�좋은� 걸로�나중에�최종�성적을�한다던지�그렇게�하거든요.

(김혁신)

또한 과정중심의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를 기

록하고 저장하며 보관하는 것의 번거로움일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평가 데이터를 누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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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체육수업에 스마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평가하려면� 종이가� 엄청� 필요한데,� 이제는� 웹상에서� 다� 진행이�

될�수�있고�클라우드에�저장이�되고� 그렇게�되다� 보니까�편하죠.

(홍준비)

교사가� 이를� 활용한다면� 교사가� 편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교사가� 해

야할�일이� 많이� 없고� 아까� 전에� 엑셀에�바로� 기록하는� 것도� 교사가�일일이� 기록

을� 다�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같은�경우도�부담이�되지� 않아요.

(김혁신)

나) 학생을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1) 미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미래 핵심역량은 종래의 지식 중심, 전달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

나 학생이 실제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

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적극적인 지식의

적용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변화에 대

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

여 지도해야 한다(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09;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 교사들은 미래의 학교에서 체육교과

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고, 특히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형태로

서 모둠 활동이 매우 중시될 것이라 생각했다.

체육의� 역할은� 되게� 커지는� 거에요.�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실제로� 신체활동을�

하고,� 미래의� 형태는� 미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체육수업의� 형태는� 모둠활동�

형태라� 생각해요.� 과제� 제시도� 모둠의� 형태로� 제시하는� 수업의� 비중이� 커질� 것

이라�생각됩니다.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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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래의 학교에서는, 지식 습득은 온라인 형태의 수업 도구로

운영될 것이고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공동체 활동, 집단지성, 인성 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공간으로서 활용될 것이라 강조했다.

나중에� 미래학교에는� 온라인� 형태에� 수업을� 주로� 하게� 되고� 학교는� 형태가� 작아

질� 것� 같아요.� 지식을� 배우는� 개념은� 이제� 학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공동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협력적인� 인

성을�기를� 수� 있� 미래의�학교는�기능을�완수할�것�같아요.

(김혁신)

또한, 미래학교에서 강조가 될 공동체 활동, 집단지성, 인성 등을 학생

들이 기르기 위해서 ‘공감’을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소영호,

2014). 공감은, 타인의 관점 수용, 동정, 정서적 전염, 도움행동 등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소이

자 소통을 강조하는 현 사회에서 소통능력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Preston & de Waal, 2002; Singer,2006).

자신의� 감정이� 표출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그� 감정을� 서로� 보고�

느낄� 수� 있고� 같은� 공감을� 했을� 때� 사람은� 더� 뭉치게� 되고� 더�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최고로� 필요한,� 앞

으로�미래에도�가장� 인간이�필요한�역량이� ‘공감’이라고�생각해요.

(서역량)

위의 면담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장’은 공감 능력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장소로서, 그리고 ‘체육’교과를 공감을 키울 수 있는 교과

중 하나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육수

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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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스마트 체육수업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체로 영양과다 및 발육촉진으로 체격은 향상되

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여가 시간에는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의 좌식생활 증가로 인한 건강 관리나 운동 부족 등으로 신체활

동량은 감소되어 체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기철, 2000).

학습 시간은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서, 체육에 할당된 시간(Allocoated

Time for Physical Activities :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시간), 운동 참여시간(Motor Engagement Time <MET> : 학생들이 실

제로 신체활동에 참가한 시간), 실제학습시간(Academic Learning Time

<ALT> : 목표 관련 신체활동에 성공을 경험하며 소비한 시간)으로 구

분된다(손천택, 박정준, 2017). 체육 교사들은 체육 교육 공부를 하면서

체육 교사는 학생들에게 ALT-PE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받

아 왔었다.

대학� 학부시절� ALT-PE를� 가장� 높여주는� 것이� 체육수업에� 가장� 핵심이라고� 배웠

고�이를�실천하기�위해서�학교�현장에서�최선을�다했어요.

(전개혁)�

하지만, 체육수업은 기후적 제약과 물리적 제약 등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체육 교사들은 체육수업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

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제약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스마

트 환경을 활용한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스마트� 분야� 또는� 이러한� 에듀테크� 분야� 이러한� 시스템이� 되게� 개별화를� 만들어

주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없이� 도움을� 주고�

있는�것�같아요.�

(우신뢰)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환경의 구축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과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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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자기주도학습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체육수업의 확장된 개

념으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림 4].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집에서�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구요.� 여기는�

자기�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얘들은� 밤에� 주차장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하고� ······�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

가오거나� 뭐가� 오면� 복도에서� 그냥� 운동을� 해요.� 복도� 한� 구석에서,� 비만� 피할�

수�있는�그러한�곳에서.......

(서역량)

[그림 4] 서역량의 수업 과제 사례

교사의 일방적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정중심평가와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즉 체육수

업은 평가만을 위한 교과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고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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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체육수업 구현 준비하기

스마트 체육수업 구현 준비단계는 총 두 가지의 단계로서, 첫째, 스마

트 체육수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준비하는 단계이고, 둘째, 교육

환경에서 스마트 체육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가) 실현가능성 확인하기

(1) 기술발전을 통한 가능성 확인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 환경구축의 한계(기자재 부족, 기술 부족, 자료

제작의 어려움)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많았

다. 하지만 발전한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수업들

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한� 기기들� 또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을�줄� 수� 있게�되었어요.�

(김미래)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런�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환경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거에요.� 그렇게� 되어서� 스마트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적용할�수� 있었고...� 그렇게�되었어요.� 그게� 가능하니까!

(전선도)

30,� 40,� 50년� 전에도� 모든� 체육교사가� 다� 아는� 것인데,� 왜� 이것을� 활용못했냐

하면� 이걸�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게�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운동장� 수업� 중에� 동

영상을� 어떻게� 보여줘요,� 체육관� 수업에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

던� 노력들이� 넘� 힘들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모바일� 시대가� 되

면서� 유투브� 시대가� 되고� 나서� 영상학습자료를� 활용하기� 넘�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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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체육

수업 운영들이 기술발전을 통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교사들에게 양질의 체육수업

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자신감을 주어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돕는다.

(2)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가능성 확인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율연수, 직무연수,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통하여 스마

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기술

이라던지, 그리고 다른 교사들의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전문성 신장은 스마트 체

육수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었다.

제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제가� 여름방학� 때�

60시간� 연수를� 받으면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 연수에서� 소개시켜� 주는� 어플리

케이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 받은� 영감이라고� 해야하나,� 그

러한�것을� 활용하면�좋겠다.� �

(우신뢰)�

스마트� 체육수업과� 관련된� 자율연수라던가� 교육청에서� 하는� 직무연수라던가,� 그러

한� 곳에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국� 체육� 교사라면� 들어갈� 수� 있는�

단체�카톡방이�있는데,� 약� 2000명이�있는데,�거기서�정보를�주고�받고�있어요.

(김미래)

기술이 발전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업자료와 수업 운영을 과거보다 편

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사가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업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결국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체육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꾸준한 확인과 함께 더 나

은 수업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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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환경에 맞는 수업 운영으로 가능성 확인하기

스마트 환경이 구축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특히 예산이 부족하여 스마

트 기기 및 기술이 지원되지 않은 학교에서의 스마트 체육수업은 실천하

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환경에 맞게끔 수업

을 설계함으로써 스마트 체육수업 실현에 의지를 키울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제�

휴대폰을�활용해서�수업을�하고�있어요.

(전선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수준까지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기기라던지� 스

마트� 시계라던지� 스마트� 밴드라던지� 요런� 걸로� 운동량을� 추적한다던지� 심박수를�

확인한다던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한다더라

구요.

(김혁신)

스마트 체육수업실천이라 하면 대부분 값비싼 스마트 기기와 최첨단

기술이 활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마다 스마트 환경구축 정도가 상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와 학생에게

처해진 교육환경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하고 교사

들이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면 수업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주변의 지지를 통한 가능성 확인하기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학교의 물적 자원을 이

용하는 데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

을 시에는 학교의 도움 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교

사들의 지지 또한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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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특히� 동료� 교사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힘들면�오셔서�도와주시기도�해요.

(김혁신)

제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동료� 교사들의� 지지

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홍준비)�

특히, 학교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 정도와 허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지지는 스마트 체육을 실천

하고자 하는 체육 교사들에게 물적 지지와 심적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학습 전략 세우기

(1) 협동학습 전략

협동학습은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경쟁적인 수업을 지양하고, 학

습자 간의 협동이라는 요소를 학습 과정의 핵심으로 보며, 그 과정 또한

결과만큼 중요시하는 학습 전략이다. 즉, 학생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교수 방법이

다.

교육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협동학습으로 대표되는데 스마트 기기

의 휴대성과 웹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육현장에서 협동학습이라는 방법으

로 활용되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

의 협동학습은 ‘시공을 초월한 상호작용, 균등한 학습 참여 기회’라는 특

성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모둠�활동이�우선이라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협력적�

인성을� 키울� 수� 있고� 단체활동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하는�수업이라고�생각해요.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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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들끼리� 구글문서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협업을�할�수�있는�거고�여러�사람들의�의견을�집단지성을�발휘할�수�있는�거죠.

(서역량)

협동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함께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을 기를 수 있고 집단지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다. 이러한 협

동학습전략을 스마트 체육수업에서의 다양한 활동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험들의 축적들로 학생들은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2) 개별화 학습 전략

개별화 학습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준비성, 흥미, 학습양식, 학습 요구

등의 차이를 예상하고 이에 부응하여 학습 내용, 학습 과정, 학습결과,

학습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의미

한다(Tomlinson, 2001). 즉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차를 수업에 적

응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생들을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와 학교 측면에서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Anderson, 1995).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스마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별화 학

습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Vahey, 2007).

개인별로� 학습속도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 학습�

기록을�관리한다던지�이런게�충분히�가능할�수�있겠구요.

(서역량)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자료에� 접근한다던지,� 학습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한다

던지� 스스로� 피드백을� 보는거죠.� 이게� 스마트� 체육수업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

에,� 말� 그대로� 학생� 개별적� 속도라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과제를� 찾아서� 연습하

고�자기�속도에�맞춰서�진행하는�측면에서는�분명히�가능성이�많아졌어요.

(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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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환경은 고

도의 이동성과 정보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

여 학생에 대한 학습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윤정현, 2007).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진

단과 처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적 개별화 수업체

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3)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동

기, 인지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양명희, 2000). 현대사회를 살

아가는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 내용의

장기 기억,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 개발, 효율적인 학습, 교육 매체의

활용능력 등을 위해서다.

이 학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들 수 있

다. 플립러닝은 학교수업과 복습 및 과제학습의 시기를 거꾸로 적용한다

고 해서 ‘거꾸로 수업’ 또는 ‘거꾸로 교실’로 알려져 있다. 플립러닝은 일반

적인 학교수업에서 강조했던 기초 지식 또는 기능과 개념 이해는 수업에

참여하기 전 선행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최근의 역량중심 교육이 지

향하는 방향은 교수 전문성과 함께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절대 시간이 요구되는 체득을 기본교육으로 추구하는

체육교과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비디오�딜레이,� 시간을�조정할�수가� 있구요,� 지금� 찍은� 영상을�바로� 보여주는�것

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뒤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동

안� 해서� 딜레이가�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어플입니다.� 그� 태블릿PC� 밑에다가�

체크리스트를� 두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해요.

(홍준비)

제가� 플립러닝을� 위해� 구글� 설문지에다가� 동영상을� 5분짜리를� 보여주고� 퀴즈를�

보고� 그래서� 줬더니� 운동장에서� 집중도� 안되던� 애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한� 명에�

30명씩�이걸�보여주면서�풀어봐�했더니� 5분만에�애들이� 100점을�받더라구요.

(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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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할 도구 정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의 교수학습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

인 교육내용 전달을 지양하고 학습 환경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변용하여 지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의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수 ·학습 방법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나 전략을 선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변하는 등이 다양한 교

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스마트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의 중요

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크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청각을 자극하는 방식

의 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최경진, 2012).

또한, 영상을 활용한 교육은 감성을 자극시킴으로써 학습내용을 학생들

의 기억 속에 더욱 오래도록 남는다고 했다. 즉, 시대의 발전에 따라 다

양한 기자재가 발달되어 체육수업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영상

매체를 이용한 체육수업은 말과 글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진환, 이한주, 2003).

가) 스마트 기기

   본 연구에 참여한 체육 교사들도 영상매체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선호

하였고, 이러한 영상을 촬영 ·제작 ·시청하여 학습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활용한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있었다.

(1)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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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능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결합한 형태

이다[그림 5].

 [그림 5] 스마트 폰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성 ·이동성 ·상호연결성 ·실용성 ·시간성 ·국제성을 강조한 유비쿼터

스 학습 환경이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모형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Burbules, 2009).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1세기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으로서 데스크탑 PC는 물론 스마

트폰을 활용한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임걸, 이동엽, 2012). 이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상황에 적합한 수원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

습 방법은 학습자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화되었고 학교수업 공간에서

벗어나 활용이 가능하여 수업의 연장으로 수업활동이 가능해졌다

(Brown, Chalmers, Bell, Hall, MacColl, & Rudman, 2005).

(2) 태블릿 PC (Tablet PC)

PC용 운영체제가 내장된 단말기로,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키보드 없이 전

자펜이나 손가락으로 터치해 입력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그림 6]. 태블릿

PC는 일반적인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으며 휴대성이 높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Zurita, Baloian,

Baytelman, & Farias, 2007). 그리고 태블릿 PC는 무선 랜 기능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쉬워서 정보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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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다(류지헌, 2008). 이는 펜기반의

입력방식을 활용하는데, 펜을 사용하여 화면 위에서 직접적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디지털 잉크 기능(Digital ink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마치 노트 필기를

하는 것처럼 화면 위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PC환경

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Anderson,

Anderson, Davis, Linnell, Prince, Razmov, & Videon, 2007; Roscelle,

Tatar, Chaudhury, Dimitrriadis, Patton, & DiGiano; 2007).

따라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수업은 협력적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협력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 등이 원

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태블릿 PC를 사용하면 협력학습을 하기 위하

여 자리 이동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교실 내의 어떤 곳에 앉게 되더라도

높은 정보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Zurita 외, 2007). 그리고 태블릿 PC

는 화면을 지면에 수평이 되도록 눕힐 수가 있어서 여러 명의 학습자가

함께 볼 수 있어 동일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Brown 외, 2005).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공유된 사

회적 인지를 형성함으로써 학습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교사도 태블릿 PC 화면 위에 피드백을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교수학습과정이 증진될 수 있다(류지헌, 2008). 특히,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학습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신장되었고, 교사들은 학생들

의 수업 활동에 대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적

시적 학습지원이 가능하다(Sheehy, Kuklska-Hulme, Twining, Evans,

Cook, Jelf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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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기술

(1) 클라우드 (Cloud)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구름처럼 떠 있는 모든 자원을 필요에 따라 활용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과 비용 효익, 에너지 절감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한다(이성철, 박주연, 2015)[그림 7].

[그림 7] 클라우드 (Cloud)

교육 분야에서도 기술발전과 더불어 영상회의, 영상강의 등 다양한 형

태로 온라인을 통한 강의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

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서도 다른 기종의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연

계하여 강의와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이성철 외, 2015).

이는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 재학생의

중도탈락방지 등을 위한 소통경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QR코드

QR코드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바코드의 일종이다[그림 8].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를 빠르게 상호작용하여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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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방대한 양이 정보를 하나의 QR코드로 저장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의

미까지 가지고 있다(김나영, 2015).

QR코드 활용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편리함

을 제공한다. QR코드를 활용한 학습은 학생에게 단계적인 학습과 선택

적 학습을 가능케 하며,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의 제시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만들

어준다(정세원, 2012).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는 QR코드 안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사용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상

호작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나영, 2015).

[그림 8] QR코드

다) 어플리케이션

(1) 유투브

구글 회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

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그림 9].

[그림 9] 유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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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유투브에 채널을 생성하여 자신의 체육수

업에 도움이 될만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

게끔 저장기능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과 관련있는 다른 영상을

탐색하기도 손쉽고 다른 사람들과의 영상자료 공유 또한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2) 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은 선생님과 학생이 학습자료(동영상 자료, 첨부문서,

링크, 구글 드라이브), 과제, 퀴즈, 질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소통 도구이다[그림 10].

[그림 10] 구글 클래스룸

학생들은 친숙한 PC와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어플

리케이션은, 플립러닝,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토론 등의 다양한 수업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더 나은 교육실

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

한다[그림 11].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SNS를 사용하는 사

람이 급증하고 있고, 사용하는 SNS의 수량도 많아지고 있다. SNS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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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콘텐

츠를 전달할 수 있다(이제홍, 2017).

SNS를 수업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지식 구성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검정과 의견에 대한 타인의 비평

및 분석을 수집하고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김수현, 김민

정, 2006). SNS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로는, SNS가 학습자의 학습참여도

와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 정보공유, 자료수집 및

관리, 상호작용 등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습

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권오병, 문예성, 김민용, 2006; Berman,

Fearrington, Davenport, Bergman, 2011). 따라서 SNS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의 상호작용, 협력, 친밀감과 긍정적인 태도 함

양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1]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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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 양상

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양상

연구참여자들이 실천한 스마트 체육수업은 자원기반 학습 모형인

Big6 Skills의 여섯 단계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했다. Big6 Skills 실천 순

서로 제시한 순서들을 연구참여자들이 실천한 스마트 체육수업 절차에

맞게끔 재설정하였다. 첫 번째 순서인 ‘문제 /과제 정의’는 ‘수업과제 제

시’로, 두 번째 순서인 ‘정보탐색 전략 확인’은 ‘과제 해결 전략 설계’로,

세 번째 순서인 ‘정보의 위치 파악 및 확보’는 ‘정보탐색 및 확보’로, 네

번째 순서인 ‘정보사용’은 ‘정보 종합 및 사용’으로, 다섯 번째 순서인 ‘종

합 (정보조직 및 발표)’는 ‘과제 해결’로, 여섯 번째 순서인 ‘평가’는 ‘과제

평가’로 재설계 하였다[표 15].

[표 15]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순서

연구참여자 8명의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들을 수집하여 위의 <표 13>

에서 제시한 순서에 해당하는 수업장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하여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양상을 분석했다.

단계 자원기반학습 모형 : 6Big Skills 단계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순서

1 문제 /과제 정의 1 수업과제 제시

2 정보탐색 전략 확인 2 과제 해결 전략 설계

3 정보의 위치 파악 및 확보 3 정보 탐색 및 확보→

4 정보사용 4 정보 종합 및 사용

5 종합 (정보조직 및 발표) 5 과제 해결

6 평가 6 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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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과제 제시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첫 번째 순서는 ‘수업과제 제시’이다. 이는 주

어진 문제를 정보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김지혜, 2013).

이를 위해 학생은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 특성 및 정보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수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 하였고, 각각 스마트폰으로 활용한 스마트 기술과 어플리케

이션은 달랐다. 연구참여자들이 ‘수업과제 제시’를 위해서 활용한 기술로

는 ‘QR코드’와 ‘클라우드’였고,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구글클래스룸’과 ‘유

투브’였다.

가) QR코드

김사랑 연구참여자는 ‘줄넘기 스텝’에서 학생들이 연습할 실기 동작에

서 강조해야 할 점과 유의해야 할 점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자 스마트

기술인 QR코드를 사용했다[그림 12].

스마트 체육수업이 아닌 전통적 체육수업에서는 학생들을 집합시켜,

줄넘기 스텝에서 연습해 볼 동작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유의해야 할 점

을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야 했다. 하지만 QR코드를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줄넘기 스텝 동작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그림 12] QR코드를 통한 수업과제 제시 예시 (줄넘기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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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고 교사 또한 학생들의 동작에 대해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나) 클라우드

김혁신은 스마트 기술인 클라우드에서 각 반별로 폴더를 생성하여 학

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그 폴더에 개인별로 퀴즈를 풀어오게끔 공

지했다[그림 13]. 퀴즈에서 풀어야 문제는 수업에서 강조할 점이나 익혀

야 할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게끔 설계하였다.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퀴즈를 풀어옴으로써, 교사

가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강조해야 할 점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교사는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교사가 의도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 구글 클래스룸

우신뢰 연구참여자는 탁구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세계탁구협회에 공

시된 탁구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수업을 운영하고자 구글클래스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그림 14].

[그림 13] 클라우드를 통한 수업과제 제시 예시 (배구 중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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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시에 걸쳐 운영할 탁구수업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하

기기 위하여, 학생들이 규칙설계에 필요한 정보와 합의를 위한 과정에서

의 수업시간의 비중을 높이고자 했다.

라) 유투브

전개혁 연구참여자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직접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즉 홈트레이닝 방법을 조별로 영상을 제작하여 학우들에게 운동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하고자 했다.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자료탐색, 영상촬영,

그리고 영상편집까지 복잡한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수행평가의

결과물에 대한 예시를 공지하기 위해서 유투브를 활용했다[그림 15].

[그림 14] 구글 클래스룸를 통한 수업과제 제시 예시

[그림 15] 유투브를 통한 수업과제 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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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활용한 QR코드 ·클라우드 · 구글 클래스룸 · 유투브 등

을 통ㅎ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의 순서인 ‘수업과

제 제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과제 제시’를 수업시간의 비중

에서 최소화함으로써 교사가 의도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다

른 활동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끔 수업 운영을 하였다.

2) 과제 해결 전략 설계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두 번째 순서는 ‘과제 해결 전략 설계’로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한 후, 정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

한 정보 자원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탐

색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탐색하기 위

하여 활용한 학습전략으로 ‘협동 학습전략’과 ‘개별화 학습전략’을 활용했

다. 수업에서 이러한 학습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한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였다.

가) 협동 학습전략으로 과제 해결

우신뢰 연구참여자는 학급별로 각각 탁구 규칙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

다. 학생들을 4명씩 모둠으로 적용할 만한 탁구 규칙을 찾기 위해서 모

둠별로 스마트폰을 1대씩 사용하게끔 했다.

학급별로 새로운 탁구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모둠에서 합의한 규칙들

을 모둠들끼리 재합의를 할 수 있게끔 구글 클래스룸 어플리케이션을 활

용하여 토의를 진행했다.

모둠별로 정보를 검색하고 모둠원들이 탁구 규칙으로 활용할만한 정보

들을 합의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하는 것과 모둠별로 작성한 내용을

학급 전체의 탁구 규칙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신뢰 연구참여자

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협동심을 신장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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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스마트폰을 활용한 협동 학습전략 예시 (탁구규칙 만들기)

그리고 전개혁 연구참여자는 조별로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 모둠별로 홈트레이닝에 도움이 될만한 운동법들을 탐색하고, 이들 중

영상제작에 활용할 것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했다[그림 17].

[그림 17] 스마트폰을 활용한 협동 학습전략 예시 (홈트레이닝 영상제작)

학생들은 각자 수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검색하고 난

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선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모둠

별로 정보를 선별하고 재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합의’가 전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구성원으

로서 갖추어야 할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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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화 학습전략으로 과제 해결

김혁신 연구참여자는 배구경기에서의 특수 장면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각자 배구해설위원이 되어 그 장면에 대한 해설하는 것을 수업과제로 제

시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배구와 관련된 동작, 배구 규칙, 배구 전략 등

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장면에서의 여러 정보를 수합한 후에 해설

에 활용할 수 있게끔 수업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배구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각자 필요로 한 것들을 선별하여 익힐 수 있게끔 개인별 태블

릿 PC를 활용하도록 했다[그림 18].

[그림 18]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 전략 예시 (배구 중계하기)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의 협업능력을 신장시키고 개별학습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

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교사가 의도한 수업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끔 수업을 설계하였다.

3) 정보탐색 및 확보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세 번째 순서는 ‘정보탐색 및 확보’ 이다. 즉,

두 번째 순서인 ‘과제 해결 전략’의 실행단계인 셈이다. 과제에 알맞은

정보 찾기 전략을 선택한 후, 학습자는 정의한 과제에 적합한 정보를 찾

기 위하여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정보의 위치 파악 및 확인에서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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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접근 도구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 자원과 주

제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며, 찾아낸 정보에서 적절한 정보를 수

집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 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가) 정보탐색

전개혁은 홈트레이닝 영상제작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운동방법과 관

련된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영상제작에 활용할 정보들을 선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 운영을 설계했다

[그림 19]. 학생들이 제작할 홈트레이닝 영상을 위한 도구로서, 포털사이

트와 유투브를 추천했다.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과거에는 교사였다면 현대사회는 교사와 학생

이 함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

해줄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육현장에서는 학

생들이 정보를 탐색하여 수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

보탐색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재생산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능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위하여 교사는 과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

[그림 19]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탐색 예시 (홈트레이닝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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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고 학생들이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정보 확보

전선도 연구참여자는 학생들에게 농구에서의 스포츠맨쉽과 가치 등을 알

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로

서 영상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을 검색하고 수집하기 쉬운 ‘유투브’와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제공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했다[그림 20].

교사들은 영상자료가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몰입과 지식전달에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수업 목표에 적합한 수업자료를

탐색하는 것부터 재구성하는 것까지의 복잡한 과정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투브’와 같이 손쉽게 영상자

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과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유하는 클라우

드를 활용하여 수업자료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정보 종합 및 사용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네 번째 순서는 ‘정보 종합 및 사용’으로서,

학생이 하나의 정보 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

[그림 20] 유투브와 클라우드를 정보 확보 예시 (농구문화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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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정보가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순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제 해

결을 하기 위한 연습에 대해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었다. 모둠별로 수

집한 정보들을 나열한 후 재구성하여 활동지에 직접 작성을 한 수업사례

도 있고,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정리

한 자료를 다른 모둠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으며, 개인의 최고의 기록을

위해 영상촬영을 통한 피드백 활동이 이루어졌다.

가) 정보 종합

전개혁 연구참여자는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하

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콘티를 작성하게끔 했다[그림 21]. 그

리고 학생들은 작성한 콘티대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다.

[그림 21] 작성을 통한 정보 종합 예시 (홈트레이닝 영상제작)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은 수집한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야 한다. 하지만 정보들을 종합하는 능력과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경

험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즐거움과 좀 더 친숙하게끔 하고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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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우신뢰 연구참여자는 학급별로 탁구 규칙을 새롭게 선정하게끔 모둠

활동을 운영했는데, 수집한 정보들을 모둠별로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하게끔 유도했다[그림 22].

ㅡㅡ

[그림 22]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종합 예시 (탁구 규칙 만들기)

연구참여자들은 정보를 종합한 후 과제 해결을 위한 최종 준비 여부를

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서 종이에 기록한 것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

록한 사례를 연구참여자의 실천 양상을 통하여 알 수 있었는데, 스마트

기기의 사용 여부는 재직하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학생들의 과제 해결

에 도움이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 정보사용

김미래 연구참여자는 100M 달리기 자세를 피드백해주기 위해서 2명 1개조로

각자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게끔 하였다[그림 23]. 영상을 촬영하기 전

에 구글 클래스룸에 단거리 선수들의 영상과 단거리 달리기의 자세에 대한 정보

를 확인 후, 자신의 모습과 학습자료의 정보와의 차이를 분석하게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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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마트폰으로 정보사용 예시 (100m 달리기 동작 분석)

특히, 김미래 연구참여자는 단순히 달리기 기록을 평가요소로 활용하

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동작을 분석하기까지 학습자료를 통하여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에 대

한 분석을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개별적

피드백을 통한 수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5) 과제 해결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다섯 번째 순서는 ‘과제 해결’이다. 즉 정보를

종합하여 정의된 과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응용하는 것이다. 정보 종합

은 그 자체만으로 정의된 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재구조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학생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정보 차원에서 정보를 발췌하고, 적절한 형

태로 제시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하고, 정의된 과제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의견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종합하는 것은 정보 종합에서 강조하는 기술

이다.

가) 영상시청을 통한 과제해결

전개혁 연구참여자는 모둠별로 홈트레이닝 영상제작을 위해 정보를 탐

색하고 종합하여 콘티를 작성했고, 콘티대로 영상을 촬영했다.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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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과정이 필

요하여 교사가 조별로 도움을 주었다[그림 24].

이러한 편집능력은 학생들이 갖추기 쉽지 않고,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하여 편집이 가능은 하나 수업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

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선도 연구참여자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스마트 환경의

구축이 미비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힘들었지만, 학교의 환경

에 적합하게끔 수업을 설계했다. 학생들에게 농구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재구성한 영상자료를 현관에 설치한 대형 TV로 시

청하도록 했다[그림 25].

[그림 25] 현관의 TV를 활용한 과제 해결 예시 (농구의 문화와 가치 수업)

스마트 환경이 구축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로서, 학생들에게 더 나

[그림 24] 스마트폰으로 과제해결 예시 (홈트레이닝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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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의 물적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수업

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사가 의도한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

게끔 실천함으로써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

건을 대부분의 학교가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활용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할 수 없는 규정과 인터넷이 구축되지 않

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상을 대형 학교 현관에 설치된 TV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제해결

우신뢰 연구참여자는 학급별 탁구 규칙 만들기를 위하여 구글클래스룸

을 활용했다. 모둠별로 업로드한 탁구 규칙들을 학급 전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탁구 규칙을 선정했고, 새로 규정된 탁구 규칙을 적용한 탁

구경기를 모둠별로 진행했고 경기를 기록했다[그림 26].

6) 과제평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여섯 번째 순서는 ‘과제평가’는, 전반적인 과

정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정보 평가 개념은 과제가 잘

정의되었고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의 평가는, 교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여겨져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었지만, 스

[그림 26]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 해결 예시 (탁구 규칙 새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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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체육수업에서는 더 나은 과제 해결을 위한 자가진단 및 자기평가를

위해서 활용되게끔 활용했다. 그리고 개별 평가가 아닌 상대 모둠에 대

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과 모둠원들끼리 과제 해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

하였는지를 반성하기 위한 평가로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을 운영했다.

가) 자가진단을 위한 평가

서역량 연구참여자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습관화를 위하여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중심적 평

가가 아닌 과정 중심적 평가를 위하여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였다. 또한

홍준비는 태블릿 PC와 체크리스트 기록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운동기능

숙달에 있어 자신의 동작이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끔 하여 학습 동기부여의 효과를 의도했다[그림 27].

평가가 성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신체활동의 습관화를

위한 건강유지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고, 스스로 정확한 동작을 점검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

게끔 스마트 체육수업이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이다.

[그림 27] 자가진단을 위한 평가 예시 (좌 : 운동습관 만들기, 우 : 농구 실기 동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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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존중을 배우고 반성을 위한 평가

김사랑 연구참여자 모둠별로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심폐소생

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발표하기로 했다. 모

둠별로 촬영한 영상들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평가하게끔 하여 학우들

의 노력에 존중을 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이 모둠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평가를 설계했다[그림 28].

평가라는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다른 조원들이 제작한 영상을 시청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고,

상대 모둠의 결과물을 집중하여 봄으로써 존중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

록 수업을 설계했다. 그리고 자신이 모둠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기여하

였는지 객관화된 점수로 확인한 후,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채워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게 평가를 실시했다.

나.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된 교육 콘텐츠 양상

8명의 연구참여자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한 모습에 대해서

탐색하고 Big6 Skills 모형의 실행순서에 맞게끔 각각의 수업에 대

해 분석해 보았다. 각 수업에 활용된 수업에서 활용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수업자료형 콘텐츠, 수업형 콘텐츠, 수업도구형 콘테츠의

기준으로 분류한 후 활용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표 16].

[그림 28] 존중과 반성을 위한 평가 예시 (심폐소생술 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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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스마트 체육 수업별 스마트교육 콘텐츠 분류 

교사 수업
수업

자료

활용콘텐츠

유형

수업형 콘텐츠 수업도구 콘텐츠

교수학습지원

용 콘텐츠

학습지원용 

콘텐츠

교수학습 

지원용 

콘텐츠

학습지원용 

콘텐츠

김

사

랑

줄넘기 

스텝

영상

QR코드
· 영상자료 유투브 스마트폰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구 

시뮬레이션 도구 

성찰도구 

수행지원 도구

김

혁

신

배구

중계

하기 

영상 · 영상자료 클라우드 태블릿PC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구

수행지원 도구

우

신

뢰

탁구

경기 

규칙 

만들기

영상

문서
구글문서 문서

구글

클래스룸
스마트폰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구

협업 도구

수행지원 도구

전

개

혁

홈 

트레

이닝 

영상

제작

영상

문서
·

영상자료

문서
유투브 스마트폰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구

수행지원 도구

전

선

도

농구 

문화 

영상

제작

영상 · 영상자료
유투브

클라우드
텔레비전

정보수집도구

수행지원도구

김

미

래

100M

달리기

동작

분석

영상 · 영상자료 유투브 스마트폰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구

시뮬레이션 도구

성찰도구

수행지원 도구

서

역

량

운동

습관

만들기

영상

문서
구글문서

영상

문서

구글 

클래스룸
스마트폰

의사소통 도구

성찰도구

수행지원 도구

홍

준

비

농구 

실기 

동작 

점검

영상

문서
구글문서

영상

문서

구글 

클래스룸

동작 분석 

어플리케이션

태블릿PC

정보수집 도구

협업 도구

성찰 도구

수행지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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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형 콘텐츠

수업형 콘텐츠는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학습 콘텐츠가 구성되어 실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한다. 교수학습 지원용

콘텐츠는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ICT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서, ICT 활용 교수학습 지도안,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 및

교수학습 지원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반면, 학습지원용 콘텐츠로는,

학습자가 수업을 미리 학습하거나 보충하여 보다 깊은 단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 교수학습 지원용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한 연구참여자들이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용 콘

텐츠는, 구글문서만 활용했다. 이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업에서 보이는 특성인데, 이는 수업의 모든 활동에 활용하는

수행지원 도구로서 학생과 교사 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

은 물론 협업활동의 도구로까지 활용했다. 이러한 의사소통과 협업의 도

구로서 구글 문서가 교수학습 지원용의 콘텐츠로서 역할을 했다.

나) 학습지원용

연구참여자들이 활용한 학습지원용 콘텐츠는, 영상자료와 문서이다. 영

상은 모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활용하였으나 문서는 앞서 수업형 콘텐츠

의 교수학습 지원용 콘텐츠에 해당하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타난 특성이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지원하는

도구로서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대한 의

사소통의 수단으로 영상과 문서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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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도구형 콘텐츠

수업 도구 콘텐츠는 수업형 콘텐츠나 수업자료 콘텐츠를 학습할 때,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수단의 도구들

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교수학습지원 도구와 학습지원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교수학습지원 도구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웹페이지 기반의 학습을 저작하기 위한 방

식, 동영상 기반의 학습을 저작하기 위한 방식,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에

맞는 ICT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 형태의 학습을 저작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실천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된 교수학습지원 도구는 학

교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 기기 및 기술과 교사의 활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었다.

먼저 웹페이지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학습을 저작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된 도구는 유투브와 동작분석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는 공통적으로

정보수집 도구로서, 그리고 수행지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유투브는 다양한 영상자료 탐색하고 활용하기 적합하여 영상

자료에 몰입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운영에 적절하게 사

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연구참여

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동작분석 어플리케이션 또한 영상

을 기반으로 한 수업운영에 활용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실기동작의 시뮬

레이션 도구로서, 그리고 동작의 성찰 도구로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들의 동작에 대한 피드백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투브

의 시범동작과 동작분석 어플리케이션은 활용가치가 높은 수업지원 도구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모형에 맞는 ICT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 형태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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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이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의 모든 활동에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서, 학생들을

수업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학생들의 수업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강조도 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

생 간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즉,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모든 활용 유형의 모습이 드러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 학습지원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수업운영을

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도구,

의사소통 도구, 협업 도구, 성찰 도구, 시뮬레이션 도구 등 신속히 정보

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이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

는 경우에는 텔레비전에 노트북을 연결하여 교사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

하게끔 하여 학생들에게 영상자료와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3) 스마트교육 연구 주제별 스마트 체육수업 교육 콘텐츠 양상

국내 스마트교육 연구들은 스마트 교육학, 스마트 교육환경, 스마트교

육 학습자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Kiran 외, 2018). 따라서 위

세 가지의 영역에서 스마트 체육수업 교육 콘텐츠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

났는지 분석해 보았다.

스마트 체육수업의 교육 콘텐츠는 스마트 교육학 영역에서 ‘상호작용

증가’와 ‘운동기능 및 지식향상’에, 스마트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교수 ·

학습 환경 제한 극복’을, 스마트 학습자 영역에서는 ‘학습동기 증가’와

‘자기주도학습 변화’ 등의 효용성을 보였다.



- 120 -

3. 스마트 체육교육의 실천 효과 및 영향요인

연구참여자들의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양상과 수업에 활용된 스마트교

육 콘텐츠를 자원기반학습 모형인 Big6 Skills의 실행단계와 비교하여 탐

색하면서 인지하게 된 교육적 효과를 자원기반학습의 교육적 의미와 비교

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에서 강조하

는 교수 ·학습의 방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수업 실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촉진요인’을 분석

해 보고자 했다. 이와는 반대로 연구참여자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

하는 데에 있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제한요인’을 학교환경 요인, 교

사관점에서의 요인, 학생관점에서의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해

결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가.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을 통한 효과

교사 중심의 전통적 학습 방법과 자원기반 학습의 원리를 적용한 스마

트교육을 비교함으로써, 자원기반 학습의 교육적 의미를 스마트 체육교

육의 효과와 비교 탐색하고자 했다.

자원기반 학습의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Brown & Gibbs, 1984;

조혜령, 김정겸, 2006 재인용). 첫째, 자원기반 학습은 학생이 필요로 하

는 다양한 학습자원을 접할 수 있고, 둘째, 학습 시간과 학습 속도에 대

한 통제권을 학습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적 융통성을 얻을 수 있으

며, 셋째, 자신의 학습 유형에 맞도록 학습을 진행하여 개별화 학습이 가

능하다. 그리고 넷째로는 자원기반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원에 대한 철저

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섯째,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학습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며, 여섯째, 정

보 처리 활용 기회를 교과 내용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므로 지식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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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민으로서 문제 해결력, 추론, 비판적 평가 등과 같은 고도의 사고력

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1) 다양한 학습자원 활용을 통한 효과

스마트 체육수업은 학습자들에게 전통적인 수업보다 넓은 범위의 다

양한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 선택하는 데에 있어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사용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해졌다. 또한 과거에는 학습자료를 교사가

독점하여 교사중심적으로 수업이 운영되었다면 스마트 체육수업은 수시

로 변하는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데에도 편리하다.

유투브에서� 제가� 찾은� 영상과�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추천도� 해주거든요.� 그렇게�

얻는� 영상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영상뿐만� 아니라� 텍스트� 홈피� 자료도� 마찬가지

인게,� 구글로� 검색을� 하면� 전세계� 어디선가� 대단한� 영상이나� 텍스트� 자료도� 많

고요� 제가� 항상� 감탄을� 금할� 수� 없는게,� 서구권� 미국이라던지� 호주� 아니면� 유럽�

이런�곳에서�수업을�할� 때� 만들어�놨던� 포스터�같은� 것들이�있었어요.

(김혁신)

학습자료를� 과거에는� 교사가� 독점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비대칭이었죠.� 100이라

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10밖에� 없었을� 거에요.�

요즘� 세상에는� 교사가� 50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학생들이� 100을� 접할� 수�

있는�가능성이�있는� 세상이거든요.

(전선도)

10년전에� 내가� 알고� 있던� 농구는� 마지막� 경기종료� 2분� 앞두고� 우리� 팀이� 지고�

있으면� 팀파울을� 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게� 파울� 작전의� 개념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걸� 시도할� 수� 없는� 형태로�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교사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을� 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교사를� 믿지� 못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

어요.

(홍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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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효과

(1) 정보전달의 용이성

학생들이 체육수업 시간에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설계한 수업통제에 잘 따라야 실제학습시간(ALT-PE)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교육은 몸을 움직이는 실기를 기반한 수업운영이

뒤따라야 하는데,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글로 설

명하는 것보다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체육은� 백문이불여일견의� 상황인데� 아무리� 배구의� 속공을� 설명해주고� 싶어도� 교

사� 한� 명이� 배구의�속공을�설명할�방법이�없어요.� 솔직히�말해서,� 토스를�제대로�

타이밍� 맞춰서� 올려줄� 수가� 없어요.� 속공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데,�

경기� 장면에서� 속공장면을� 몇� 개를� 모아서� 보여주면� 이게� 속공이다라는� 것을� 아

이들이� 단번에� 알거든요.� 이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정도로� 효과적인� 것이�

영상학습자료이에요.

(김혁신)

그리고 운동 실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같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나 시범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고자 하

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영상자료가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영상촬영본을 활용할 수도 있는

데, 교사의 피드백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영상자료는 효과적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할� 영상이라던지� 아니면� 제한된� 상황에서� 수행평가를�

위해서� 제한된� 상황에서� 딱�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은�제가� 직접�찍어서�보여줄�수가� 있죠.�

(김혁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상으로� 하는� 것을� 영

상자료로�보여주는�것을�선호하구요.

(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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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몰입 견인

학생들은 영상자료에 대한 접근이 익숙하기에 이러한 특성을 학습 과

정에서 활용한다면 수업 운영에 있어 효과가 클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강조할

수 있었고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끔 교수 전략 방법으로 활용한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영상을� 활용하면� 학생� 관점에서� 더� 쉽게� 이해하

고� 빠르게� 체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플립러닝을� 위해� 구글� 설문지에다가�

동영상을� 5분짜리를� 보여주고� 퀴즈를� 내었더니� 운동장에서� 집중도� 안되던� 애들

이� 5분만에� 애들이� 100점을� 받더라구요� 3문제였지만,� 5분만에� 모든� 설명이� 끝

나는게�너무신기했어요.�

(서역량)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작� 5분� 전에� 운동장� 나가기� 전에� 운동장이랑� 가까운� 미술

실에서� 수업� 목표와� 관련된� 스포츠� 관련� 영상,� 예를� 들면� 다양한� 스포츠� 관련�

광고,� 스포츠�영화� 속� 장면을�편집해서�보여줬어요.

(김사랑)

위의 연구참여자들의 학생들은 영상자료를 통하여 체육수업에 호기심

을 갖게 되어 학습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고,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은 점차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탈바꿈되

어 학생들이 수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나)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효과

(1) 실시간 공동작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연구참여자들은 수업 도구 콘텐츠에서 교수학습지원 도구인 여러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조별로 실시간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문서도 작성하고 프레

젠테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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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스포츠� 신문을� 만드는데,� 조별로� 1년동안� 구글� 클래

스룸에� 올렸던� 자료와� 공감일지를� 조별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각자� 가지고� 온� 스마트폰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파워포인트� 기능을� 활용해서�

발표준비를�했습니다.

(서역량)

이러한 활동은 협동학습 전략을 통한 학생중심 활동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제해결에 있어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인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한 창의적 집단지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학우 간의 의견 합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간접체육 활동 경험 증가

체육수업의 기본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운동복을 입

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체

육활동이 직접체험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정한

체육의 가치와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교수학습지원 도구를 활용

하여 수업을 설계했다.

구글� 클라우드에� 제가� 스포츠와� 관련된� 작품을� 업로드한� 후� 학생들이� 이를� 감상

하고�나서� 자신의�느낀� 점을�댓글형식으로�작성하게�과제를�낸�적이� 있어요.

(김혁신)

비가� 온다던지,� 미세먼지가� 많다라던지,� 이럴� 때에는� 직접체험학습이� 제한되니까�

교실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게� 유투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었어

요.� 스포츠� 문화활동이라던지� 응원에� 대한� 것들과� 관련된� 영상을� 모아서� 제가�

재구성하여�만든� 것을�활용했어요.

(전선도)

스마트 체육수업을 통하여 체육활동이 직접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간

접체험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특히 이러한 간접체험 활동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까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평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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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의 교수 ·학습 방향에서 강조하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 ·학습’과 ‘과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

수 ·학습’과 연관이 있다. 학생들에게 간접 학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신

체 활동에 포함된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역량을 균형 있게 체험하여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교수학습지원 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

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체육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및 실천력

을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2)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

가) 플립러닝을 통한 운동 의지 고양

역량중심 교육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운동기술습득에 절대 시간이 필히 요구되

는 체육교과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강조된다.

따라서 체육 교사가 수업에서 강조할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

기 위해서 플립러닝을 통한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큰 도

움이 된다.

플립러닝을� 할� 때� 꼭� 경기규칙이나� 관련된� 영상을,� 예를� 들어서� 스포츠맨쉽과�

관련된� 영상과� 스포츠의� 문화와� 가치들의� 영상을� 중간에� 넣어서� 학생들이� 그런�

것도�좀�배울� 수� 있도록�그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우신뢰)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자료에� 접근한다던지,� 학습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여�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거죠.� 이게� 스마트� 체육수업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학생�개별적으로�학습� 속도를�맞춰서�과제를�연습할�수�있게� 되었어요.

(김혁신)



- 126 -

이러한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학습 의지를 고양시켜 참여

를 독려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 스포츠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 교과에서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향 중

‘자기 주도적 교수 ·학습 환경 조성’의 내용과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주어진 과제를 체계적이며 적극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이 친

숙히 활용하는 스마트 환경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학생들

의 관심을 고려한 과제 제시와 함께 주요 학습 내용과 방법을 학생들이

활동 상황 속에서 스스로 탐색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들이 힘

쓰고 있었다.

나) 자가진단 통한 적정 운동 실천

체육수업의 평가는 전통적으로 운동실기능력만을 평가하는 결과중심평

가로 활용되고, 평가의 기록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의 수업 양

상이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육수

업 활동양상을 기록할 수 있고 기록을 토대로 개인별로 적합한 운동종류

와 운동량을 추천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체육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어요.� 그

냥� 일반적인� 스포츠지만� 그냥� 체력운동에� 나와있는� 그것도� 제가� 직접� 만든�

PAPS� 기록을�딱� 하면은� 바로� 자기� 등급과�그걸�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 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적합한� 운동을� 소개시켜주고…� 제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걸�연구하고�비교하고�해서…�그� 전에는�없어서�만들어냈었던거구…

(서역량)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운동

능력을 진단해 주고 추천 운동과 적절운동량을 학생들이 체육수업 이외

에도 실천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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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스포츠로까지의 실천을 확장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개별화 학습의 효과

가) 피드백을 통한 운동기능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1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운동기능 능

력을 직접 볼 수 있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수업을 운영하고자 했다. 특히,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기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체육수

업을 하고자 했다.

축구공을� 찰� 때,� 특히� 롱킥을� 연습할� 때� 남자애들도� 몇� 명� 외에는� 몸을� 쓸� 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 명� 한� 명�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런� 포인트

에서는�이렇게�해야� 하고�저렇게�해야�하고.......�

(김사랑)

개인별로 운동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업과제 또한 난이도를 조절함

으로써 학생들 모두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끔 수업을 운영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까지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 교과에서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향

중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의 양상이다. 특히, 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연

구참여자들이 염두하여 활동 내용, 활동 과제, 활동 방법을 다양하게 구

성하도록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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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준별 학습을 통한 효율적 학습

수업은 시간이 유한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들의 운동기능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유한한 수업시간에 최대

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운동기능이 상

대적으로 좋은 학생들끼리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자신의 실기

동작에 대한 녹화본을 보면서 자기평가를 실시하게끔 하였다.

교실을� 보면� 정말� 운동능력� 수준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친구부터�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능수준이� 높은� 친구들을� 대상으

로� 하면� 태블릿PC를� 활용을� 해서� 자기� 동작을� 스스로� 보고� 체크리스트를� 둬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여� 운동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친구

들에게�제가�가르쳐줄�시간을�확보할�수�있어요.

(홍준비)

이와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운동한 경험

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끔 평생 스포

츠 활동에 꾸준한 열정을 쏟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에서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 교수 ·

학습 방향에서, 활동 과제의 유형과 수준은 학습자료, 과제 수행 시간,

활동 공간의 재구성 등에 기반하여 조절하고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선

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효과가 보였다.

4) 철저한 수업준비를 통한 높은 수업 만족도

가) 풍부한 수업자료 확보를 통한 수업 자신감 상승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체육수업을 운영하

고 싶은 체육 교사들은, 스마트 환경의 구축이 미비하고 수업운영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학교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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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움 속에서 체육 교사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수업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연

구참여자들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 그리고 체육수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동참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자율연수라던가� 교육청에서� 하는� 직무연수라던가…� 그러한�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카톡방이� 있어요.� 전국� 체육선생님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

는�카톡방이�있는데…� 2000명이�있는데…�거기서�정보를�조금� 주고�받고..

(김미래)

자율연수 또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유된 수업사례에서 연구참여자들

은 각자의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계획을 수립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 체육수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

아짐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수업 실천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나) 수업 성찰을 통한 양질의 수업 운영

스마트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아 개별적 학습이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 체육활동 실천을 주도하면서 질 높은 스포츠 문화를 향유하

게끔 돕는다. 이는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도 수업 운영

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제� 유투브를� 보면� 제가� 수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나쁜�습관들이�보이거든요.� 제가�한� 수업을�보면서� “그건�그렇게�했어야�했고� 저

건� 저렇게� 하는� 게� 나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의� 수업에� 대해� 피드백도�

하고� 반성도� 할� 수� 있는� 거였죠.�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함과�동시에�교사들의�성찰도구로서의�역할도�가능한�것�같아요.

(전선도)

위의 연구참여자와 같이 수업자료를 업로드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서 수업 운영에 방해가 될 나쁜 습관들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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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위한 고민을 함으로써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성찰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에서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향에서

‘맞춤형 교수 ·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에서, 지속적인 수업 평가를 통해

실제 적용한 수업에서 방법의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교수 ·학습 방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반성적 체육수업’의 실천으로도 볼 수 있다.

5) 학생중심 활동을 통한 동기 유발

가) 체육 기피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체육수업은 운동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연의 역할을, 운동기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엑스트라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체

육수업에서 설계한 협업활동 또는 동등한 역할부여를 통하여 모든 학생

들은 평등해지고,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다.

솔직히�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걸� 하나� 안하나�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체육을� 별

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조금� 더� 즐겁게� 참여할�

수�있게�해주는�도움이�되는�것�같아요.

(김사랑)

위의 면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업의 방식을 체육기피 학생에게 초

점을 맞춘다면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수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는 수업 분위기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에서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향 중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의 내용과 부합했다. 학생들

은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이 다르기 때

문에 학습 방식에 따라 성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김사랑 연구참여자는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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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발적 과제설정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대부분의 수업은 교사의 지휘에 맞게 학생들이 따르는 수업이다. 즉

과제설정부터 과제해결에 대한 평가까지 교사의 의도만이 들어간다. 하

지만 스마트 체육수업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수업에 대한 자가평가로 간단히 글을 작성하여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참여한� 수업에서� 발견했던� 모습을� 적어

보게끔� 하는� 활동을� 시켜보는데,�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다음� 차시� 수업

에서�자신이�세운�목표를�수행하고자�하는�모습을�보았어요.�

(우신뢰)

위의 면담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

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수업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업 태도는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강한 만족도와 함께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의 교수 ·학습 방향 중, 학생

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주어진 과제를 체계적이며 적극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자기 주도적 교수 ·환

경 조성’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신뢰는 학생들이 스스로 세

운 목표를 연계된 수업 속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6)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 신장

가) 정보활용 능력 신장

미래의 자산이자 구성원이 될 학생은 실제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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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구참여자들은 체육교과가 미래사회에서 더욱 위상을 드높여질 것이

라 생각하면서 수업운영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운동할� 때도� 동작분석� 어플을� 활용한� 경험에� 의해서,� 체육수업시간에� 그런� 경험

을� 했다는� 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스포츠� 문화를� 즐길� 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

리라� 생각해요.� 영상을� 어디서� 구해서� 내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구

할� 수� 있고� ······� 이게� 체육수업시간� 외에도� 할� 수� 있겠죠.� 영상편집하고,� 휴대폰

으로도� 음악도� 넣고� 그런� 것들을� 다른� 수업시간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있는�거죠.� 그러한�것들이�문제를�해결할�수� 있는�미래역량�중에�하나죠.�

(전선도)

위의 면담에서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대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육

수업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학교에서 확장되어 학교 밖에서, 더 나아

가 미래에서 정보활용 및 문제해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미래사회에서 제 역

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교사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나) 고차원 사고력 신장

기존의 체육수업에서는 운동실기능력만을 평가함에 따라 움직임에 대

한 능력 외에는 수업에서 학습하고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 체육수업에서 체육과 관련된 간접활동을 수업에 설계하여 기초지

식뿐만 아니라 응용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 및 과제제시가 가능

해졌다.

만약� 한국과� 일본의� 배구� 국가대항전� 경기에서� 한국의� 속공장면을� 영상으로� 제

시한� 후,� 한국� 팀� 평균� 키와� 몇이고� 일본� 팀� 평균� 키의� 정보,� 한국� 팀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고� 이� 선수� 위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정보,� 일본은� 조직력

이� 좋고� 빠르다는� 정보� 등만을� 제시하고,� 속공� 장면에� 대한� 해설을� 직접� 해보는�

것을�과제로�제시해보았어요.

(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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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제를 학생에게 제시함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종

합적으로 이해하여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판단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게끔

의도할 수 있고, 교사 또한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확인하여 학생의 다

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에서 강조하는,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종합적

인 능력을 의미하는 ‘체육과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 ·학습’과도 관련

이 있다. 김혁신은 신체활동의 각 영역별 역량을 고려함으로써 학습의

내용요소,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수행능력, 성취기준 등을 수립하는 모습

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촉진요인

연구참여자들이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요

소들을 분석하여 체육교사들이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

움이 될 촉진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환경요인, 교사

요인, 그리고 학생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환경요인

(1) 준비된 스마트 환경

연구참여자들이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하는 데 사용한 학습지원 도구

로,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 태블릿PC, 캠코더, 노트북, TV, 블루투스

리시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

는 데 사용한 교수학습지원 도구로서,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

션으로는 유투브, 클라우드, 다양한 동작분석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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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도구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

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 과 같은 스

마트 기술이 학교에 구축되어야 활용이 가능하다.

즉, 학교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기술 등의 물

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체육교

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무선� 인터넷� 환경이� 되어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몇� 개� 있

거든요.� 아이들이� 준비할� 것� 없이� 학교환경� 안에서� 이걸� 준비하고� 여기� 안에� 영

상을� 담아서� 주던지�배구� 포스터를� 해놓고� QR코드� 같은� 것을� 마련해서� 보고� 싶

은�것을�보게끔�해요.

(김혁신)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스마트 기기 ·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기술 등의 물적자원이 구축되어 있다면 스마트 체

육수업을 실천하는 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즉 스마트 체육

수업 실천을 희망하는 체육교사가 활용 가능한 스마트 환경의 존재를 인

지했을 때는 실천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이다.

(2) 학교의 허용적 분위기

학교의 구성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와 교직원들이 있다. 교

장 선생님부터 초임교사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형태로 학교

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려면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업에 필요한

기기와 기술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교직원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스마트 체육

수업 실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

과 동료교사들은 연구참여자의 스마트 체육수업실천에 대해 물적지원뿐

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해줌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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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도� 아시죠.� 자기도� 하고� 싶지만� 자신들이� 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 동료교사가�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

호감도�많이�가져주시고�적극적으로�지원도�해주시는�허용적인�분위기죠.

(전선도)

제가� 하고�싶다고�하면�많은� 지원도�해주시고�여기서�지원이라고�하는�것은� 물질

적인� 지원을�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봐� 이러면서�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힘

들어하면�와서�도와주셨어요.

(김혁신)

담임선생님께�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니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공감대를� 얻은� 것� 같고� 제가� 대

신� 엄격하게� 아이들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

들이�신뢰감을�가질�수�있게끔�저의�진행에�대해서�도와주시는�것�같아요.�

(우신뢰)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학

교 구성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수업방식대로

운영하게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제가� 처해있는� 환경도� 한� 학년을� 제가� 다� 가르치니깐,�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저도�엄두를�내기가�어렵지�않았을까,� 그러한�생각을�하고�있거든요.�

(홍준비)

이러한 긍정적 지지로 힘을 실어 주는 학교의 분위기에서는 교사들의

수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학생

들의 체육수업에 대해 연구를 하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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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요인

(1) 실천의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주체는 체육교사이다.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천의지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실천의지가 수

반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필요했다. 즉 수업

실천 과정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시행착오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시행착오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나면� 좋겠지만� 수업� 중에도� 가능하

다고�보거든요.� 월요일� 1차시를�시작한�반과�금요일� 1차시를�시작하는�반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미안할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교사가� 역량

을� 더욱� 갖추고� 시행착오가� 노하우가� 되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

인�것�같거든요.

(김혁신)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을 위해서는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체육수업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

문에 수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한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는 연수, 교사학습공동체, 정보탐색 등을 실

천했다.

자율연수라던가� 교육청에서� 하는� 직무연수라던가,� 그러한� 것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교사들이�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계속� 협의하고� 배움을� 위한� 도전을� 멈

추지�말아야�하는�것이�가장�중요한�것�같아요.�

(김사랑)

제가� 이번에�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기존의� 학교에서� 제가� 체육수업과� 학교업무

에� 구글클래스룸� 어플을� 적용하고자� 교내� 교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옮기

게� 될� 00중학교에서도�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학교의� 그러한� 문화를� 공유

하기로�했어요.�

(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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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각종 연수, 교사학습공동체, 교사 동아리, 자료탐색 등

을 통하여 자신이 부족한 수업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실천이 누적되면 수업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수업에 활용할 자료가 충분해져서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의지가 더욱 고

양될 수 있다.

(2)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통한 만족감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에 대한 효과를 통하여

만족감이 있어야 체육교사는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연구참

여자들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통하여 만족감이 컸고 이러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업운영 방식에 스마트 환경을 활용하고자

했다.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이죠!� 내가� 편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수

업의�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이런� 환경들을�이용하는�것이� 굉장히�효과적이니깐�

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거기에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힘이� 오

는�것�같아요.�

(전선도)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한 연구참여자들은 체육수업 업무를 더

욱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평가에

활용할 자료들을 저장하는 것이 쉬웠고 수업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관련이 없는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교사가� 활용한다면� 교사가� 편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엑셀에�

바로� 기록하는� 것도� 교사가� 일일이� 기록을� 다�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 같은� 경우도� 부담이� 안� 되어서� 편

한�것�같아요.

(김혁신)

꾸미기� 체조같은� 걸� 할� 때,� 특히� 창작수업을� 할� 때,� 진도가� 잘� 안나가져요.� 그런

데� 그런� 걸� 찍어서� 바로� 체육관에서�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주고� 그� 순간� 바로� 유

투브� 같은� 데에� 올리면� 진도확인이� 되요.� 기준에는� 어려웠던� 것들,� 불가능�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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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엄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던� 부분을� 굉장히� 시간을�

줄여서�많은�것을�할�수�있었어요.

(전선도)

체육수업에서� 배드민턴� 리그전을� 한다고� 하면,� 모두� 종이에� 몇대� 몇을� 적어서� 했

다면� 이제는� 엑셀파일로� 틀을� 만들어서� 태블릿PC를� 갖다� 놓고� 학생들이� 와서� 점

수를�입력하면�순위가�나오고�승률이�나오고�그렇게�해서�좀�더�효율적이었어요.

(홍준비)

면담내용에서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함으로써 만

족이 컸고 이러한 만족감은 이에 대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고 있다.

다) 학생요인

(1) 친숙한 수업 운영

스마트 체육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 스

마트 기술 등을 같이 활용하는데, 이러한 스마트 환경이 학생들에게 친

숙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영상자료에 대한 몰입과 교육효과가 크

다는 것을 인지하여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 콘텐츠로 삼고 수업에

활용했다.

학생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영상에� 대한� 접근이� 빨라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얘

네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잖아요.� 학생� 관점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체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플립러닝을� 위해� 구글� 설문지에다가� 동영상을� 5분짜리

를� 보여주고� 퀴즈를� 보고� 그래서� 줬더니� 운동장에서� 집중을� 못하던� 애들이� 5분

만에� 애들이� 100점을� 받더라구요.� 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설명이� 이것

밖에�시간이�안걸리지?�그리고�애들이�퀴즈낸�것�까지�다�맞춰버리는거에요.�

(서역량)

이와 같이 학생들은 영상자료에 친숙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자료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평소에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과 관련된 것을 수업에 활용하면 더욱 수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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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

학생들에게 친숙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면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즐

거움을 통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

업참여 의지는 연구참여자의 스마트 체육수업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활

용하게끔 촉진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수업이�

아니니까�스마트� 기기랑�스마트�어플리케이션�그리고�그� 날의� 경기결과가�구글클

래스룸에� 바로� 나오고� 내가� 몇등이네� 이렇나�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한� 흥미를� 유

발하는�데�매우�효과적인�것�같습니다.

(홍준비)

학생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

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 하나의� 등장만으로도� 호기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

게� 되는거죠.� 그래서� 수업을� 잘�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다�무산되는건데,� 그거에�대해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해요.�

(전개혁)

위의 면담내용과 같이, 학생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흥

미를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게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는 체육수업에 대

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게끔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까지 기대할 수 있다.

2) 제약요인

연구참여자들이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요소들

을 분석하여 체육교사들이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한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촉진요인과 마찬가지로

환경요인, 교사요인, 그리고 학생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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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요인

(1) 미비한 스마트 환경

스마트 체육수업은 최소한의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기술

등이 보장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공감했지만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이 스마트 체육수업의 신천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체육교사들은 이를 실천하

는 데에 있어 제약이 따른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환경이� 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대학생때

도� 스마트�이거� 해야한다고�배워왔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와서� 5년이나�지났었는

데도� 아직도� 그것에� 대한� 지원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은�다�아는데�왜�실천하지�못하는�것은�우리나라에서�기반이�지원이�안되는�거겠죠.�

(전개혁)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다�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제가� 핫스팟을� 터뜨려서� 아이들이� 핸드폰�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인프라적� 환경을�구축하는�것이� 아직� 학교환경에서는�갖추어지지�않은� 곳이�

너무�많은�것�같아요.� �

(우신뢰)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인터넷 환경

이 구축되지 않아 연구참여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특히, 체

육수업이 주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운동장에 무선 인터넷이 구축되

지 않아서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의 스마트 체육수업에서는, 스마트폰을 소

지하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개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스마트 체육

수업을 실천하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하기에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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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일부러�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있어요.� 공부에� 방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학생들을� 아까전에�

말씀드렸던�사전수업과�관련된�것을�평가에�넣었었는데�그러한�학생을�평가하기엔�

어려워요.� 사실�구글클래스룸은� PC로�가능하긴�한데…�그러한�문제점이�있죠.�

(홍준비)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환경은 학교의 예산이 부족해서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시로 인한 개인별 스마트 기기의 소

지여부가 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2) 학교의 불허용적 분위기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학교에서 불허용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학교마다 학군이 다르고, 학군에 따라 교과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다르다. 특히,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이 플립러닝 및 과제제출을

설계할 수 있는 스마트 체육수업의 운영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

이 생길 수 있다.

스마트� 체육수업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협업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을� 부담스러워� 해요.� 학교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밤� 10

∼11시� 정도� 되어야� 귀가를� 하는데,�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한� 교과� 평가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스마트� 체육수업을� 부담스

러워�해요.

(김미래)

위의 면담 내용처럼 스마트 체육수업에 대한 학부모과 학생들의 부담

은 학교에서도 지지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교사 외의 동료교사들로부터 스마트 체

육수업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기존 체육수업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님들의 지지를 얻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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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현실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통적인� 체육수업방식을� 받은� 선생님들이

나�그리고�그쪽�방법으로�수업을�하시는�분들한테는�한계가�있죠.

(전선도)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PC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

하지�않으시니깐…�그러한�것에�불편함이�있고�학생들�한�명씩� 모두�가입을�시켜

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으니깐.� 만약에� 같은� 학생을� 가르

치는�동료교사가�있다면�이를�하기란�어렵지�않을까라는�제약이�있구요.

(홍준비)�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부담을 갖는 동료교사들은 스마트 환경

에 대한 적응을 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교사교육은 또 하나의 업무가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는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에 활용되는 스마트 기기를 통

한 문제 발생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미

리 걱정하여 미연에 발생하지 않게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 학교의 지침인 것이다.

사회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고�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인데� 이러한� 기기를� 잘�

활용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주는� 수업� 여건을� 조성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기기들을�활용할�때�나타날�수�있는�문제들이�있어서요.

(김사랑)

우리학교가�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가� 교칙이에요.�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수업

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면�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스마트� 체육수업을� 한

다고�학교에� 허락받으려고�하면� 학교� 전체의�질서가�무너지는�것이고�생활지도에�

어려움이�생기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망설이게�되었어요.

(전개혁)

스마트 체육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면 학교에서는

발생할 부정적인 사건 및 사고를 처리하는 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

를 사용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스마트 체육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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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요인

(1) 미약한 실천의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은 스마트 체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지지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

다. 즉, 이들은 수업 운영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동료교사,� 어쨌든� 교사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주세요.� 젊은� 선생님이�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는데,� 젊은� 선생님들은� 우리와는� 다

르게� 해야한다며� 말씀은� 하시면서� 그분들은� 배우려� 하지는� 않아요.� 지지는� 해주

지만�실천하지�않는거죠.

(전개혁)

이는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한 연구참여자들과는 다른 성향과 상이한

교육관을 갖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이 된다. 즉, 스마트 체육

수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단계에서

이러한 실천 의지가 미약할 경우에 이를 실천하는 데 제약이 있다.

(2)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어려움

스마트 체육수업은 기존의 체육수업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스

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보다 실천하지 않는 교사가 다수이다. 따

라서 스마트 체육수업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스마트 체육수

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체육 교사들에게 부족한 정보는 수업 실천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야� 하잖아요.� 기존에� 없던� 것들,� 그래서� 수업할� 때� 마음

의� 장벽이� 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 교사들께서도� 그럴거에요.� 새

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

에는�저뿐만�아니라�누구나�장애요인이�되는�것�같아요.�

(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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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 체육수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동료교사, 특히 선배교사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이를 실천하

는 데에 제한이 있다. 이는 학교에서 후배교사는 선배교사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계적 문화가 교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주기에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망설이게 한다.

만약�동학년에�같이� 수업을�해야� 할�상황이면�제가�스스로�스마트�체육수업�실천

을�포기하게�되었어요.� 그�분을�배려하기�위해서.......

(전개혁)

교사 간 위계적 문화는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수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들의 내적갈등과

외적갈등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들로 인한 불편함은 스마트 체

육수업을 실천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학생요인

(1) 복잡한 수업 운영

스마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

움을 통하여 수업 몰입과 학습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교과의

특성과 교사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상

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이한 스마트 기기의 조작법

과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모두 익혀야만 교사가 의도한 수업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다.

지금의� 스마트� 체육수업은� 아무래도� 과도기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체육수업이

랑� 수업의� 모습이� 다르니깐,� 특히� 관련된� 플랫폼이� 다양해요.� 클래스123,� 클래스�

카드,� 클래스� THING,� 구글클래스룸,� 등이� 있는데� 물리� 선생님은�클래스� 123,� 영

어선생님은� 클래스� 카드를� 쓰고� 저는� 구글클래스룸을� 쓰구요,� 학생들은� 세� 가지

의�플랫폼을�보고�있어서�헷갈려�하고�있어요.

(홍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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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란과 더불어 학생마다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상이하고 조

작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의도한 수업의 속도보다 느릴 수

도 있고 과제해결 과정 속에서 학우들 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학생마다�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에�대한� 편차도� 크거든요.� 어떤� 애는� 최신상� 아이폰을�갖고� 있

고� 어떤� 애는� 5년전에�쓰던� 스마트폰을�쓰고� 그러니깐.� 이러한�기계의�차이로�인

하여�활동의�질이�다르고,� 이러한�경험�속에서�소외감과�좌절감이�올�수�있어요.

(김혁신)

위의 면담내용과 같이, 교사가 설계한 수업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수

도 있고, 이것보다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

고 학교 전체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즉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선택한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이 어떠한 학생들에게는 불만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육수업을�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직접� 체육활동만� 하는� 것

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체육수업을� 통한� 간접활동의� 비중이� 생기니까�

직접� 체육활동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

라구요.

(전선도)

체육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운동장에서 체육복을 입고 땀을 흘

리는 신체활동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체육수업 시간에 직접 체육활동이

아닌 활동에 대해서는 흥미를 보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위의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운동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스마트 체육수업 방식보다는 기존의 수업방식을 선호하였다.

스마트�체육수업을�시작하고�나서�기존에�운동을�잘하던�애들이�많이�힘들어했어요.�

�(서역량)

학생마다 선호하는 수업방식이 다르듯이 체육수업의 방식 또한 학생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스마트 체육수업의 전략으로서 개별화 학습, 수준별 학

습, 자기주도 학습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주어진 체육수업 시간에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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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가 선호하는 하

나의 방식대로 학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

들의 불만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고민을 하

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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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등체육 교사의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 실천 양상, 그리고 효과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체육 교사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가, 둘째, 체육 교사들

은 스마트 체육수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와 영향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Early - Adopter,

Positive - Energizer, Sports - Lover 등의 공통적 성향을 갖고 세

단계의 과정 (스마트 체육수업의 필요성 깨닫기 - 스마트 체육수업 구

현 준비하기 -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할 도구 정하기 )을 거쳐 스마

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게 되었다.

Early - Adopter의 혁신가 특성, 탐험가 특성, 유행선도자 특성은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의 교육관에 영향을 끼쳤고, Positive -

Energizer의 도전가 특성, 긍정가 특성은 긍정적 열정을 키우기 위한 체

육수업 교육관에 영향을 끼쳤으며, Sports - Lover의 성향은 스포츠를 즐

기기 위한 체육수업 교육관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스마트 체육수업

의 필요성 깨닫기’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함,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

기 위함, 학생평가를 잘하기 위함 등의 교사를 위하여 실천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하기 위함,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증가

시키기 위함 등의 학생을 위하여 실천하게 되었다. ‘스마트 체육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기술발전 ·수업전문성의 신장 ·학교환경

에 맞는 수업 운영 ·주변의 지지 등을 통하여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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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확인하고 협동학습 전략, 개별화학습 전략, 자기주도학습 전략 등

과 같은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웠다.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할 도구 정하기’ 단계에서는, 시청각을 자극하고 기억 속

에 더욱 오래 남을 수 있는 영상매체를 도구로 삼아 꾸준히 활용해 왔는

데, 여러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둘째, 스마트 체육수업의 양상은 여섯 단계(수업 과제 제시 - 과제

해결 전략 설계 - 정보 탐색 및 확보 - 정보 종합 및 사용 - 과제 해결

- 과제 평가)로 살펴볼 수 있었고, 수업에 활용된 교육 콘텐츠들은 정

보수집, 협업, 성찰 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스마트교육학 요

소에서는 상호작용 증가와 운동기능 및 지식향상에, 스마트교육 환경

적 요소에서는 교수 · 학습 환경의 제한 극복을, 스마트 학습자 요소

에서는 학습 동기 증가와 자기주도학습 변화 등의 효용성이 있었다.

‘수업 과제 제시’ 단계에서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술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지식 전달 ·퀴즈 활동 등의 개별학습과 협업학습으로 수

업에 더 집중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도왔다. ‘과제 해결 전략 설계’ 단계

에서는, 협동학습 전략 ·개별화 학습 전략 등을 통해 정보를 선별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고 개별적 ·자기

주도적 ·수준별로 지식을 익힐 수 있게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었다. ‘정

보탐색 및 확보’ 단계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게끔

수업을 진행했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시청에 필요한 수업자료들

을 확보했다. ‘정보 종합 및 사용’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수집한 정보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정보를 선별하여 종합했고 활용했다. ‘과제 해

결’단계에서는, 종합한 정보들을 통하여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 활동에 대한 기록을 개인별 ·모둠별로 하였다.

‘과제 평가’단계에서는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체크리

스트를 통한 자기 진단 평가와 모둠별 역량 진단 평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마트 체육수업 양상에서 활용된 교육 콘텐츠 양상으로는, 먼

저 수업자료형 콘텐츠로는 영상콘텐츠가 주를 이루었고 QR콘텐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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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또한 활용되어 의사소통 기능에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형

콘텐츠에서도 주로 영상유형의 자료가 주를 이루었고 문서유형의 자료

또한 활용되어 수업시간 이외에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수단 기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도구형 콘텐츠는 여러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보수집, 의사소통, 협업, 성찰,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도구로 활

용되었다.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통한 효과로는, 다양한 학습자원 활

용을 통한 효과 · 자기주도학습의 효과 · 개별화 학습의 효과 · 철저한

수업준비를 통한 높은 수업 만족도 · 학생중심활동을 통한 동기 유발 ·

학생들이 미래 역량 함양 신장 등이 있고, 이러한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여부 · 학교분

위기 등의 ‘환경요인’, 실천의지 · 만족도 등의 ‘교사요인’, 용이성 · 참

여의지 등의 ‘학생요인’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탐색했다.

‘다양한 학습자원 활용을 통한 효과’로는 영상자료와 어플리케이션 활

용을 통하여 정보전달성의 용이성 ·수업몰입 견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 ·

간접체육 활동 경험 증가 등이 있다.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에는 플립러

닝을 통한 운동 실천의지 고양 ·자가진단을 통한 적정 운동 실천 등이

있었다. ‘개별화 학습의 효과’로는 피드백을 통한 운동기능 향상 ·수준별

학습을 통한 높은 학습 효율성 등이 있었다. ‘철저한 수업준비를 통한 높

은 수업 만족도’에는 풍부한 수업자료 확보를 통한 수업 자신감 상승 ·

수업 성찰을 통한 양질의 수업 운영 등이 있었다. ‘학생중심활동을 통한

동기유발’로는 체육기피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자발적 과제 설정

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 신장’에

는 정보활용 능력 신장 ·고차원 사고력 신장 등이 있었다.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촉진요인’으로, 환

경요인에는 준비된 스마트교육 환경 ·학교의 허용적 분위기, 교사요인에

는 강한 실천의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을 통한 만족감, 학생요인에는

친숙한 수업운영 ·수업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제한이 되는 ‘제약요인’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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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인에는 미비한 스마트교육 환경 ·학교의 불허용적 분위기 , 교사요인

에는 미약한 실천 의지 ·스마트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어려움, 학교요인

에는 복잡한 수업 운영, 수업참여에 대한 불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체

육 교사들에게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 ·실천 양상 ·효

과 및 영향요인 등의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론적 틀과 실제적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공통적

인 성향과 교육관을 통하여 자신의 성향과 교육관을 서로 비교할 수 있

고, 여러 스마트 체육수업 사례들에서 소개된 교육콘텐츠를 참고하여 교

육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지금까지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연구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과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

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실행 과정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체육교육 실천의

측면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기에 앞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로 하다. 교육부(2011)에서는 스마트교육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을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라 정의하였다. 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교육 주체들은 스마트교육과 스마트러닝 등의 사용에

서부터 혼란을 겪고 있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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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대부분 S (Self directed :자기주도적) ·M (Motivated : 흥미) · A

(Adaptive : 수준과 적성) · R (Resource Free : 풍부한 자료) · T

(Technology Embedded : 정보기술 활용)에서 ‘T’만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첨단의 스마트교육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스마

트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마다 스마트

교육 환경의 구축 정도가 상이하고 수업내용마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사가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는

스마트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T’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

어진 학교환경 속에서의 ‘T’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S ·M · A · R’의

요소를 수업에 적용토록 노력하여 실현 가능한 S ·M · A · R· T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가 변해야 한다. 사회의

변화는 사고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급변하는 학생들의 문화와는 달리 학

교문화는 변동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과거 학교의 기능은, 사회개혁 및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지식과 기술이 학교에 집중되었기에 학생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사회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부합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교육 방향에 의거하여 체육수업은 ‘숙련된 운동 수행 능력’

또는 ‘신체 능력 발달’과 같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역시 획일적이어서 개인차를 고려하

지 않은 타율적 목표를 중시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 학생은

개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매우

다양하고, 즉각적이고 멀티태스킹에 능한 특성을 갖게 되면서 학교 체육

교육에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수행하

고 싶은 운동기술에 대해 체육 교사보다는 포털사이트 또는 유투브를 활

용하여 동작을 배우고 숙달시키는 것이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즉, 운동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만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 교사가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를 통하여 수업에 반

영할 수 있도록 90년대 말 미국에서 성행했던 신발 회사의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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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가 되어야 한다. 상품을 팔아 최대 이윤을 내려는 회사처럼, 체육

교사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배우는 것을 잘 익힐 수 있

도록 그들의 문화에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 신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상이한 스마트교육 환경과 수업 분위기에서 체육

교사는 주어진 조건에 적하하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하는데, 기존의 체육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원하는 체육수업을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교사

학습 공동체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다

양한 수업 방법을 익혀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수업 이외의 많은 업

무와 동료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내 ·외적 갈등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

에 대한 의지가 미약해진다. 따라서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스마트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물적 지원과 함께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교사들에 적극적인 지지를 학교에서는 제공

해줘야 한다. 이러한 외적 환경이 충분했을 때 교사들은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스마트 체육수업의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은

체육 교과의 교육 측면과 교육공학 측면의 학문적 성과를 동시에 보여준

다. 그러나 연구가 갖는 여러 제한점들을 검토하여 추후 실천적 ·다각적 ·

융합적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본 연구보다 더욱 의미있는 학문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을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체육교육 연구에 있어 스마트교육 환경보다는 ‘스마트 교

육학’과 ‘스마트 학습자’에 초점을 더욱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스마트교육 선행연구는 대체로 스마트 기술 ·기기 ·어플리케이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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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스마트교육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

만 체육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과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방향이 한 영역에 치우치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평가 등과 같은 ‘교육학 관점’에

서의 스마트교육 연구와 여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 운동기능,

체력, 학습 유형 등과 같은 ‘학습자 관점’에서의 스마트교육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다양한 스마트 체육수업의 실천연구를 통하여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체육수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기기 ·

스마트 기술 ·어플리케이션 등에 따라 다양한 수업 양상을 보일 수 있

고, 특히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라 학생의 특

성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교육 환경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가 다를 것으

로 기대된다. 각각의 스마트교육 환경과 학교급에 따른 실천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들이 스마트 체육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체육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스마트 체육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

육에서는 어떠한 양상과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의 종목은 매우 다양하고 학생이 한 가지 종목을 위하여 기능들을 완전

히 숙달하기까지 학교체육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

을 통한 평생 스포츠로의 연계까지 교사들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리고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을 선수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

을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더 나은 운동 기능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요

인과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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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

용 양상과 효과 탐색>에 관한 연구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는 체육수업에서의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유형을 분석하여 체육교사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기간은 어떠합니까?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하고,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밝힌

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과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은 기간 내(IRB 승인 이후 ~ 2019.04.30.) 1회 60분 내외로 진

행됩니다. 이후 자료 분석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적으로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

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수업에 관한 참여관찰은 총 1회(단, 연구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관찰을 연구참여 교사 및 학교책임

자(교장)의 허락하에 진행)로 연구자의 관찰일지 작성과 교사의 수업모습만을

녹화한 영상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심층면담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면담 내용은 ‘수업에서 활용하는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유형, 스마트교육 콘텐

츠 활용 양상, 스마트체육수업의 효과’의 총 3개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합니다.

면담 소요시간은 60분 내외입니다.

�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연구 참여 동의서



- 167 -

면담 내용은 연구원에 의해 녹음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한 장소와 시간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 후 오디오파일은 폐기합니다.

연구 참여자와 협의한 수업 당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1주일 전에는 교장(기관

장)과 학생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교

장에게는 서명을,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수업 관찰 관련 공지 문건과 학생 부모

님의 연구수행 허락서에 서명을 받음). 만약 수업 관찰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해당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은 오직 ‘심층면담’과 ‘현지문

서 수집’을 통해 하겠습니다.

연구에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여건이 힘든

경우, 메일 또는 통화를 통하여 추가 자료 수집 예정)

그리고 추가 자료를 위한 인터뷰(메일 또는 통화)는 최대 2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 자료를 위한 인터뷰(메일 또는 통화)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연구대상자 전원이 해당할 수 있기에 18명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

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 포기 시 그 순간까지 얻은 모든 자

료는 완전 폐기되며 연구에 반영되지 않을 것을 연구 참여 사전에 공지할 것이

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5.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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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전문적인 조언이 향후 스마트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연구를 참여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8.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이언종 석사과정생

(010-0000-0000)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

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보관’에 관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 및 연구 참여자

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암호화되어 연구자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저장

매체에만 저장될 것이며, 보안에 취약한 클라우드(cloud) 기반 웹사이트에 업로

드되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자료의 인쇄물 등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잠금장치를 한 서랍에 별도로 보관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자료 보관 관련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내로 즉시 폐

기할 예정, 기타 연구데이터는 본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5년간 암호화하여

보관할 것이다. 자료의 접근은 본 연구의 책임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개인식별정보(성명, 지역 및 소속학교, 연락처)

는 연구종료시 즉시 폐기할 예정이고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와 관련자들의 동

의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내로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목소

리가 포함된 녹음 파일은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통한 전사 후 바로 폐기 처

리하고 기타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호화하여 관리하겠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학교 및 연구

참여자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

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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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선생님의 연구 참여에 대하여 특별한 사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책임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언 종 전화번호: 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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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참여>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9. 연구 수행 중 체육수업에 관한 현지문서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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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업 공개 동의서 (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교의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스포츠 교육학 전공

이언종 연구원이 주관하는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수업 공개 동의서’에 참여를 동의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귀교의 선생님이 이 연

구에 참여한 후,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선생님의 수업관찰을 위한 교장 선생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교 체육 선생님은 경력, 학력, 성별, 자발성, 관련 활동의 경험 등을 고려한

결과, 본 연구에 가장 필요한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18명의 교사에 포함되셨습니

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수업 관찰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선생님의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관찰

할 것입니다. 수업 활동에 대해서는 교사 중심으로 녹화가 될 수도 있으며, 연구

자의 관찰을 통하여 필드노트에만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업지도안 및 수업

자료 등의 기록물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할 것입니다.

면담은 오디오로 녹음되며, 면담 내용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됩

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 본 연구가 윤리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입니다.

수업 관찰 진행은 교장선생님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

를 희망하지 않거나,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수업 공개 동의서(학교장)



연구에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연구 참여자의 여건이 힘든

경우, 메일 또는 통화를 통하여 추가 자료 수집 예정). 그리고 추가 자료를 위

한 인터뷰(메일 또는 통화)는 최대 2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 자료를

위한 인터뷰(메일 또는 통화)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

한 연구대상자 전원이 해당할 수 있기에 18명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생 이언종 연

구원(000-0000-0000)입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학교에서 수업 중 수집한

수업 계획안 및 수업자료로부터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드노트의 내용은 워드프로세스 파일에 기록 후 암호화 되어 연

구자 개인 컴퓨터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만 저장 될 것입니다. 가명 사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

입니다. 연구데이터는 5년간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면담에서 녹음된 파일은 전사

후 바로 폐기합니다. 단, 상위의 효력을 발휘하는 법령의 요구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를 점검하는 요원과 생명윤

리위원회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직접 열람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

는 연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절차이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될 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및 문의점이 필요할 시에는 연구 담당자(이언

종, 000-0000-0000)에게 연락주십시오.또한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00-0000-0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에 대해 동의 하신다면, 동의서에 서명 해주십시오.

2019. 1.

소 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이언종 연구원



<수업공개>동의서

1. 위 연구 참여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담당 연구원을 통하여 충

분히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2. 수업 공개에 대한 내용(수업 중 필드노트 기록 및 학교 및 연구 참여자의 권

리)을 들었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3. 언제라도 희망 시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을 숙지하였습니다.

4. 이 연구를 통해 제공한 정보가 현행 법률 및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에 의해 수집 및 처리되는 데에 동의합니다.

5.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연구자가 동의서 사본을 소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임을 숙지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사본 보관을 허락합니다.

기관장(교장)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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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업 공개 동의서 (학생)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수업 공개 동
의서>에 관한 연구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는 체육수업에서의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유형을 분석하여 체육교사들

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를 탐색하

기 위한 것이다.

2.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수업에 관한 참여관찰은 총 1회(단, 연구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시

에는 연구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관찰을 연구참여 교사 및 학교책임자

(교장)의 허락하에 진행)로 연구자의 관찰일지 작성과 교사의 수업 모습만을 녹

화한 영상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연구과정에서

수업관찰 시 교사와 학생간의 수업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만을 확인할 예정이

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모습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촬영은 없을 예정이고,

부득이하게 영상 또는 사진에 학생들이 담길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또는 영

상편집도구를 통하여 철저히 삭제할 예정이오니 교사의 연구참여에 대한 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교사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

으신다면, 연구자료 수집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층면담’과 ‘현지문서

수집’만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와 협의한 수업 당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1주일 전에는 교장(기관

장)과 학생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교

장에게는 서명을,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수업 관찰 관련 공지 문건과 학생 부

모님의 연구수행 허락서에 서명을 받음). 만약 수업 관찰을 원하지 않는 학생

및 법정대리인(학부모)들이 있다면, 해당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은

오직 ‘심층면담’과 ‘현지문서 수집’을 통해 하겠습니다.

�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수업 공개 동의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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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관찰에 비동의해도 됩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수업관찰 진행이 부담스러워 동의하

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대한 비동의시

그 순간까지 얻은 모든 자료는 완전 폐기되며 연구에 반영되지 않을 것을 연구

참여 사전에 공지할 것이다. 참여관찰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

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학생의 의사에 달려 있

습니다.

4.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5.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관찰

에 대한 동의는 향후 스마트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6.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이언종 석사과정생

(000-0000-0000)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보관’에 관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 및 연구 참여

자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암호화되어 연구자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저

장매체에만 저장될 것이며, 보안에 취약한 클라우드(cloud) 기반 웹사이트에 업

로드되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자료의 인쇄물 등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

록 잠금장치를 한 서랍에 별도로 보관할 것이다.생명윤리법에 따라 자료 보관

관련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내로 즉시 폐기할 예정, 기타 연구데이터는 본

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5년간 암호화하여 보관할 것이다. 자료의 접근은 본

연구의 책임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개

인식별정보(성명, 지역 및 소속학교, 연락처)는 연구종료시 즉시 폐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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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와 관련자들의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내로 즉

시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 파일은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통한 전사 후 바로 폐기 처리하고 기타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호화하여 관리하겠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학교 및 연구 참

여자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

구하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

입니다.

7.이연구에참가하면댓가가지급됩니까?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하여 특별한 사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8.연구에대한문의는어떻게해야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책임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이언종 전화번호: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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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찰>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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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수업 공개 동의서 (법정대리인 :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중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에 관한 연

구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는 체육수업에서의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유형을 분석하여 체육교사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마트 체육수업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2.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수업에 관한 참여관찰은 총 1회(단, 연구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시에

는 연구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관찰을 연구참여 교사 및 학교책임자(교

장)의 허락하에 진행)로 연구자의 관찰일지 작성과 교사의 수업 모습만을 녹화한

영상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연구과정에서 수업관

찰 시 교사와 학생간의 수업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만을 확인할 예정이기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모습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촬영은 없을 예정이고, 부득이

하게 영상 또는 사진에 학생들이 담길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또는 영상편집도

구를 통하여 철저히 삭제할 예정이오니 교사의 연구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교사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연구자료 수집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층면담’과 ‘현지문서 수집’만을 통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와 협의한 수업 당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1주일 전에는 교장(기관

장)과 학생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교

장에게는 서명을,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수업 관찰 관련 공지 문건과 학생 부모

님의 연구수행 허락서에 서명을 받음). 만약 수업 관찰을 원하지 않는 학생 및

법정대리인(학부모)들이 있다면, 해당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은 오

직 ‘심층면담’과 ‘현지문서 수집’을 통해 하겠습니다.

�
‘중등체육교사의 스마트교육 활용 양상과 

효과 탐색’ 수업 공개 동의서(법정대리인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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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관찰에 비동의해도 됩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수업관찰 진행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대한 비동의시 그

순간까지 얻은 모든 자료는 완전 폐기되며 연구에 반영되지 않을 것을 연구 참여

사전에 공지할 것이다. 참여관찰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학생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4.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5.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관찰

에 대한 동의는 향후 스마트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6.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이언종 석사과정생

(000-0000-0000)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

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보관’에 관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 및 연구 참여자

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암호화되어 연구자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저장

매체에만 저장될 것이며, 보안에 취약한 클라우드(cloud) 기반 웹사이트에 업로

드되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자료의 인쇄물 등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잠금장치를 한 서랍에 별도로 보관할 것이다.생명윤리법에 따라 자료 보관 관련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내로 즉시 폐기할 예정, 기타 연구데이터는 본교 연

구 윤리 지침에 따라 5년간 암호화하여 보관할 것이다. 자료의 접근은 본 연구의

책임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개인식별정

보(성명, 지역 및 소속학교, 연락처)는 연구종료시 즉시 폐기할 예정이고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와 관련자들의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내로 즉시 폐기할 예

정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 파일은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

을 통한 전사 후 바로 폐기 처리하고 기타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

록 부호화하여 관리하겠다.



- 180 -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학교 및 연구 참

여자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

구하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

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

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하여 특별한 사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책임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언 종 전화번호: 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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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관찰>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여자와의관계 /법정대리인(학부모)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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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스마트 체육수업에 도움이 될만한 스마트 기기 · 기술 · APP

구 분 종 류 기능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

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태블릿 PC

PC용 운영체제가 내장된 단말기

로,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키보드 

없이 전자펜이나 손가락으로 터치

해 입력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노트북
휴대가 간편하여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크기의 컴퓨터를 말한다. 

Social 

Network

System

:사회적 

네트워크

카카오톡

전세계 어디서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사용자간 무료로 메시지· 

영상·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주

고 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다. 

사용자 간의 SNS을 통해 학급활동

에 필요한 콘텐츠의 생성, 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콘텐츠 생

성 과정에서의 참여, 개방 및 정보 

공유는 학급 구성원간의 집단 지

성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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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기능

Learning

Manage

System

: 학습

관리

시스템

구글

클래스룸
교사의 수업 개설과 학생들의 수

강신청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여 학습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시

스템이다. Mash-up(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수정·통합·응용하여 또 다른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의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클래스 123

클래스 

카드

클래스 

Thing

동작분석

App

비디오

딜레이 영상은 경험적이 순차적인 데이터

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정밀하면서

도 영구적인 기록매체이다. 과거와

는 달리 오늘날은 손쉽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영상촬영 및 재생

이 용이하여 체육수업 시간에 활

용 가치가 높다. 무료로 제공되는 

App을 통하여 개별화 학습과 수준

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을 기대된다.

Coach’s

eye

Video 

Coach

Slow 

motion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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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practice

pattern, and effect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practice of smart

physical education through practical cases of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 in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do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actice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Second, how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actice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ird,

what are the effects and influential factors of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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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a total of 10 months from

September 2018 to June 2019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process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hases: plann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finalization. A total of eight secondary

sports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analysis, classroom

observation and local documents. For data analysis, the spiral data

analysis presented by Creswell & Poth (2017) was used to follow the

steps of transcription, topic-specific abbreviation, and topic generation.

In addition, the research integrity was secured by using methods of

multilateral analysis, review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sultation

among colleagu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d discussion, the teachers who

practice smart sports classes were able to practice smart sports

through a three-step process (realizing the need for smart sports

classes - preparing for implementation of smart sports classes -

correcting tools to be used in smart sports classes) with common

tendencies such as Early-Adapter, Positive-Energy, and Sports-Lover.

Early-Adapter's innovation, explorer's characteristics and fashion

leader's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educational outlook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to foster core competency in the future,

Positive-Energizer's challenge affected the gym to foster positive

passion, and Sports-Lover's propensity to enjoy sports has affected

the gym. A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 realized the need to practice for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realizing the need for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phase. In the 'Preparation for Implementing Smart Physical

Education' phase, the teachers set up a learning strategy to check

and utilize the feasibility of smart sports classes. In the 'Desig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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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for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phase, a number of smart

devices, smart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were used to utilize

video media.

Second, the patterns of smart sports classes could be examined in

six stages (task presentation, strategy design, information search and

acquisition, integration and use of information, task resolution, task

assessment) and educational contents used in the classes were used

as tools for gathering information, collaboration, reflection and in

smart educational elements, increased interaction, athletic functions,

knowledge improvement, and environment factors were limited in

smart educ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As the educational

contents used in class are used as tools for gathering information,

collaborating and reflection, the Smart Education element is used to

increase the interaction, to improve the exercise function and

knowledge, and to overcome limit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n smart educational environment element, And in the

smart learner element, there was an increase in learning motivation

and a change in self-directed learning. During the ‘Task presentation’

phase, it helped students focus more on and understand their classes

by using smart devices, smart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to

deliver knowledge and collaborate on quiz activities. In the 'Strategy

design' phase, cooperative learning strategies and individualization

learning strategies were used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rearranging information and to design classes

so that knowledge could be learned by individual, self-directed, and

level In the 'Information search and acquisition' phase, the classes

were conducted to explore information using smart devices and the

classes were secured using smart technology to watch using smart

technology. In the 'Integration and use of inform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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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gathered by each group members was selected and

integrated by utilizing the application. In the 'Task Resolution' phase,

the video was produced through a comprehensive set of information

and the records of the class activities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or

group using the application. In the 'Task Assessment' stage, we

could use smart devices and applications to check the patterns of

self-diagnosis assessment through checklists and capacity diagnosis

assessment by group. In the aspect of education contents used in this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 firstly, image contents were main

content in the content type of content, and QR contents and

document contents were also utilized for communication functions. In

the lesson contents, mainly the image type data was mainly used,

and the document type data was also utilized, and function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function were performed

outside the class time.In addition, class contents were used as tools

for information gather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reflection and

simulation through various smart devices and applications.

Third,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ing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is the effectiveness of using various learning resources, the

effectiveness of self-directed learning,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ized learning, high satisfaction in class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motivation through student-centered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students' future competencies. The thre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explored from three perspective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whether to establish a smart education environmen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chool crisis, ‘teacher factors’ such as will to practice

and will to participate. It is a 'promotional factor' that helps

implement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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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ed the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prepared, teachers'

will to implement them strongly, and students' will to participate in

classes and classes that are familiar to th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imitations in practicing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which are limited factors such as the lack of environment factors, the

lack of school atmosphere, the weak will to practice teachers, the

difficulty in practicing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Complicated

classroom operations, and complaints about class participation.

Finally, the following are suggested in terms of implementing smart

physical education and follow-up research.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first, accurate understanding of smart education is needed

before practicing smart physical education. Second, teachers must

change to practice smart physical education. Third, in order to

practice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n terms of follow-up research,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smart education' and 'smart

learners' rather than smart education environments in smart physical

education research.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effects of

research subjects through practical research of various classes of

smart physical education. Third,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es

need to move on from the school field and find out what aspects and

effects are found in sports for all and elite sports.

Keywords : Smart physical education class, Resource-based learning

Smart device, Smart technolog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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