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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에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운동소양 함양의 가능성과 효과를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연구 문제는 첫째, 고등학교 농구
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
되어 실천되는가? 둘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고등학교 농
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0개월
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29명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2명, 고등
학교 농구부 학생선수 10명, 학부모 10명, 담임 및 교과 교사 7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다. 자료 분석 및 해석은 Creswell & Poth(2017)가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전사, 주제별 약호화, 주제 생성의 단계를 거쳤다.
더불어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분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
토, 동료 간의 협의의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농구
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존 선행 연구들이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
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
해 함양된 운동소양은 학생선수들의 기초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운동기능

향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전인성 함양,
관계성 증진,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 구
성 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개인차가 고려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
를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프로그램 실천 과정동안 학생선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문적 프로
그램의 구성방향을 핵심용어로 정리하자면 지속성, 개별성, 내용의 통합
성, 성장의 통합성,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내용
에 따라 동아리 형 프로그램과 생활 속 실천 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
동부 활동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운영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 동기
를 높이고 내실 있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 종목 특성과 연
계된 프로그램 운영하기, 새로운 인문적 체험 발굴하기, 소통 속에서 모두
가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기 3가지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고등학생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차원에서 전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운동능 측면에서 훈련의 질적 개선을 통한 경기수행능력 향상이 관
찰되었다. 프로그램 실천 속에서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의미했던 교실이 훈
련을 준비하고 운동소양이 길러지는 생동감 있고 활기찬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취감이 운동부 훈련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함양된 자신감은 경기수행능력향상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 실천으로 길러
진 소통능력 또한 경기수행능력일 높였다. 운동지 측면에서는 스포츠에 대
한 인문적 이해 증진, 기초학습능력 증진, 분석력 증진, 진로역량 증진, 소
통능력 활성화에 따른 집단지성 증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운동심 측면의
경우 프로그램 실천 간 자기 주도적 태도 함양, 인문적 감수성 함양, 소통
능력 증진을 통한 전인성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외에 얽혀있는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소통능력 함양을 통해 현 운동부
가 가진 단절성을 극복하고 작게는 운동부 내부에서 크게는 삶의 모든 영
역까지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소통능력은 폐쇄적 운동부 문
화를 개선하여 인권 문제의 해결실마리를 제시하였고, 강팀의 필수요소인
팀워크를 증진시켜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일반학생들과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소통은 일반학
생들의 교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교기 부흥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셋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미치는 요인으로써
참여자, 내용, 방법, 환경, 지도자 5가지가 확인되었다. 참여자 요인의 경
우 선천적 성향과 함께 자라온 가정환경 차이가 프로그램 실천 결과의 개
인차이로 이어졌다. 내용 요인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과 통합적
실천이 운동소양 함양에 영향을 주었다. 즉,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 속에
서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활동이 훈련과 함께 통합적으로 제시된
다면 참여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운동 소양이 함양될 수
있다. 방법 요인은 프로그램의 실천 기간이 길수록, 적정 과제 난이도를
유지할수록 운동소양 함양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 요인은 프로그램 실천
공간의 적절성과 기자재 확보가 이루어져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운동소양 함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
도자 요인은 프로그램 실행자로서 교사의 운동소양 수준은 프로그램 내용
의 질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조력자로서 코치의 운동소양 수준은 프로그램
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지속될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 실천 간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영향 요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
하다.
본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에 관련하여 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실제 운동부 현장에서의 요구
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해야한
다. 셋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운동부 내 성공적인 학습프로그램의 표
준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한다. 운동
부 선수들에게 함양된 운동소양에 관련하여 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전인성장에 기여하고,
기초학습능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야 한다. 둘째, 인문적 체육프
로그램을 실천하면서 확인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모습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 운동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은 첫째, 운동부 감독
교사는 단절되어있는 운동부 문화 속에서 소통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소통 속에서 감독교사는 운동부 운영에서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
으로 성장함에 따라 내실 있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할 것이
다. 둘째, 감독교사는 코치에게 잔소리꾼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
록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셋째, 다양하고 양질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감독교사와 코치는 운동소양을 쌓기 위한
자기 개발에 열정적이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
천하기 위해 학교의 재정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LCD모니터, 스피커 등의 미디어 기기를 비롯하여 읽는 스포츠
서적 구비, 전시회 관람을 위한 예산 등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
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 내에서 운동부 선수들이 모범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독교사 및 코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시험
기간 야간자율학습 운영, 수행평가 체크, 학교 행사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
함으로써 운동부 학생들은 모범학생으로 평가받고, 주변사람들의 칭찬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우
호적인 태도로 실천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인문적 체
육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운동소양 변화를 보다 다각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종목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운동
소양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걸친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주요어: 인문적 체육교육, 운동소양,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학 번: 2017-2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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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약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을 학생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습권을 포
함한 인권 문제, 둘째, 공정하지 못한 입시 비리, 셋째, 운동부 운영에 있
어서 관례처럼 여겨진 불법 찬조금 문제이다. 그 동안 많은 사회적, 제도
적 노력 덕분에 학습권이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 운동부, 보다 투명해진 입
시제도, 학부모 후원회비의 학교회계 편입을 통한 깨끗한 예산집행이 현실
화 되었다.
이러한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학
습권 보장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용 중인 대회출전일수제한,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최
저학력제가 도입되면서 운동시간 부족이라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박탈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기초학력 부진, 폐쇄적인 운동부 문화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은퇴이후
의 풍요롭지 못한 삶, 운동 쪽으로 편향된 생활로 인해 올바른 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직업세계로의 부적응, 은퇴이후 풍요롭
지 못한 삶 등과 같은 문제점은 학습권 보장 제도의 당위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었다(박현권, 임수원, 2015).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외국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학습권 보
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금부터 교육부가 공교육 범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겠다. 현 운동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부 정책은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출전일수 제한, e-school 정책, 총
3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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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
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정책적 산물로 200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과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의 입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박현권, 임
수원 2015). 최저학력제 주요 내용으로 해당학년의 교과 평균 성적의 기
준[초(50%), 중(40%), 고(30%)]에 미치지 못한 경우 초·중(5개 교과별 12
시간씩), 고(3개 교과별 20시간씩)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
다.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별
도의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프로그램을 반드시 이
수하여야 차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및 지도자는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결과를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최적학력제는 2010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회출전일수 제한의 법, 제도적 근거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및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고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교육부, 2017.04.10.)를 통해 공식화되었
다. 2017학년도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출전횟수에 제한을 두었으나
오히려 체육특기자들이 대입선발에서 중요한 전형요소인 대회실적을 쌓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8학년도부터 대회출전일수 제한
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근거로 학생선수는 학교장 허락 하에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e-school 정책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학교운동
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 등 학력저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e-school학습은 정규 수업시간 외에 운
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둔 원격학습
시스템이다(김옥천, 임수원, 전원재, 2016).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의
전문교과목까지 공교육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습자
의 수준과 진도에 맞춰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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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책
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어야 할 학습권 보장 정책이 오히려 경기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여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실제로 체
육특기자 대입요강을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은 5%~20% 수준
이다.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요소는 경기 실적과 실기 평
가이다. 운동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한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선수들에게 학습권 보장 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교육부는 최저학력제 미달로 인한 기초학력프로그램과 학업결손
에 대한 대안인 보충학습프로그램을 e-school을 통해 운영하도록 권고하
고 있으나 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져있지 않다. 사실 e-school에
서는 수강 후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school을 듣
는다고 해서 실제로 학력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

및

인성

교육이

e-school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회의적인 부분으로 인해 e-school제도는 제대로 된 학습동기부여를 이끌
어내지 못하고 학부모가 대신 들어주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
고 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학생선수들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
이 단순히 학습 시간이라는 양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력 향상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체험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습득된 교과 지식에
대한 활용도도 낮다.
이 모든 비판이 학습권 보장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권
보장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운동부 운영에 있어 학습권이 부정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까? 지금부터 학습권을 부정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계의 현 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글은 20년차 KBS 스포
츠 기자 출신의 정재용 기자가 쓴 ‘죄송합니다. 학교운동부입니다.’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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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이다.
공부는 포기하고 훈련하는 기계를 양산해 단기간에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한국 스포츠는
그 근본인 학교 체육부터 끝없이 썩어 들어갔다. 모 고등학교
의 전설적인 코치는 무려 10년 이상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부인에게 생활비를 대 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나마 아무
리 성적이 좋아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비정규직 신세다. 그
자리라도 잡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여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운동 지도자들의 비참한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부를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내
내 운동만 하다 보니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상당수인 것이 사실이다. 100명
의 운동선수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TV에서 보는 유명 스타 출신
들은 그 중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정
재용, 2014, p.116).
이처럼 학생 선수들의 은퇴 이후에 삶을 걱정한다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턱대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경기력 향상 부분을
신경 쓰면서 실질적인 학업능력 증진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즉, 실
질적 학업능력 증진과 운동 경기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으로 운동부 학생들에게 기초소양교
육을 제안한다. 즉, 기초소양으로 볼 수 있는 읽기, 쓰기, 경청하기, 질문
하기, 발표하기, 이해하기, 분석하기, 학습동기 찾기 등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고 향후 학업에 도움을 주는 바탕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능력이
운동경기력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고
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은 체육특기자로 대학 진학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 수학능력시험의 기본적인 지식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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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기초소양교육에 힘씀으로써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사고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기초소양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운동소양(최의창, 2018)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겠다. 운동소양이란 스포츠를 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종합적 자질
로서, 기능과 체력의 능소양, 지식과 판단의 지소양, 정서와 인성의 심소
양으로 구성된다. 운동소양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 인문적 체육수업이 있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업모형으로 하나로 수업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수업이란 기존의 직접체험활동인 신체활동에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읽기, 쓰기, 보기, 듣기의 간접 체험
활동을 함께 구성하는 수업을 말한다. 하나로 수업모형이란 인문적 체육수
업을 실천하기 위한 모형으로 스포츠가 가진 기법적 측면과 심법적 측면
을 직접체험활동과 간적체험활동방식으로 함께 구성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모형이다. 인문적 체육수업을 통해 책읽기, 글쓰기, 말하기, 발표하기, 조
사하기, 분석하기 등등의 기본소양들을 갖출 수 있고, 그 소재와 내용을
스포츠와 관련성 있는 것들로 구성함으로써 운동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운동소양이 운동부 선수들에게 기초소양증진을
통한 실질적 학업능력 증진 효과와 운동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
력을 통한 운동 경기력 향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강력
한 가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에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운동소양 함양의 가능성과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운동부 현장에서 학생선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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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첫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실천되는가?
둘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운동부 학생들의 자신이 선택한 체육특기종목을 행하면서 호울퍼슨(전
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운동소양을 쌓고 나아가 운동 항유력을 발휘하여
운동부 생활이 학생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스포츠와 연관
된 인문학적 내용을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게 재구성한 프로그램
이다. 운동부 훈련, 경기를 포함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인문적 지혜와 서
사적 체험을 통해 호울퍼슨(전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소양증진을
통한 실질적 학업능력증진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배양
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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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소양
운동소양이란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는 통합적
능력과 성격을 뜻한다. 운동소양은 운동 능(運動能), 운동 지(運動智), 운
동 심(運動心)으로 구성된다. 운동 능은 운동을 하는 신체적인 능력과 재
능을 뜻하며, 운동 지는 운동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인지적 능력을, 운동
심은 운동에 대한 열정, 사랑, 인내 등의 마음을 의미한다. 즉, 운동소양은
능, 지, 심 차원으로 운동을 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재능과 성품을 하나
로 불러 지칭하는 명칭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 학생선수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 체육
회에 가맹된 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학생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학생선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선
수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기에 통학을 원칙
으로 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
적 체육프로그램 실천과정으로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감독교사인 연구자가 운동소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기에 연구자의 주관적 철학과 교육방법이 반
영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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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학생선수의 이해
가. 학교 운동부 발전 과정과 문제점
1)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발전과정
20세기 전반 한국의 스포츠 발전(하남길, 2010)은 민족주의 사항을 바
탕으로 전개되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스포츠 문화가 성장할 수 있
는 좋은 토양은 아니었다. 체육진흥운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제3공화국 박
정희 정권이 등장한 1960년대부터였고, 이때부터 국가주도의 국민체육진
흥운동이 전개되었다. 20세기 세계 각국의 스포츠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
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모습은 안정된 사회 기반으로 대중
스포츠 발전이 선행되고 후에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된 경우이다. 두 번째
모습은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특정한 단체나 정권이 스포
츠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엘리트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은 후에 대중 스포
츠도 발단된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주도의 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스포츠 내셔널리즘 정책으로 스포츠 문화의 진흥을 이끈 후자의 경우
에 속한다.
1960년대 정부(하남길, 2010)는 학교 체육을 전초기지로 한국 스포츠
발전을 꾀하였다.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으로 교기육
성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신설하였다. 교기육성제도는 학교
에서 지리적, 사회적 상황에 맞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여 우수선수 발굴
과 육성을 책임지게 하는 국가 정책이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스포츠의
대중화 및 우수 선수 조기 발굴과 육성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를 통해 교
기육성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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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수 조기 발굴과 육성, 경기력 향상, 학교체육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
였으나 인권침해, 학습권 침해 등 비교육적 부작용도 남겼다.
우리나라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면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선수로서 성공한 선수조차도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질 만큼 현 체육특기자 제도는 수많은 학생선수들을 사회적 낙오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2011년 학교체육진흥법 통과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
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크게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체육
정책, 운동부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승호, 진연경, 2018). 학교체육진흥법에서 학교운동부 학습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
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
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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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 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
칙을 통해 학생선수를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

2)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문제점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가 가진 문제점은 체육특기자 제도에서 비롯된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10월 5일 체육진흥을 위한 실천 계획으로 시
행되었다(우승호, 진연경, 2018).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우수 선수들의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유능한
체육지도자 양성에 두었다(한태룡 외, 2011).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제도로써 학업성적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경기실적을 보유하면 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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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허용 및 등록금과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는 학생선
수들이 학업을 외면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
가 되었으며, 이듬해 ‘병역특례제도’의 도입은 초·중·고·대학 재학시절 뿐
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도 운동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조남용, 이영국, 2013).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해 상급학
교 진학 과정에서 부정입학 및 금전거래 문제, 높은 경기 실적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권 침해, 과도한 합숙 훈련,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인
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학습권 침해를 포함한 운동부 내 반인권적 행위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특히, 선수육성과정에서 선수는 승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고,
은퇴 이후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극히 일부만이 선수, 코치, 감독
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대부분은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수로서 첫
발을 내딛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나. 우리나라 학생선수의 나아가야할 방향
1) 우리나라 학생선수의 학교교육
한국의 체육특기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 현장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였다. 이로 인해 학업을 소홀히 하는
운동부 문화 속에서 중도포기는 곧 사회 낙오자라는 인식을 가져다주었다.
운동과 학업이 병행가능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자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
혁만이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과 이를 통한 학교 운
동부의 시스템의 총체적 정비를 통해 개혁이 시작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최저학력제적용, e-school도입, 대회출전일수제한 등
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졌다.
학업과 운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통해 얻고자하는 교육적 목표는 전
문적인 스포츠 선수로의 성장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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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선수로서의 자아실현과 교육과정 목표달성
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봄으로써 인문적 체육교육의 역할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하고자 한다. 먼저 2015교육과정총론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인간상을 통해 살펴보겠다.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
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2015개정교육과정(교육부, 2015) 내용 중 일부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
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
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
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
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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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
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015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역량의 도입이다. 6가지 핵심
역량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에 도달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수업에의 노력과 실
천이 중요하다.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도 핵심역량은 그들의 미래를 설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그들이 걷는 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운동부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좀 더 쉽게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은 엘리트 선수
로서 성공하기 위한 덕목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운동 기능 향상에도 중
요한 요소이다.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미래사회의 성공적인 체육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운동소양이란 스포츠를 문화적
가치로서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소양을 운동 능, 운동
지, 운동 심의 3가지 차원으로 인식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기르기 위한 노
력을 통해 스포츠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인문적 체육교육이 필요하고 운동소양을 함양한 체육인은 전인으로 성장
가능하게 된다. 인문적 체육교육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에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6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운동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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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며, 특
히, 체육특기자들에게는 동기부여 및 학습효과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선수들에게 필요한 학교교육은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한 운동기능향
상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학생선수의 미래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은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다. 운동과 실적만을 강조한
일률적인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참여와 결과를 요
구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점수에 반영
하고 있고, 체육특기자 대입시 수능점수 반영도 그 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덧붙여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 속에서 전문 체육인에 대한
운동소양함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 산업의
저변에는 엘리트 스포츠 인들이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
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 인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학
습권 보장과 함께 학교 운동부 교육활동 중 운동소양교육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써 운동소양은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뿐
만 아니라 기초학습능력증진과 함께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함양 방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동소양 및 핵심역량의 함양
은 운동기능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 학생선수 관련 선행연구
연구에 앞서 학생선수, 운동부, 체육특기자, 학습권을 키워드로 선행연
구를 검색하였으며 검색 논문 중 연구대상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인 논
문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은 2013년 이후의 논문들에 한정하였고,
분석된 논문 중 학습권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 논문 총 19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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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되었다. 최종 연구목록은 [표 1]에서 제시된 총 19편이다.
[표 1] 초,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선행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저자
차승근
(2013)
권보근
(2013)
김성우
(2013)
이희만
(2013)
정대휘
(2013)

연구주제
축구 주말리그제의 시행에 따른 운동부 문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주말리그제 도입에 따른 고교야구선수들의 수업현황
및 인식조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일상적
학교생활에 대한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
고교야구 주말리그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이연묵
(2013)
김창민
(2014)
김계현
(2015)
강승민
(2016)
이건호
(2016)
문훈
(2016)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체육계 고등학교 보통교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의 수업참여태도가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와 클럽소속 고교 축구선수의 학습 실태와
진로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 몰입에 대한
인식의 관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학습참여
실태 연구

김종일
(2017)
김진환
(2018)
선혁규
(2018)
이동은
(2018)
이얼
(2018)
오명진
(2018)
박홍진
(2018)
이혜미
(2018)

고교야구 학생선수의 주말리그제도에 대한 인식

구분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가천대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군산대
박사학위논문
신라대
박사학위논문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선수생활 만족도와 운동지속수행의 관계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사격 학생선수 수업일상과 최저학력제에 관한 인식
연구
중·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의 수업참여태도가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한체대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배구선수들의 수업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학습권보장제 적용에 관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인식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주말리그제도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탐색
중등학교 축구선수의 학업성취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수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경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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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편의 논문 중 권보근, 이희만, 정대휘, 차승근(2013), 선혁규(2018)은
주말리그 제 운영 실태 및 시행에 따른 운동부 변화를 연구하였다. 강승민,
김계현(2015), 강승민(2016), 이혜미(2018)의 경우 학습권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박홍진, 오명진(2018)은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
른 운동부 변화를 탐색하였고, 김성우, 이연묵(2013), 김창민(2014), 문흠,
이건호(2016), 김종일(2017), 김진환, 이동은, 이얼(2018)은 운동부 학습권
실태, 인식,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하지만 운동부 학생들에게 적
용 가능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2. 인문적 체육교육과 운동소양
가. 인문적 체육교육이란 무엇인가?
인문적 체육교육의 소개에 앞서 체육교육발전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겠
다. 19세기 후반 독일과 스웨덴 중심으로 세계체육교육의 흐름(최의창,
2010)은 민족주의 사상을 뿌리로 한 체조중심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890년 미국사회에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진보주의 교육의 핵심철학
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관이며, 교육의 최종 목표는 그 성격상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수업활동, 경험의
공유, 문제 해결능력, 생활적응 교육 등과 같은 교육적 개념들은 진보주의
철학으로부터 직접 유래된 것이다. 체육교과도 영향을 받아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교육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는 모형 중심으
로 발전하였다. 체조중심체육과 신체육에 대안으로 움직임 교육모형이 소
개되었으며 움직임을 체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였다. 움직임교육모형
을 지지하는 자들은 체육교육에 담겨있는 ‘경쟁적 차원’보다는 ‘심미적 차
원’을 강조하였고, 심미적 즐거움을 느끼면서 협동심을 배양하고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전개되던 1960-70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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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중심모형’ 또는 ‘ 학문중심모형’이 등장하였다. 이 모형의 특징(최의
창, 2010)은 이론과 실천, 개념과 활동이 하나로 되어 가르쳐지는 것이다.
이 시기 미소 냉전과 베트남 전쟁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반발로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사상들이 강세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중심적 교육철학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철학
에서는 학생을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하고 인성 함양과 사회 발전을 개인
의 학업성취도 향상보다도 중요시하였다.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도날
드 헬리슨에 의해서 이 관점이 주장되고 실천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Hellison, 1973). 헬리슨이 주장한 모형은 70,80년대에는 ‘인간중심적 체
육교육’이라고도 불렸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헬리슨 본인 스스로가 ‘책
임감개발모형’이라고 지칭하여 부르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타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보다 중요
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의창, 2010). 가장 최근에
개발된 체육교육 모형으로 데릴 시덴탑이 제시한 스포츠교육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체육의 핵심내용을 스포츠라고 보고 체육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포츠가 가지는 다양한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모형에서 스포츠는 ‘놀이의 성격을 띤 경쟁’이라고 규정하고
‘놀이교육’의 가정들을 개념적 기반으로 한다(Siedentop, 1980).
이러한 체육교육의 학문적 발전 속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논의
는(최의창, 2010) ‘신체의 교육’과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신체의 교육으
로서 체육교육을 이해하는 입장 즉, “신체체육론”은 1970년대 체육에 대
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의 적극적 투영에 따라 그 모습에 급격한 변
화를 가져왔다. “신체체육론”의 주된 단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매우 경
험 중심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런 단점의 해결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학문과
과학의 도입은 매우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Silerman & Ennis, 2003).
학문과 과학이 강조되는 21세기 과학적 체육교육론은 학교에서 체육이 확
고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체체육론의 최신 버전으
로서 과학적 체육교육은 체육교육 현상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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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육지도가 주먹구구식으로 그치는 훈련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
뢰도 높은 검증된 지식과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임을 증거
로 보여주었다(최의창, 2010).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즉 “전인체육론”(최
의창, 2003)은 체육의 목표가 단순히 신체적 측면 발달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모두를 발달시키는 것이 목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체육이 전인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는 점에서 전인체육론의 범위에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기존의 전인체육
모형들과 함께 전인성 함양에 갖는 체육활동의 역할을 인정하되, 그것에
있어서 인문적 지혜와 체험의 독특한 공헌을 강조하는 지류이다(최의창,
2010). 인문적 체육교육에는 신체활동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
적 지혜와 체험을 함께 맛보도록 할 경우에만 전인성의 회복이 담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최의창, 2006).
이렇듯 과학적 체육교육과 인문적 체육교육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을 갖
고 있으나 각 시대 마다의 요구에 맞춰 체육교육을 발전시켰다. 과학적 체
육교육은 규칙과 전술을 잘 이해하고 경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춰 좋은 경
기력을 보여주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등의 과학적 지식을 강조한다. 하
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 심성적인 측면이 존재하여
전술, 능력, 기술 등의 기법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은 체육교육 목표를 반
만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유정, 2017). 21세기 학교교육을 통해
육성할 인재상은 전인이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전인교육을 목표로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과에서 이러한 교육목표에 맞춰 인문
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전인성 추구를 위한 활동이 되
어야 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라는 독특한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적 지혜”란 체육활동과 관련된 문학, 예술, 종
교, 역사, 철학적 지식을 의미한다(최의창, 2010). “서사적 체험”이란 사물
과 현상의 주관적, 감성적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체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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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상을 바라볼 때 분석보다는 종합, 논리보다는 통찰, 지성보다는
덕성, 이성보다는 감성,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까운 체험을 말한다
(최의창, 2015). 이처럼 신체활동 속에서 인문적 체험을 통해 문화로서 스
포츠를 이해한다면 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체육 수업에서 인문적 체육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모형으로 “하나로 수업” 모형이 있다.

나. 하나로 수업이란 무엇인가?
인문적 체육교육이라는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찾고자 한다. 지금부터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
업운영 4가지 측면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업 목표
스포츠를 게임으로 바라보는 시각, 즉, 기술, 전술, 규칙을 배우는 기법
적 차원을 넘어서 전통, 안목 정신의 심법적 차원인 문화로서 파악하는 안
목을 기르는데 수업 목표가 있다. 문화로서의 스포츠에 입문하기 위해 4
가지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첫째기능·지식·태도를 하나
로, 둘째, 하기·읽기·쓰기·보기·듣기를 하나로, 셋째, 학교공부와 일상생활
을 하나로, 넷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문화로서의 스포츠에 입문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 한 4가지를 하나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의창, 2010, pp. 175-177).

2) 수업 내용
기법과 심법적 차원의 스포츠를 동시에 배우게 됨으로서 학습자는 기능
과 안목이 통합된 호울 스포츠, 즉 올바른 모습의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호울 스포츠 배우기 위한 수업 내용은 “스포츠를 잘 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체험활동과 “스포츠를 잘 아는 것”과 관련된 간접체험활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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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직접체험활동의 예로 반성일지, 심판보기, 기술 창작, 기술 연습, 시
합하기, 기능분석 등이 있다. 간접체험활동의 경우 가르치는 체육교사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따라 무제한적이다. 즉, 스포츠의 인문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가능하게 돕는 활동은 무엇이든 가능하다(최의창, 2010,
pp. 178-179).

3) 수업 방법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육교사가 사용하는 수업방법에는 직접교
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이 있다. 직접교수활동은 수업 내용의 기법적인 차
원, 즉, 전술, 기술,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수업 행동들이다. 예
로 기능설명, 피드백, 시범, 이론 설명, 과제제시, 연습감독의 행위들이 있
다. 간접교수활동은 교사가 직접교수활동을 할 때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측면들을 뜻하며, 학생들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동과
마음씀씀이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 매너, 대화, 어조, 유머, 표정, 용모,
사랑, 몸짓들이 있다(최의창, 2010, pp. 181-182).

4) 수업 운영
하나로 수업은 터와 패의 활동으로 운영된다. 터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지
는 공간을 말하며, 패는 수업활동을 이루어내는 학생들의 소그룹 모둠을
가리킨다. 패 안에서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터에서는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등이 포함되는 다양한 수업활동이 동
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최의창, 2010, p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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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소양이란 무엇인가?
1) 피지컬 리터러시
피지컬 리터러시(Charles, 2016)는 영국학자 Margaret Whitehead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Whitehead에 따르면 피지컬 리터러시는 ‘사람들이 평
생 동안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
식과 신체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
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추구하는 목적과 철학에 따라 국가별 혹은 기관별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Mandigo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탁월하고 자신 있는 신체움직임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인을 육성하는 것”이라 피지컬 리터러시를 정의하
였고, UNESCO와 Margaret Talbot는 체육의 결과로서 학습자는 skills,
understanding, confidence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갖추게 되어 평생체육
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Paul & Lynn, 2015).
국가별 차이의 예로 미국과 캐나다의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영국 International Physical Literacy
Association(IPLA)의 정의를 채택하여 “동기, 자신감, 신체 역량, 삶을 위
한 신체 활동에서 가치와 책임에 관한 지식과 이해”로 피지컬 리터러시를
정의하였다(한유정,

2017).

미국의

경우

교육과정문서에

“Physically

literate person”를 교육목표로 제시하면서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Physically literate
person의 의미는 “평생 건강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식, 기술, 자
신감을 가진 인간”으로 정의된다(Mandigo, Francis, Lodewyk, Lopez,
2009). 덧붙여 “미국의 교육정책연구기관인 ASPEN은 피지컬 리터러시를
평생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 동기(ability, confidence,
desire)로 정의하였다”(한유정, 2017, p. 44).
피지컬 리터러시의 정의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도 그 내용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처럼 피지컬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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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체육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목표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운동소양
최의창(2010)은 Whitehead의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에서
전인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여 운동소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운동 소
양이란 운동을 가르침으로써 피교육자에게 생겨나는 것들로써 한 사람이
운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총체적 자질로 정의한다. 운동소양은 능지심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어 축적되고 발휘된다.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들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
과 기능적 재능을 이야기 한다. 운동 지는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 및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을 의미한
다. 운동심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성적 태도와 자질
을 말한다. 운동소양의 세 가지 요소는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
지 요소가 성장하면 다른 두 요소도 영향을 받아 성장하게 된다(최의창,
2018). 예를 들면 농구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농구장을 찾은 학생
이 경기 관람 후 농구 경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운동 심). 이 학생이 농
구를 배우기 위해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 먼
저, 농구의 기본기술인 드리블을 습득하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드리블 연
습을 하게 된다(운동 능). 드리블, 슛, 패스, 피벗을 배운 학생은 농구의
공격 전술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과 전술 관련 책을 찾아가며 피켓
롤, 컷인 플레이, 백 도어 플레이 등을 알게 된다(운동 지). 이처럼 우연한
계기로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능지심 중 어느 한 요소가 자극 받게 되
면 나머지도 같이 성장한다. 이처럼 높아진 운동소양은 스포츠를 온전하게
향유하는 기초가 된다. 스포츠를 온전하게 향유하는 순간 호울 퍼슨 즉 전
인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최의창(2018)은 운동소양을 스포츠를 향유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 각
각 신체적으로 즐기는 능항유, 인지적으로 누리는 지향유, 마음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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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향유로 발현된다. 이러한 운동소양의 능지심 차원이 모두 충실히
성장함으로써, 운동향유가 능지심의 모든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때,
그 당사자는 삶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라. 인문적 체육교육 및 운동소양 관련 선행연구
인문적 체육, 운동소양을 키워드로 2002년 이후의 선행 연구를 검색하
였고 총 34개의 교육적 의미를 지닌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찾는 논문은
[표 2]와 같다.
[표 2] 인문적 체육교육 및 운동소양 관련 선행연구

1
2
3
4
5
6
7
8
9
10
11

저자
김동경
(2002)
김숙경

연구주제
초등학교 인문적 체육수업의 문화기술적 탐색

구분
서강대

중학교 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하나로 수업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5)
이장형

모형의 실행과 효과
통합적 체육수업의 가능성과 난점: 하나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5)
박광렬

수업모형의 적용과정과 교사변화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이 체육학습능력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2007)
최창규

미치는 효과
체육수업의 재발견: 하나로 수업을 통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7)
한민국

체육교사의 변화 탐색
하나로 수업에서의 전인교육 실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7)
김민정

간접체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의 역할
도시형 대안학교 체육수업의 인문적 체육교육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2007)
유은정

적용에 관한 연구
서사적 접근을 통한 중등체육에서의 인성교육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8)
이가영

탐색: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
초등 무용교육에 있어서 하나로 수업 모형의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2008)
조동호

적용 효과
하나로 수업을 통한 여학생 체육수업에의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2008)
오현주

인문적 접근
한국 전통춤 교수법의 인문적 접근 탐색: 기존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2008)

교수법 분석과 하나로 수업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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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서장원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건국대

(2008)

접근: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 적용

박사학위논문

배승범
(2008)
강유미
(2009)
이민근
(2009)
이미영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교과인식과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글 읽기, 글쓰기를 통한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인성교육 가능성 탐색
하나로 수업모형의 청소년 농구클럽에의 적용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여자중학생의 인문적 체육수업 경험에 대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

(2009)
김낭규

내러티브 분석
고등학교 체육수업내실화를 위한 하나로 수업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2009)
김우현

모형 적용 및 실천 사례연구
하나로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 기피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2011)
김경우

학생의 인식변화
뉴 스포츠와 인문적 수업에 따른 여중생의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2011)
이정민

체육수업 인식변화 연구
글읽기, 글쓰기를 통한 고등학교 여학생 체육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1)
박규림

가르치기: 서사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6학년 도전활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2)
김종석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하나로 수업 적용에 따른 교사 변화 탐색

(2013)
박용남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인문적 스포츠교육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2013)
김혜영

프로그램 구안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을 통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대

(2014)
김재기

초등체육수업의 어려움 요인 탐색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에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2014)
김성민

초등학생의 스포츠맨십 형성 과정 탐색
하나로 수업이 중학생의 체육수업 참여태도 및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2015)
장효영

인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젠더 인식적 체육교육론 탐색: 인문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5)
김수정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모형의 가능성
중학교 표현활동 '민속춤' 지도를 위한 하나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6)
문경남

수업 모형의 적용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7)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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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32
33
34

한유정
(2017)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을 통한
중학생 운동소양 함양: 중학교 체육진로교육의
목표로서 운동소양의 가능성 살펴보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영남

하나로 수업 모형의 고등학교 태권도 교육

경희대

(2017)
이동희

현장 적용을 통한 전인교육 가능성 탐색
하나로 수업 중 또래교수가 발달장애학생의

석사학위논문
용인대

(2018)
백승현

문제행동과 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체력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8)
이성희

초등학생의 건강소양 함양 과정 탐색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18)

교육적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대부분의 논문에서 초·중·고 체육수업 중 인문적 체육교육 또는 하나로
수업모형의 실천 양상 및 변화를 탐색하였다. 학교 급에 따라 김동경
(2002), 박광렬(2007), 배승범, 서장원, 오현주, 이가영(2008), 김우현
(2011), 박규림(2012), 박용남(2013), 김재기, 김혜영(2014), 문경남(2017),
백승현(2018)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적 체육교육 또는 하나
로 수업의 실천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김숙경(2005), 한민국(2007), 조동호
(2008), 강유미, 이미영, 이민근(2009), 김경우, 이정민(2011), 김성민, 장
효영(2015), 김수정(2016), 한유정(2017)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
적 체육교육 또는 하나로 수업의 실천 과정을 연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
우 김낭규(2009), 이정민(2011), 김영남(2017)에 의해 총 3편의 연구만이
실행되었다. 그 밖에 이장형(2005), 최창규(2007), 김종석(2013)의 연구에
서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조동호(2008), 이미영(2009), 김경우
(2011), 이정민(2011), 장효영(2015)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적 체육수업
과 하나로 수업모형의 실천 과정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대부분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수업과 관련된 연구이며,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였다. 특히, 운동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했다. 본 연구
가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첫 인문적 체육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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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학생 7560+운동
가. 7560+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부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7560+
운동 선도학교를 모든 시·도에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곡효파, 김대
진, 정현철, 2016).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서울학생 7560+ 운동이란 자기 주도
적 신체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 체력은 물론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학생에게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이상,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실천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건강 체력 증진 캠페인
이다(서울시교육청, 2010).
곡효파, 김대진, 정현철(2016)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7560+ 운동 프로그
램 운영의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수업에서 느낄 수 있는
딱딱함에서 해방되어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스포츠를 자
유롭게 즐길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7560+ 운동의
모둠활동 프로그램에서 본인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넷
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
으며 더불어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서울학생
7560+운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완하고 스포츠
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체력을 향상시켜 청소년기 올바른 성장과 건
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속 틈새 시간이라는 개념을 서울 학생 7560+
운동에서 가져와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저하 문제를 틈
새 시간을 활용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은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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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계가 가지고 있
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처방이 될 것이다.
사실 스포츠에서 인문학은 인권, 학습권 문제에 대한 처방 적 성격에 국
한되지 않는다. 교육 영역에서 인문학은 좁게는 인문학적 훈련을 통해 아
동 및 청소년들의 창의적, 논리 및 사고력 증진을 돕고 이를 통해 자기 주
도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넓게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
해를 돕는 지식과 정보 제공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회통합
에 기여하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김호연, 유강하, 2012). 이처
럼 교육적 측면에서 인문학이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광범위하다.

나. 7560+운동 관련 선행연구
키워드 7560으로 찾아본 서울시 교육청 중점 사업인 서울학생 7560+운
동 관련 선행연구는 총5편이 있었으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7560+운동 관련 선행연구

1

2

3

4

5

저자

연구주제

구분

서대용

「서울학생 7560+운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국민대

(2011)

신체적 자기개념과 체육수업인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장성규

「서울학생 7560+ 운동」참여 실태 및 활성화

고려대

(2012)

방안

석사학위논문

박범수

「서울학생 7560+운동」에 대한 초등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12)

교사의 인식

지

김주성

7560+운동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건강 체력에

용인대

(2014)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곡효파 외

중·고등학교 7560* 운동 프로그램 운영의

학습자중심

2명 (2016)

교육적 의미

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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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 7560+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총 5편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 내지 의미에 대한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
7560+운동 관련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아이디어를 착안하
여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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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운동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생활
속에서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하나로 수업모형에서 제시한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부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과정을 구성하였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원할 때, 질적 연구를 수행
한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양적 측정과 통계학적 분석이 연구 문제에 적합
하지 않을 때에도 질적 연구를 사용 한다(Creswell, 2013). 본 연구는 실
제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가 학교 운동부라는 맥
락 안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운동부 학생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에 대
한 답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한 첫걸음
으로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계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운
동소양이 어떻게 함양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패러
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Creswell(2013)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후기
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주의, 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며 타인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의미에 주목하는 해석적 틀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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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reswell & Poth, 2017). 구성주의에서 주관적 의미들은 사회, 문화,
역사, 제도, 규범 등과 상호작용하여 생성되며, 연구자는 개인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최대한 신뢰하는 것
이 특징이다(Creswell, 2010).
둘째,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Creswell(2013)이 제시
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중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사례
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다수를 대상
으로 일반화시키는 결과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
는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는 성향을 띠어 진실성 측면이 중요시된다
(Patton, 2005). 본 연구에서는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
램’을 사례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실천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
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 연구자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교육실천을 스스
로 체계적,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개선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이
다(이용숙, 1998). Reason & Bradbury(2000)는 실행연구의 특징으로서
[표 4]에서 제시한 4가지를 들고 있다.
[표 4] 실행연구의 특징 (Reason & Bradbury, 2000)
실행연구의 특징

키워드

실행 연구는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실행 연구는 실천적인 결과를 달성하려고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
의 이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실천 없는 이론이 의미
없는 것처럼, 성찰과 이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
매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면서, 해방적 방식의 앎과 실천적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행연구는 참여적 연구(participatory
research)의 특징을 지닌다.
실행 연구는 일상사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탐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
요하다.

유용한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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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이해
참여적 연구
탐구의 과정
그 자체

실행연구의 모형으로서는 “계획, 행위, 관찰, 그리고 반성의 연속적 과
정”(최의창, 1998, Kemmis & McTaggart, 1988)이 가장 대표적인 모형
이다. 이 모형은 이용숙(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 목표 유형, 즉 (1)현장
에서 문제의 원인과 함께 개선 방안 찾기, (2)이미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
의 즉각적 해결하기, (3)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각
각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조재식(2002)이 수정한
발전적인 모형을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행연구의 과정
Kemmis와 Mctaggart(1988)의 모형을 조재식(2002)이 재구성
실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감독 교사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농구부 학생들 대상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운동부 학생들
의 운동소양 함양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이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
육프로그램의 실천과정을 밝히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학
교 운동부 학생 지도에 전환점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0개월간 진행하였고,
계획단계, 실행단계, 결과단계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자세한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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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과 같다.

계획단계

실행단계

결과단계

2018.7.~2019.8.

2019.9.~2019.12.

2020.1.~2020.2

선행연구 분석

→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주제 선정

자료수집

연구문제 형성

자료분석

→

자료해석
결과도출

연구계획 수립

[그림 2] 연구 수행의 절차 및 단계

계획단계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인문적 체육수업, 운동소양, 운동부 및
학생선수, 7560+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8년 12월 연구주제 및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계획 수립은 인문적 체육교육과 운동소양 주제로 연구된 선행 실행연
구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역량 신
장을 위해 시행된 정책을 참고하여 학생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에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서울교육 7560+운동을 모티브로 한 인문
적 체육프로그램을 계획한 후 스포츠교육학 전공 대학교수 1명과 대학원
박사 2명, 운동부 담당하는 체육교사 2명 총 5명의 조언을 받아 프로그램
을 검증 받았다.
실행단계에서는 2019년 9월부터 4개월간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에서는 사전에 계획한 연구 절차 및
단계에 따라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기간 동안 프로그램 실천 및 관찰이 가능한 농구
부 학생 10명으로 선정하였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과제물,
소감문과 교사의 관찰일지 모두 프로그램 과정 중 꾸준히 기록하도록 하
였으며, 관찰일지의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료 분석의 경우 Creswell & Poth(2017)가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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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의 확대 해석이나 오해석을 최소화하고 연구
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 분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그
리고 동료 간 협의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물을 연구
의 해석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문적 체육프로
그램을 통한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 과정과 효과에 대
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연구 환경
본 연구가 진행되는 행복특성화고등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114년의
전통을 가진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1987년 회기동에서 관악구로 이
전하여 약 30여년의 기간 동안 관악구 지역 상업·전산계열 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2019학년도 기준 학급 수 16학급, 학생 290명(2019.9.1.기준),
학급당 18명 내외, 교직원 35명의 소규모 남녀공학 고등학교다. 입학생
평균 성적 85% 내외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생이탈로 학과개편을
실시했으며 2019학년도부터 방송영상과, 만화영상과를 신설하여 방송·예술
특성화고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2020학년도부터는 기존 상업·전산계열 학
과를 폐지하고 방송 계열학과로써 방송영상과, 연예엔터테인먼트과, 미디
어메이크업아티스트과 총 4학급, 예술 계열학과로써 만화영상과 2학급으
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 고3학생의 입학년도인 2017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은 과별로 상이하나
농구부가 속한 상업전산계열 학과 기준으로 볼 때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업, 전산, 디자인 전문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영·수·사·과 등
의 보통교과의 비율보다 전문교과의 비율이 높아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가 낮았더라도 입학 후 수업결손이 없고 본인의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상위권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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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기숙사

방송실

만화창작실

영상편집실

메이크업 실습실

연구대상학교 학과소개

[그림 3] 연구대상학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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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7학년도 기준 연구대상학교 교육과정 편성과목
학

구

과

분

과목명

보

국어I, 국어II, 수학I, 수학II, 실용영어I, 실용영어회

통

화, 한국사, 사회, 과학,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

스

교

화, 음악과 생활, 미술 창작, 회계원리, 관광 일본

마

과

어, 진로와 직업

트

총 이수단위

82단위

상업경제, 사무관리 실무, 금융 일반, 상업디자인

경

전

일반, 회계정보처리시스템, 프로그래밍 실무, 스마

영

문

트콘텐츠 실무, 기업과 경영, 기업자원통합관리, 비

과

교

즈니스 엑셀, 미디어콘텐츠 실무, 창업 일반, 컴퓨

과

터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문학, 상업 수학, 비즈니

98단위

스 영어, 국제 상무, 회계 실무, 사무 행정
스
마
트

보

국어I, 국어II, 수학I, 수학II, 실용영어I, 실용영어회

통

화, 한국사, 사회, 과학,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

교

화, 음악과 생활, 미술 창작, 회계원리, 관광 일본

과

어, 진로와 직업

82단위

홍
상업경제, 사무관리 실무, 금융 일반, 상업디자인

보
마
케
팅
과

전

일반, 회계정보처리시스템, 프로그래밍 실무, 스마

문

트콘텐츠 실무, 마케팅, 기업자원통합관리, 비진니

교

스 엑셀, 미디어콘텐츠 실무, 창업 일반, 컴퓨터 그

과

래픽, 커뮤니케이션 문학, 상업 수학, 비즈니스 영

98단위

어, 전자상거래 실무, 회계 실무, 사무 행정

학교 시설로 각종 상업, 전산 관련 실습실 및 일반 교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체육시설로 대각선 거리 200m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마사토 재질
운동장 1곳과 농구코트 1.5배 크기의 체육관, 체육관 내 최대 14명 수용
가능한 학생선수 기숙사 1곳으로 이루어져있다. 기숙사의 경우 식당, 숙
소, 세면실, 화장실, 사감 실이 갖춰져 있고,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들이 기
숙하고 있다.
행복특성화고 농구부는 1929년 창단 후 지금까지 여러 전국대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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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성적으로는 2011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대회 우승, 2014 대통령배 전국남녀농구대회 우승, 2016년 제71회 전국남
녀종별농구선수권 대회 준우승, 2016 주말리그 왕중왕전 3위, 2017 연맹
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3위, 2017 주말리그 왕중왕전 3위, 2018년
제48회 추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3위에 입상했다.

[표 6] 연구대상학교 농구부 최근 10년간 주요 성적
년도

대회명

최종성적

2011

2011 연맹회장기

우승

2014

2014 대통령배

우승

2016 종별농구대회

준우승

2016 주말리그 왕중왕전

3위

2017 연맹회장기

3위

2017 주말리그 왕중왕전

3위

2018

제48회 추계연맹전

3위

2019

제49회 추계연맹전

8강

2016

2017

연구자가 감독교사를 맡은 기간 동안의 대학진학은 졸업생 및 졸업예정
자 8명 중 전원 농구부가 있는 대학(1부 7명, 2부 1명)으로 진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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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학교 농구부 최근 3년간 대학 진학
졸업년도

2018.2. 졸업

2019.2. 졸업

2020.2. 졸업

이름

포지션

진학대학

중복합격대학

박00

포워드

단국대(1부)

표00

센터

단국대(1부)

김00

가드

동국대(1부)

이00

포워드

서울대(2부)

경희대(1부)

안00

가드

성균관대(1부)

중앙대(1부)

윤00

포워드

동국대(1부)

경희대(1부)

민00

가드

성균관대(1부)

중앙대(1부)
연세대(1부)

정00

가드

한양대(1부)

중앙대(1부)
성균관대(1부)

연구대상학교 농구부는 감독교사 1명(체육), 전임코치 1명, 트레이너 1
명, 학생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 모두 학생선수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학교이며, 재단에서도
운동부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모
범적인 학교생활로 선생님, 동료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내신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농구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자사고, 인문계 고가 아닌 특성화 고라는 이유로 학부모들
의 선호도는 다소 떨어지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이다.
전임코치와 감독교사는 서로에 대한 높은 신뢰 속 협력적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보통의 운동부와는 달리 감독교사의 권한과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전임코치는 3년간 8명의 선수를 대학에 진학시켰으며, 학부모, 학
생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대학 감독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본교 선수들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전임코치는 권위적
이지 않고 주변의 의견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농구부 코치직에 임하고 있다. 감독교사는 운동부 운영에 있어 최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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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 속에서 운동부 구성원 간 오해가 없도
록 운영하고 있다. 의견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증진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야간자율학습, 수행평가체크, 출결점검,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
고 있다. 이러한 학생지도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학부모, 코치들과 공유하
고 있으며, 이는 운동부 감독을 주변인이 아닌 핵심구성원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운동부 내 높아진 감독교사의 권위는 구성원 간 의견 조
율의 효율성을 높여줬으며, 코치, 학부모, 학생을 통제 가능 범위에 들어
오게 하여 안정적인 운동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대상 학교의
감독교사는 운동지도, 대학진학지도 등 코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면서 임장
지도를 바탕으로 운동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고 학생선수 성장
을 위한 각 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운동부 구성원들에게 필요
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연구대상학교 농구부의 연간훈련계획은 [표 8]과 같다. 대회에 참가하는
시즌 운동과 차기년 대회 준비를 하는 비시즌 운동으로 나뉘며 3월부터 8
월까지 시즌, 9월부터 익 년 2월까지를 비시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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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대상학교 농구부 훈련계획표
월별 훈련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개인

개인

기술

기술

연습

연습

12

주말
리그
동계

프리

춘계

전지

시즌

연맹

훈련

대회

전

협회
장기

연맹

주말

종별

회장

리그

농구

기

예선

대회

왕중

휴식

왕전

/

/

개인

추계

훈련

동계
전지
훈련
대비

연맹
전

시즌별 훈련계획
비시즌

시즌

비시즌

개인기량향상
중점을 둔
기초체력훈련

대회준비를 위한 팀 전술훈련

및 팀워크

개인기량향상 중점을 둔
개인기술훈련

강화 훈련

연구대상학교 농구부는 대한민국농구협회 산하 한국중고농구연맹 소속
으로 협회 및 연맹이 정한 대회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등록된 고등부는 총 30개 팀이며.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권 팀 14개 학
교, 지방 권 팀 16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학교 계열에 따라 인문계고
등학교 27개 팀, 특성화고등학교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고교 농구
부는 야구, 축구의 경우와 달리 졸업 후 프로구단 보다는 대학 진학에 초
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부 기준 농구부를 운영 중인 대학은
12개 대학이며, 매년 입시를 통해 각 대학별 선발되는 고교 선수는 4~8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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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9년 기준 한국 고등학교 농구부 현황
강원사대부고

김해가야고

명지고

안양고

전주고

경복고

낙생고

배재고

인헌고

천안쌍용고

광주고

동아고

부산중앙고

양정고

청주신흥고

광신정보산업고

대전고

상산전자고

여수화양고

충주고

계성고

마산고

송도고

용산고

휘문고

군산고

울산무룡고

삼일상고

제물포고

홍대부고

[표 10] 2019년 기준 농구부를 운영 중인 1부 대학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단국대

건국대

동국대

조선대

상명대

명지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는 연령별 대표팀 경력과 전국대회실적
이다. 내신을 포함한 학생부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는 대표 팀 경력 내지 전국대회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고등학교 팀
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는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총 8개 대회가 있으며,
여기서 거둔 고교 3년간의 팀 기록과 개인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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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한민국농구협회 및 한국중고농구연맹 주관 대회
순번
1
2
3
4
5
6
7
8

대회명
제56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2019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2019주말리그
권역별대회
제74회 전국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2019주말리그
왕중왕전
제49회 추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제100회전국체육대회

기간

장소

주관

03.15.~03.22.

전남 해남

한국중고농구연맹

04.05.~04.12.

전남 영광

한국중고농구연맹

05.02.~05.09.

경북 김천

한국중고농구연맹

06.01.~07.07.

거점지역

한국중고농구연맹

07.22.~08.01.

전남 영광

대한민국농구협회

08.02.~08.09.

강원 양구

한국중고농구연맹

08.27.~09.03.

경남 사천

한국중고농구연맹

10.05.~10.10.

서울

대한민국농구협회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
연구자는 2019년 현재 5년차 체육교사이며, 서울 소재 상업전산계열 특
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자는 대학에서 체육교육학
을 전공했으며, 전문성 유지를 위해 서울 중등체육입시연구회활동, 서울대
학교 대학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활동 등 교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2017~2018학년도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운영, 2016~2019학년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참여, 2017학년도
7560+운동 선도학교, 2018학년도 교내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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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관 체육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농구
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을 주제로
논문 연구 중에 있다. 연구자는 2016년부터 농구부 주무로서 행정 일을
담당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구부 감독교사 및 주무로서 선수들의
학교생활 관리,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인솔, 운동부 업무 처리를 위한 행
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는 학교체육활성화와 학교 운동부 선진화를 위해 노력 중
이며 스포츠에 대한 깊이를 더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인문적 체육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석사 논문을 통해 운동소양의 가치를 발견하고 현
장에서 실천 가능한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엘리트 스포츠계가 인문적 체육이라는 울창한 숲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상업전산계열 행복특성화고등학교(가
명)의 농구부 선수와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연구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행복특성화고등학교는 농구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농구부 학부모들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환경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진
학을 위한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다. 정규수업 이수 및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노력하는 지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
을 가지고 있다.
농구부 학생선수는 2019학년도 기준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
년 구성으로 1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2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대
상은 소속 농구부 전체 학생 10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학생의 생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담임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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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자발적 참여 의사
를 보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2]과 같다.
[표 12] 연구 참여자 정보
운

직책

동

이름

나이(만)

(가명)

프로경력 6년,

부
지

전임코치

인배

42

운동부 지도자 경력 8년차
2016.12.15.자 본교 부임

도
자

특이사항

트레이너
포지션

기민

26

트레이너 1년차

이름

학

학업

(가명)

년

성취도

특이사항

신체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사

가드

남기

3

상

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 생활태도가
타인의 귀감이 되고, 팀에서 가장
높은 운동소양을 가지고 있음.

학

초등학교 때부터 타고난 농구 재능

생

을 인정받았으나 고등학교 때 슬럼

선

가드

진우

3

중

프를 겪음.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바람직한 운동부 생활에 대한

수

고민을 하게 됨.
늦게 운동을 시작했으나 농구 인들
에게 재능을 인정받음. 고2때 휴학

가드

범제

2

중

을 하여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음.
본인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
고 극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선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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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타고난 농구 재능
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도 팀의 주

가드

근민

2

중

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음. 교우 관
계가 다양하고 깊이도 있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수로 학
업성취도가 매우 높음. 팀 내에서도

포워드

찬영

2

상

주전 포워드로 활약함.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
생으로 인정받고 있음.
신체적 조건을 타고나 앞으로 발전

포워드

우건

2

중

학

가능성이 높은 학생임. 생각이 깊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 인문적 체육프
로그램 실천에 많은 관심을 보임.
늦게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타고난

생
선

성실함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

수

센터

인종

1

중

고 있는 선수임. 신체적 조건도 좋
아 앞으로 선수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생임. 평소 독서활동이 취미
인 학생임.
남다른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팀 내 주전 가드로서 기대

가드

태현

1

중

받는 선수임. 교우관계가 좋고 운동
부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음. 학
교생활 적극적인 학생임.
참을성이 높으며 매사에 노력하는
학생임. 운동부, 학교생활 모두 모

가드

성재

1

상

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교우관
계도 좋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포워드

성윤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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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발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교우관계가
원만함. 평소 취미가 독서활동이며,
다양한 분야의 난이도가 있는 책을
읽음.

학
부
모

구분

자녀

자녀학년

모

남기

3

부

진우

3

모

범제

2

모
모

근민
찬영

2
2

모

우건

2

모
모

인종
태현

1
1

모

성재

1

모

성윤

1

과목

이름

성별

특이사항
직장 생활 중이시며, 농구부 학부모
후원회 대표를 하고 있음.
프로농구구단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
며, 선수관리 및 행정 일을 담당함.
여자농구 실업팀에서 선수경력을
가지고 있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심.
시립 무용단에서 근무 경험을 가지
고 계심.
자영업을 하고 계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심.
전업주부로서 농구부 후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심.

연차

특이사항
남기 담임교사, 취미 생활이 운동이

전산

원자

여

10

디자인

진예

여

3

담

상업

희덕

여

10

임

영어

지수

여

1

상업

은지

여

6

전산

낸시

여

11

교
사

며 농구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교사임.
진우 담임교사, 첫 학급담임을 맡고
계심.
범제 담임교사, 학급 운영 능력이
탁월한 교사임.
근민 담임교사, 1년차 초임교사
찬영, 우건 담임교사, 프로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교사임.
태현, 성재 담임교사, 농구부 학생
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해주시고,

감독교사의

선수지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심.
성윤, 인종 담임교사, 농구부 지도

상업

규종

남

30

경력이 많으시며, 운동부에 대해 우
호적인 모습을 갖고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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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수집이란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상호 관련된 활동들이며, 이때 연구자는 다양
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형태로 요약해야 한
다(Creswell & Poth, 2017).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일
상사를 공유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라포
를 형성하고(Creswell & Poth, 2017),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심층면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며 구조
화된 면담, 반 구조화된 면담, 비 구조화된 면담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는 면담 지침서를 참고하되 피면담자의 답변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허용
하는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Patton, 2002)을 활
용하여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10명, 각 참여
학생의 학부모 10명, 참여 학생의 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 7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총 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학교 내 휴게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기간 중 약 30분씩 두 번에 걸쳐 프로그램
사전 면담과 프로그램 사후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중 연구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 동의 하 심층면담은 스마트폰과 녹음기 2개의 전자기기로 기록하
였으며 녹음 오류를 대비하여 면담 중 연구자는 중요한 내용을 면담 체크
리스트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면담 자료는 현장성과 정확성을 보존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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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전 면담 내용과 사후 면담 질문 내용은 대상별로 각각 [표
13], [표 14], [표 15], [표 16], [표 17], [표 18], [표 19], [표 20]에 제시
되어 있다.
[표 13] 코치 및 트레이너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스포츠에 대한

▸연구 참여자에게 농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

인식

나요?
▸농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기 및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트 선수로서의 그 동안의 희노애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농구 지도자로서 경력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
엇인가요? 그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좋았
던 기억이나 힘들었던 기억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선수 시절에 만났던 지도자 분들은 어떤 분이셨
나요? 선수 시절의 농구부 생활에 대해 말씀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해

주세요.
▸초중고대학교 시절 농구부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어땠나요? 연구 참여자는 어떤 학생이었
나요?
▸농구부 지도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농구부 지도자로서의 생활모
습, 하루일과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 동료, 가족은 연구 참여자의 농구부 지도
자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현 농구부 다른 학교 농구부와 차별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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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께서 학생선수들에게 농구부 생활을 포함
한 학교생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
교육관

세요.
▸지도자께서 학생들에게 어떤 농구부 지도자의
모습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원하는 지도자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농구부 지도자로서 이해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농구부 지도자로서 기대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
램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지도자께서 현 소 속교 농구부 여건에 만족하시
나요?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러

운동부 운영에서
바라는 점

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측에 학
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원하는 바,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
세요.

[표 14] 코치 및 트레이너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스포츠에 대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연구 참여자에게

인식

농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농구부에 어떤 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후
변화

화가 있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의 변화의 긍정적,
부정적 모습 모두를 말씀해 주세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과정 속에서 학생들
의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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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께서 함께 한 인문적 체육활동 중에서 가
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을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나요?
▸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보
완 되어야 할까요?
▸연구 참여 이후에도 인문적 체육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와 없
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표 15] 교사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스포츠에 대한
인식

내용
▸선생님은 평소에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사생활을 하며 선생님께서 가지게 된 학교운동
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해

▸학급 또는 학교에 학생선수가 있음으로 인해 좋
은점과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현 농구부는 과거 경험했던 운동부와 차별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현 소 속교 농구부 여건에 만족하
시나요?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
러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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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관은 어떻게 되
나요?
교육관

▸학생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성장
과 발전을 얻기를 바라시나요? 혹은 어떤 선수
가 되 길 희망하시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교사로서 이해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기대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농구부 학생들에게 농구부 생활을 포함한 학교
생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농구부 소속 교사, 코치, 트레이너에게 농구부

운동부 운영에서
바라는 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을 말씀해주세요.
▸학생들, 코치, 트레이너,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원하는 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표 16] 교사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스포츠에 대한
인식

내용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선생님께서
가지시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농구부 학생들에
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후
변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학생선수의 변화
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모습 모두를 말씀해 주
세요.
▸학생들의 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
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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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과정 속에서 학생들
의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을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을 관찰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했던 활동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중에 좋아했던 활동과 어려워했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을 실천하는데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었거나 방
해가 되었나요?
▸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문적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할까요?

체육프로그램에

▸연구 참여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인문적 체육활

대한 의견

동에 적극적으로 권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와 없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표 17] 학부모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스포츠에 대한

▸학부모님은 평소에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학부

인식

모님에게 농구는 어떤 이미를 가지고 있나요?
▸학부모님은 어떠한 계기로 자녀가 학교운동부
가입을 허락하셨나요?
▸운동부 학부모로서 그 동안 겪은 희노애락에 대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해

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학생선수의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또는 걱정되
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운동부 부모님으로서 자녀분은 어떤 아들이자
어떤 선수이자 어떤 학생인지 이야기해주 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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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신가요?
▸현 농구부 다른 학교 농구부와 차별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학부모님께서 현 소 속교 농구부 여건에 만족하
시나요?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
러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학생선수로서의 삶, 그 과정에서의 학업성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관

▸학생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성장
과 발전을 얻기를 바라시나요? 혹은 어떤 선수
가 되 길 희망하시나요?
▸학부모로서 이해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학부모로서 기대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
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농구부 생활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님께서 농구부 소속 교사, 코치, 트레이

운동부 운영에서
바라는 점

너에게 자녀분들을 지도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을 말씀해주세요.
▸학생들, 코치, 트레이너,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측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원하는
바,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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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학부모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스포츠에 대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학부모님께 스포

인식

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농구부에 어떤 변
화가 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후
변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자녀의 변화에 긍
정적, 부정적 모습 모두를 말씀해 주세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과정 속에서 자녀의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참여한 인문적 체육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을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자녀분이 참여했던 활동 중에 좋아했던 활동과
어려워했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나요?
▸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보
완 되어야 할까요?
▸연구 참여 이후에도 자녀에게 인문적 체육활동
에 적극적으로 권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
유와 없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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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학생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스포츠에 대한

▸연구 참여자에게 농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

인식

나요?
▸농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기 및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전의 경험(클럽,
방과 후 활동 등)과 전문 선수로서 지금의 경험
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과 좋았던 기억을
하나 이상씩을 말해보세요.
▸농구를 통해서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
엇이 있을까요?
▸농구부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

학교 운동부에
대한 경험 및 이해

들이 있었나요?
▸농구부 학생선수로서의 생활모습, 하루일과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 동료, 코치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현 농구부 다른 학교 농구부와 차별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농구부 및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가
요?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원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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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이해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
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운동부 운영에서
바라는 점

▸여러분들이 농구부 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해보세요.

[표 20] 학생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스포츠에 대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연구 참여자에게

인식

농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여러분들의 생활
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후
변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부모님, 코치, 동
료, 학교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농구부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선생님과 함께 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
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코치, 트레이너님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포
함한 훈련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무엇인가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나요?
▸선생님/코치님/부모님의 가르침(행동, 말 등)에
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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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연구 참여 이후에도 인문적 체육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와 없
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나. 참여관찰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현장구성원들의 삶에 참여하여 그들이 느끼는 행
동, 이야기, 감정, 분위기 등을 연구자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현
장구성원들의 가벼운 대화내용도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용숙, 2012). 본 연구자는 농구부 감독교사로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지
도를 하고 있으며 방과 후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다. 따
라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참여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연구 환경이다. 연
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관찰하였으며, 관찰에 관한 구
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되, 관찰 중 의미 있는 상황
발견 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
였다. 이는 공식적인 심층 면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실천 과정 중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에 대해 필드노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심층면담, 프로그램 일지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필드노트의 활용은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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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문서
현지문서는 연구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모습의 문서를 의미하며, 공
식적인 문서부터 비공식적 문서, 개인 메모까지 모두 자료로써 분석될 수
있다(Marriams, 1998). 학생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 일지, 프로그램 과제
물은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문서자료로써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시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자료, 필드노트 등도 함께 정리하였다.

[그림 4] 자료수집 방법

5.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시작되며, 자료 수집이 진행되
면서 자료 분석 또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이용숙, 2012). 질적 자료 분석
의 일반적인 절차는 자료를 의미 있는 조각들로 묶어 이름을 붙이는 과정
인 ‘코딩’ 후 그것을 더 큰 범주인 주제로 묶어 그래프, 표, 차트 등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Creswell & Poth, 2017). 앞에서 설명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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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식화 시키면 [그림 5] 다음과 같다.

전사

→

주제별 약호화

→

주제의 생성

[그림 5] 질적 연구 방법에 따른 자료 분석 및 해석

심층면담, 참여관찰 필드노트, 현지문서를 전사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주제별 약호화 단계에서 전사한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그것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Miles & Huberman, 1994). 마지막으로 주제의 생성 단계에서 주제별
약호화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포섭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의
미를 생성하였다(이용숙, 2012).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충분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 분석(triangulation), 연구 참여
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간의 협의(peer briefing)의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하였다.
첫째, 다각적 분석은 ‘삼각 검증’이라 불리며 여러 원천에서 나온 자료
들을 확인하고 다원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 Poth, 2017). 즉,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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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현지문서를 비교하여 연구의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는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선발하여 임의
적 분석과 객관성이 결여된 결론에 대해서 그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재평가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영천, 2006). 즉,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
한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을 연구 참여자로부터 직접 확인받는 과정으로
내용 분석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
담, 참여관찰, 현지문서를 통해 얻어진 자료 분석내용을 선발된 연구 참여
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동료 간 협의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나 연구 분야에
대해 높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연구 동료를 선정하여 그들의 조언과 평가
를 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용숙, 2012).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체육교
육과 스포츠 교육학 대학원 전공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진행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
의미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수행하
기 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결과를 도출 할 때 등 연구의 전 과정
에서 윤리적 문제들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Creswell & Poth, 2017). 따라
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자의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
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 동의는 자발적 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참여유무와 상관없이 어
떠한 이득 및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 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및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교육을 2018.0.0.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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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에 의해 연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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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운동소양 함양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
였다. 첫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실천되는지 기술하였다. 둘째, 인문적 체
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무엇
인지 분석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1.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천
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 농구부 선수, 학부모,
교사, 코치들의 요구 분석,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목적, 원리, 과정을 설
명하겠다.
1) 구성 목적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인문적 체육교육(최의창, 2010)의 내용을 기반으
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농구부 학생선수들이 학교생활, 기숙사생활, 운동
부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인문적 체
육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 과정을 통해 전인적
체육인으로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있다. 간헐적, 단기적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단시간에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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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교 3년 동안 프
로그램 실천을 통해 농구부 선수들의 전인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뿌리인 인문적 체육교육은 기존의 전인체육 모형들과 함
께 전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의 역할을 인정하되, 그것에 있어서 인문
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의 특별한 공헌을 강조한다(최의창, 2010). 즉, 인
문적 체육교육에서는 신체활동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적 지혜
와 서사적 체험을 함께 맛보도록 해야만 전인성의 회복이 실현될 수 있음
을 주장한다(최의창, 2006; Anderson, 2002). 이러한 전인성 회복은 선수
개개인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들의 인성
적 자질 부족으로 야기된 운동부 내 인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실천되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등의 활동은 학
력저하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패와 터의 활동을 강조한다. 패는 모둠활동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집단지성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으며 팀 내 단결력 증대와 경기 수행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6]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목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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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방향
먼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방향은 인문적 체육교육 등의 문헌
분석,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대학원 구성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인문적 프로그램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부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이라도 현장
적용에 실패한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학교 현장
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학사일정 및 운
동부 활동에 방해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운동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운동부 훈련 시간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생할 수 없다. 서울 학생 7560+
운동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활
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 점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많은 시사
점을 남겼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운동부 학생들
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내 동
아리 시간을 활용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적용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함
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하다. 동아리 시간은 교육과정 내 필
수과정으로 보통 금요일 마지막 수업에 2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교외 활동
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문적 체육활동 반”을 개설하여 운동부 학생들에게
자투리 시간만으로 실천하기 힘든 교외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문적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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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서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과 기초학력증진을 위해서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농구부 활
동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활동 공간에 인문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들의 일과 중 반 이상을 차지하
는 기숙사 및 체육관에 인문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연습장면 동작을 분석
하기, 스포츠 관련 예술작품을 감상하기, 스포츠 선수 명언 향유하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체육관용 스피커 설치하여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읽는 스포츠 실천을 위해 매년
학교에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를 활용하여 스포츠 인문학 도서를 구입하
고 학생들에게 홍보한다. 이 밖에도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동부와 관계
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 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프로
그램을 실천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들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가치를 알고 그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야 한다.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는 운동부 지도
자, 담임 및 교과 교사, 학부모, 동료들이 있다. 이들의 응원 속에서 프로
그램은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다.
(2) 개인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법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와 수
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실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읽기
자료를 흥미와 수준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선택 할 수 있
게 한다. 읽는 스포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다큐멘터
리 혹은 스포츠 영화 등의 보는 스포츠를 통해 운동소양을 높여갈 수 있
다. 이처럼 자신이 흥미를 느끼며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실천
한다면 인문적 체육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차 어려
워했던 활동도 적응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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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서의 성장은 좁게는 본인, 넓게는 같은 팀 동료와
우리를 응원하는 학교친구, 더 넓게는 운동부 지도자, 교사, 학부모까지
포함하고 있다. 터와 패별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동료들과 문
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터는 인문적 지혜를 나누고 서사적
체험을 하는 장소이다. 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둠을 의미한다. 이러
한 터와 패별 활동 과정에서 서로의 가진 장점을 나누고 단점을 감싸주고
극복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결심이 강해지고 단체생활에
서 겪는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주변에 공유
되고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운동부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 주
변인에게는 학생들의 변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문적 스포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운
동부 학생 또래 친구들의 경우 소통과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운동부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
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의 특징은 일반학생들과 운동부학생들
의 구분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서로 간에 단절된 생활로 인해 같은 반이지
만 섞일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일
반 학생들은 엘리트 스포츠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그들과 가까워짐으로
써 자연스럽게 우리학교 선수들을 응원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스포츠팬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까워질 수 있고 주변인이 아닌 학교의 일원으로서 주도
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학생선수들의 청소년기 바른 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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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사적 체험을 활용한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이며, 체육교육을 통해 전인을 길
러낼 수 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학교체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학
교 운동부라는 특수한 교육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 시간과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운동소양 3가지 요소인 운동 능, 운동 지, 운동 심의 발달을 목표로 내용
을 구성하였으며, 실천과정 중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기초학습능력 배양을 배양하고, 터와 패별 활동 중 소통을 통한 관계성 회
복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세련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했
다. 최의창(2010)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 하나로 수업모형을 제
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전통으로서의 체육활동에 입문하고 전인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하기, 읽기, 쓰기, 보
기, 듣기를 하나로’, ‘학교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나로’,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와 같이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나로 수업모형에 따르면 신
체활동과 같은 직접체험활동과 더불어 스포츠와 관련된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등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운동에 대한 능·지·심 통합과 함께
자신의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직접체험활동과 간
접체험활동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간접체험
활동에서 스포츠와 관계된 인문적, 서사적 체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그리기, 감상하기 등 통합적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운동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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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3) 구성 과정
연구자는 2017년도부터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운동소양 함양을 위해 야
간자율학습지도, 독서활동지도, 일지쓰기를 독려하였다. 특히, 2017년 3월
부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스포츠교육학을 공부하였다. 스포츠
교육학에 소속된 현장교사들 중 운동부 담당교사들과 운동부 운영에 대한
고민과 조언을 나눴으며,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방
법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매주 열리는 대학원 정기회의와 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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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에 도움을 준 동료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소속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이름
연구실
최00
연구실
정00
연구실
정00
연구실
이00

과정
석사
석사
박사
박사

학생, 학부모, 코치, 교사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스포츠교육학 연구
실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초기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생활
속 실천 형과 동아리 형 프로그램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그림 8]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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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실천
1)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내용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인문적 체육교육을 기반으로 체육특기자들의 운
동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
를 위해 일과 속에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내 편성되어있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은 운동부 생활, 학교생활, 기숙사 생활 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며, 동아리 형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동아리 명은 인문적 체육활동반이며, 금요일 5~6교시, 13:30
부터 15:10까지 총 100분간 수업이 진행되었다.
가) 생활 속 실천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생활 속 실천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투리 시간은 운동부 활동, 기숙사 생활, 학교 생
활 속에서 발생되는 휴식 시간으로 학생들이 보통 무계획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의미한다. [표22]은 본교 농구부 학생들의 평일 일과표이다.
[표 22] 연구대상학교 농구부 학생들의 평일 일과표
일 정

활동 내용

구 분

자투리 시간

07:30~08:20

기상 및 등교

기숙사 생활

*

08:20~16:20

학교 수업

학교 생활

120분

16:20~18:00

오후 운동

운동부 활동

*

18:00~19:30

석식 및 휴식

기숙사 생활

90분

19:30~21:30

야간 운동

운동부 활동

*

21:30~23:00

휴식 시간

기숙사 생활

90분

23:00~07:30

취침

기숙사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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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으로 발생한 120분
의 자투리 시간, 기숙사 생활 중 저녁식사시간과 훈련 종료 후 휴식 시간
으로 발생하는 180분의 자투리 시간, 평일 총 300분가량의 자투리 시간이
발생한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생활 속 실천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표 23]과 같다.
[표 23] 생활 속 실천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분류

내용

장소

비고

웹진 등)

교실,

학교생활

책 읽기(읽는 스포츠 등)

체육관

틈새시간

짧은 글 읽기(e-school
08:20~
16:20

읽는 스포츠

체육일언 읽기
18:00~
19:30

보는 스포츠

쓰는 스포츠
21:30~
23:00
기술 분석

스포츠 미술 작품 감상

나의 생각 적기
훈련 일지 작성
시합 영상 분석
훈련 모습 촬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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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숙사

체육관

기숙사생활
틈새시간
기숙사생활
틈새시간
기숙사생활
틈새시간

[표 24] 생활 속 실천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예시
구분

예시

출 처

서울대학교
체육일언

스포츠교육
학 연구실

꿈 깃든
이야기

e-school

(스포츠

웹진

인문학)

내일로
가는 길

e-school

(스포츠

웹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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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

스포츠

학 연구실,

미술작품

Googl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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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읽기

체육일언 읽기

책 읽기

미술 작품 감상

활동지 작성

훈련 일지 작성

훈련 영상 촬영

훈련 영상 분석

[그림 9] 생활 속 실천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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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리 활동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다음은 연구대상학교 동아리 활동 간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대상학교는 연간 42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4개의 취미 및 학과 특성을 살린 전공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다. 인
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인문적 체육활동 반을 편성하여 농구
부 학생들이 자투리 시간으로 힘든 교외 활동, 외부강연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100분 이상의 시간을 집중 투자하여 자투리 시간으로 실
천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
[표 25] 2019년 연구대상학교 동아리
인문적 체육활동반

리더십반

레인보우 홍보반

치어리더반

보컬반

힙합댄스반

영화제작반

라이브방송반

벽화미술반

웹툰공모전반

앱개발반

캐릭터만들기

보드게임반

도서반

DIY유화그리기

만화탐독감상반

세계문화체험반

빌리어드반

문화산책반

볼링반

문화트렌드탐색반

매듭디자인반

캘리그래피반

로드라이딩반

영미문화체험반

스포츠클럽활동반

영자신문동아리

신문스크랩반

문화예술체험반

또래상담반

식스센스
영화탐구반

족구반

일본애니 원피스

수학적 문제해결을

탐구반

위한 보드게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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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9년 연구대상학교 인문적 체육활동 반 운영계획서
월

일

요일 교시

활동 내용

시간

활동장소

08

금

6

1학기동아리 희망조사

1

22

금

5-6

1학기동아리 편성 및 조직
대형서점방문과 읽고 싶은 책 구입하기

2

19

금

5-6

찾아가는 진로교육(대한체육회 주관)

2

26

금

5-6

찾아가는 진로교육(대한체육회 주관)

2

10

금

5-6

찾아가는 진로교육(대한체육회 주관)

2

24

금

5-6

찾아가는 인권교육(대한체육회 주관)

2

31

금

5-6

기숙사 생활 & 운동부 안전교육

2

21

금

5-6

2019 서울국제도서전 관람,
대형서점방문과 읽고 싶은 책 구입하기

2

교외

28

금

5-6

보는 스포츠 – 3 seconds 농구 영화

2

교외

5

금

5-6

쓰기활동 - 독서기록장 작성하기

2

12

금

5-6

1학기동아리활동 및 평가

2

19

월

7

2학기동아리 희망조사

1

23

금

5-6

2학기동아리 편성 및 조직

2

30

금

5-6

제49회 추계연맹전 참가

2

6

금

5-6

인권교육 – 흔들린 우정, 4등
도핑교육 – 박승현 TV

2

10

화

5-6

토론하기 -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2

4

금

5-6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츠 – 농구 음악 찾기

2

8

화

5-6

읽는 스포츠 – 대형서점방문과 읽고 싶은 책
구입하기

2

교외

25

금

5-6

보는 스포츠 – 미술관 방문(서울대 Moa,
미디어의 장)

2

교외

8

금

5-6

보는 스포츠 – 코치 카터 영화 감상

2

15

금

5-6

6

금

5-6

읽는 스포츠 – 저자 특강 (공규택,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2

20

금

5-6

2학기 동아리 활동 및 평가

2

3

교외

4

5

6

7

8

9

10

11

12

찾아가는 대학입시특강
(입시전문가 초청 강연)

소계

교외

2

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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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내용
일시

분류

프로그램 내용

유형

18.11.03.

체험

2018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봉사활동

동아리

18.11.03.

읽기

강남역 교보문고 방문 – 책 구입

동아리

18.12.08.

읽기

학교 도서관 내 읽는 스포츠 서고 만들기

동아리

18.12.22.

읽기

삼성역 영풍문고 방문 – 책 구입

동아리

19.03.22.

읽기

강남역 교보문고 방문 – 책 구입

동아리

듣기

대한체육회 주관 찾아가는 진로교육

동아리

듣기

대한체육회 주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아리

읽기

삼성역 영풍문고 방문 – 책 구입

동아리

19.04.19.
19.04.26.
19.05.10.
19.06.21.

체험

국제도서전 관람

동아리

19.06.28.

보기

영화관 방문 “3세컨즈”

동아리

19.07.05.

쓰기

독서기록장 작성하기

동아리

19.08.10.

체험

2019 스포츠교육한마당(서울대학교)

동아리

19.08.24.

보기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대회
관람 (대한민국 VS 리투아니아)

동아리

19.09.10.

말하기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주제
토론하기

동아리

19.10.04.

듣기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츠
농구와 어울리는 음악 찾기

동아리

19.10.08.

읽기

강남역 교보문고 방문 – 책 구입

동아리

19.10.25.

보기

미술관 방문(서울대 Moa, 미디어의 장)

동아리

19.11.08.

보기

보는 스포츠 – 코치 카터 영화 감상

동아리

19.11.15.

듣기

찾아가는 대학입시특강
(입시전문가 초청 강연)

동아리

19.12.06.

듣기

저자 특강(공규택,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동아리

읽기

글 읽기
체육일언 읽기

자투리 시간

보기

스포츠 미술 작품 감상

자투리 시간

쓰기

나의 생각 적기
훈련 일지 작성

자투리 시간

기술분석&
말하기

시합 영상 분석
훈련 모습 촬영 및 분석

자투리 시간

읽기, 쓰기

야간자율학습

자투리 시간

19.09.01.
~
19.12.31.

17.03.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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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도서전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

대형서점방문 및 책 구매

농구 영화 3 seconds 관람

스포츠교육 한마당 견학

국제농구경기 관람

미술관 방문

여학생 스포츠 한마당 봉사활동

[그림 10] 동아리 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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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특징

2)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운영방법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을 통한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이라는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
안점을 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운동부의 독특한 문화와 처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가) 소통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
여 수정과 보완을 한다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실천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운영자의 경우 여러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자는
소통 속에서 학생선수, 코치, 학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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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주말에 집에 오면 스킬트레
이닝 받거나 늦잠 자고 일어나보면 바로 학교 복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가족이 단체로 모여서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 운동 2가지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저희 부모가 못하는 부분을 만족시켜주
셔서 항상 감사해요. 문화생활과 관련 된 어떤 것이든 학교에서
신경 써주신다면 아이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
로도 꾸준히 이런 활동들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건 母, 사후심층면담)
야간 자율 학습, 수행평가,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 내용이 체육
특기자 입시에서 중요해요.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
경 써주셨으면 해요. 학생들 운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해서
도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배 코치, 사후심층면담)

학생들뿐만 아니라 코치와 학부모가 편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운동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소통 속에서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은 운동부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천 시 운동부 훈련 일정을 미리 체크해서 코치와 사전 협의
를 통해 훈련과 프로그램 진행에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
램 실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며, 운동 훈련 스케쥴에 방해가 된다
면 자칫 프로그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구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하다.

- 79 -

연구자: 프로그램 실천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남기: 영화관에서 Three seconds 보고 체육관 복귀하자마자 전
술 및 체력훈련 했어요. 영화관 가는 것도 좋고 영화도 재미있었
는데 갑자기 훈련 시작하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영화
관 갔다 왔다 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어서 훈련까지 소화해서 무
척 피곤했어요. 그날 다른 애들도 힘들어했어요. 차라리 운동하
고 영화관 가는 것이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영화관 갔다가 돌
아와서 훈련하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연구자: 프로그램 실천하면서 건의사항 있나요?
코치: 농구부 학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주는 것 좋아요.
저희 운동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도 변화고 학
생들도 저희 때와 다르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대신 운동
부 스케쥴이 있으니까 서로 방해 안 받도록 서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 연습경기 일정을 조율 할 수 있
고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미 대학팀과 연습경기 날짜
를 맞춰놨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면 난처해
요.
(인배 코치, 사전심층면담)

이처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미
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부 선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先 운동, 後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또한 전임코치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훈련 일정과 겹치지 않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프로
그램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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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농구부 코치들은 감
독 선생님하고 안 맞아서 힘들어해요. 배려해주시고 신경써주시
니까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농구부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운동에 방해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중략) 학생들 스트레스
풀어주시고 야간자율학습 감독도 해주시니 고마워요. 다른 농구
부 감독선생님 중에 선생님만큼 애들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 없
어요.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선생님 프로그램 실천하는데 적극
도와드릴게요.
(인배 코치, 사후심층면담)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저희 건의사항을 잘 들어주셔서 스트레스
없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항상 프로그램 진행 하실 때 고민 많
이 하셔서 준비하시니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농구 외에는 경험들이 없어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프로그
램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선수, 사후심층면담)

프로그램의 운영자인 감독교사는 프로그램 진행 간 소통의 징검다리 역
할을 하였으며, 감독교사와의 소통과 열정 속에서 운동부 내부 결속이 이
루어졌으며 학생선수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유발로 이어졌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학생들 활동사진은 학부모 모임 게시판에
항상 공유해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아들 소식을 접하기 힘
든데 농구 이외에도 열심히 프로그램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면 많
이 기뻐하실 겁니다. 앞으로 학부모 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식당 당번 때마다 자녀들에 대
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성재 母,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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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 농구부는 저희처럼 이런 활동 안 해요. 주변에서 이것
저것 열심히 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학교 공부하는 것과 저
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변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더 열
심히 하게 돼요.
(성윤 선수, 사후심층면담)

선생님이 농구부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에 선생님 오시기 전과
다르게 농구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요. 성적
도 오르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실에 깨어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
도에요. 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신기하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
시면 적극 도와드릴게요.
(원자 교사, 사후심층면담)

프로그램을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결과를
주변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물을
SNS 학부모 모임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동 정보를 손쉽게 공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프로그램 실천에 대한 주변 사람들
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을 때 프로그램 실천 동기가 커진다.
나) 종목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농구부 학생들은 농구와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졌다. 농구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종목에 대한 체험은 학생들의 긍정적
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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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그램 실천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 있었나요?
진우: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스포츠교육한마당이 기억에 남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한 것도 처음이고, 체육관도
처음 가 봐요. 그 때 체험했던 3대3 농구, 가상현실스포츠도 처
음 해봤어요. 경품 이벤트도 즐거웠고, 마지막에 여자농구 국가
대표선수출신 코칭에 대한 강연도 괜찮았어요.
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 활동보다 기억에 남니?
진우: 농구선수출신 코칭 강연 같은 경우농구 관련된 이야기라
공감도 많이 되었어요. 다른 종목 출신의 강연은 이해가 잘 안되
어서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사실 농구가 아닌 종목 이야기는 이
해하기가 힘들어요. 3대3 농구 체험도 규칙이나 경기 방법이 농
구와 유사해서 흥미도 가고 쉽게 체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진우 선수, 사후심층면담)
연구자: 읽는 스포츠에서 주로 어떤 책을 읽었나요?
남기: 농구 관련 서적, 자서전, 자기개발 서적을 읽어요. 사실
농구와 관련 없는 책은 읽기 힘들어요. 잘 이해도 안가고 흥미도
없어요. 그나마 축구 관련 책은 농구와 유사해서 조금은 읽게 되
는 것 같아요. 특히, 축구 선수들 자서전 보면 농구 선수와 비슷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프로그램 적용 시 종목 간 연계성,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공감대
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농구의 경우 개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에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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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졌으며, 단체 종목을 영역 형, 필드 형, 네트 형으로 나눴을 때 같은
영역형 운동인 축구에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학생들은 농구 이외
에 종목 중 축구 선수의 자서전을 즐겨 읽었다. 그에 비해 필드형의 대표
종목인 야구, 네트형의 대표 단체 운동인 배구의 경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
다.
다) 새로운 인문적 경험이 가득한 프로그램 실천
학생들에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환영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새로운 경험은 신선함 이외에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의의가 있었다. 반복되는 운동부 생활은 학생
들에게 미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고조시켰고, 이것은 운동부 학생들에
게 스트레스도 다가왔다. 새로운 경험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성장하고 있
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충분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적용된 진로교육의
경우 학생들의 갖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인 기여를 했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뒷전인 학업을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새로운 경험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대하
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연구자: 인문적 체육프로그램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성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
기는 힘들지만 무언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
께서 헌신적으로 책도 사주시고 공연도 관람시켜주시고 늦게까지
남아서 야간자율학습도 지도해주시는 것 모두가 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재 선수,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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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남기: 대한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
었어요. 같은 선수출신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더 믿음이 갔
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매년 다른 강사 분께 교육을 받았어요.
반복되는 내용이 아닌 새로운 느낌의 강의가 진행되었어요. 농구
선수의 길만 생각했는데 은퇴 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연구자: 인문적 체육프로그램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찬영: 야간 자율학습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해봐요. 처음에
서 생소했는데 공부하니까 성적도 오르고 평소 수행평가에도 관
심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내신 성적
을 선생님께서 항상 신경써주셔서 농구부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
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코치님도 내신 중요하다고 열심히 공
부하라고 독려해주셔서 더더욱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 같아
요. 공부 잘하니까 칭찬도 받고 중학교 때와 달리 학교생활도 적
극적으로 변화했어요.
(찬영 선수, 사후심층면담)

새로운 인문적 체험이 학생들에게는 성장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 및 긍정적인 운동부 생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연구자: 인문적 체육프로그램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진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
기는 힘들지만 무언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루한 운동부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어요. 운동부와 학교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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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요. 각오하고 시작한 것인데도 막상 지내다
보면 지쳐요. 프로그램 통해서 새로운 것들 경험하면 해방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진우 선수, 사후심층면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선수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
전한 운동부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2]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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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
운동소양은 각 개인이 스포츠와 관련하여 가진 기술적, 지식적, 심성적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말이다(최의창, 2018). 운동을 단순 기
능적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천전통으로써의 스포츠 문화로의 입문을
이야기한다. 보다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스포츠를 문화로 이해하고 이에 입
문하고자 노력할 때 전인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기
능 위주의 훈련으로 치우친 우리나라 운동부 시스템에 운동소양 개념을
접목시켜 능지심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들에게 파일럿 테스트 과정을
거쳐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4개월간의 실천과정 동안 학생들의
운동소양 변화를 탐색하였다.

가. 능소양의 함양
능소양은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자질과 능력이다. 선천적으로 타
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지도자와 기회로 후천적으
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최의창, 2018).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운동
소양 함양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운동 경기력
을 겨루는 엘리트 선수들이야말로 능소양은 선수로서 생명과도 같은 요소
이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으로 함양된 능소양은 첫째, 훈련의 질적 개선
을 통한 경기수행능력 향상, 둘째, 성취감의 전이에 따른 경기수행능력 향
상, 셋째, 소통 능력 증진에 의한 경기수행능력 향상 3가지의 형태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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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의 질적 개선을 통한 경기수행능력 향상
가) 훈련영상분석
경기영상분석은 이미 엘리트 체육 육성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연
구대상학교 농구부에서는 전국대회시합 시 경기 준비 프로그램으로 상대
방에 대한 비디오 미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상시 교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훈련에서는 따로 경기 또는 훈련영상분석은 없었다. 48인치
LCD 모니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훈련 상황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
한 영상분석과 토론을 훈련 종료와 함께 진행하였다. 농구 코트 바깥에 영
상분석 터를 만들고 슈팅 자세에 대한 분석을 위해 3~4인 규모의 패를 만
들어 서로의 폼을 확인하였다.
슛이 안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제 폼에 대해 궁금했었어요. 스마트
폰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찍으면서 제 스스로 잘 못된 점이 보이
더라고요. 선배 형들도 같이 봐주고 하니까 제가 놓친 부분을 체
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건 선수, 사후심층면담)

학생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마트 폰으로 찍은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옮겨 서로의 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
했다. 여러 눈이 모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코치들의 조언만큼 훌륭한 피드백들이 오고 갔다. 훈
련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관찰 일지 중)

훈련영상분석은 학생들이 평소에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
었다. 서로를 위해 소통할 때 팀은 하나로 단합되며, 이는 곧 경기수행능
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훈련영상분석을 통해 슈팅이라는 운동 능,

- 88 -

슈팅 동작을 분석하는 운동 지, 우리 모두를 위해 슈팅 동작에 관하여 서
로 조언하는 운동 심이 통합적으로 발달될 수 있었다.
나) 훈련에 도움 되는 음악 활용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음악 찾기 활동을 통해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특징인 통합적 훈련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다. 즉, 운동 지에 해당하는
음악 찾기 활동이 훈련 상황으로 이어져 운동 능이 발달되고, 음악이 함께
하는 긍정적 훈련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운동 심도 발달할 수 있었다. 음
악은 훈련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선진 외국의 훈련 모습을 보면
음악과 함께 훈련을 한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운동부 문화를 탈피하여 훈
련 상황에 음악을 도입하고자 했다. “인문적 체육활동 반” 동아리 시간에
농구기술향상을 위한 음악 찾기를 주제로 훈련에 필요한 음악을 찾기 시
작하였다.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외국의 훈련 사례를 찾고,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훈련에 적절한 음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찾은 음악을 훈련에 적용해 봄으로써 최종적으로 5가지
의 음악을 선정하였다. 미국 힙합 장르의 노래들로 노래의 박자가 농구 드
리블 훈련 시 리듬감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훈련의 고통과 지루함
을 음악을 통해 희석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저희는 항상 노래 틀어놓고 훈련하고 싶었어요. 코치선생님이 이
런 훈련분위기 싫어하셔서 이야기 못했죠.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
드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치선생님도 허락해주셔서 의외였어
요. 미국 흑인들이 듣는 힙합 리듬이 농구 리듬하고 유사해요.
미국 선수들이 농구를 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리블인데 그
리듬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리듬, 즉 힙합 리듬과 유사해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노래 많이 들어요. 음악 없이 단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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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공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러닝을 할 때도 음악 듣고
하면 덜 힘들어요. 농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범제 선수, 사후심층면담)

[표 28] 농구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음악 찾기 결과물
순번

제목

가수이름

1

Playinwitme

KYLE

2

Hall Of Fame

The Script

3

Woah

KRYPTO9095

4

Money In The Grave

Drake

5

1942

G-Eazy

6

I’m The One

DJ Khaled

7

No Brainer

DJ Khaled

음악은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보수적인 운동부 분위기
도 한층 더 밝아졌으며, 코치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학생
들도 의외의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코치의 태도에 함께 소통할 수 있
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다) 훈련일지를 통해 반성하기
훈련일지는 훈련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인지적으로 훈련을 평가하고 앞으
로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개인 훈련 시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연구대상학교 농구부는 야간훈련 시 개인연습 시간을 부여
한다. 선수 스스로 일지쓰기를 통해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별화된 훈련 목
표를 세워 훈련한다면 그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 이다. 또한 훈
련일지는 기초학습능력 중 쓰기 능력 배양에 효과적이고 꾸준한 훈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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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학교 수행평가와 자기 소개서를 포함한 대학 입시 제출 서류를 작
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훈련일지를 통해 훈련을 반성하고 새로운
목표설정을 통해 개인 훈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운동 능의 함양
을 기대할 수 있고, 훈련 계획을 직접 세움으로써 운동 지의 향상, 자기반
성을 통해 운동 심을 함양할 수 있다.
훈련일지를 동계훈련 때부터 작성했어요. 게을러질 수 있는 마음
을 훈련일지를 통해 잡아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일지 앞에서는
솔직해져요. 훈련 일지 쓰는 습관이 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에요.
유명한 선수들도 일기나 일지를 다 쓰더라고요. 아직은 모르겠지
만 언젠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민 선수, 사후심층면담)

2) 성취감 전이에 따른 경기수행능력 향상
농구부 학생들의 전통적인 훈련 장소는 체육관이다. 과거 농구부 학생들
에게 교실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곳, 부족한 잠을 청하는 곳일 뿐이
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서는 확장된 훈련 장소로써 교실에 주목했다.
교실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또 하나의 훈련 장소였다. 프로
그램 실천동안 교실은 훈련에 대한 동기 부여, 재충전, 선수로서 발전하는
공간의 의미를 지녔다.
쉬는 시간이나 자유 시간에 책을 읽어요. 선생님께서 사주신 책
도 읽고 도서관에서도 빌려 봐요. 취미 생활이 책 읽기인데 스트
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요. 운동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러한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주변에서도 책 읽으면 칭찬
많이 해 주시니까 자신감도 생겨요. 학교가 즐거우니까 운동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성윤 선수,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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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적 체육활동 반 이전에는 동아리 시간 때 별다른 활동 없이
숙소에 잠만 잤어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피곤한데
숙소가 아닌 교실로 모이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프로
그램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쉬는 것보다 교실이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아요.
(근민 선수, 사후심층면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잘은 모르겠지만 프
로그램 실천하면서 제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 운동을
하면서 교실에서 무언가 집중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앞
으로도 새로운 것을 경험해봤으면 해요. 처음에는 졸리고 운동하
기 전에 못자서 피곤했는데, 이제는 적응해서 괜찮아요.
(태현 선수, 사후심층면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농구부 학생들은 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해주었을 때 느끼
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한 동안 가지고 놀던 모습처럼 학생들은
책을 들고 다녔다. 책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생소한 물건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과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실에서 무기력한 선수들에게 책은 활력소가 되었다.
(관찰 일지 중)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켰다. 교실은 휴식의 의미가 아닌 내가 성장하고 있
음을 느끼는 장소였다. 이러한 느낌은 그들에게 학교생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방과 후 훈련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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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은 전국 농구부 중에서 저희만 해요. 다른 학교 농
구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야간자율학습 하는 학교는 없어요. 선
생님이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확실히 성적도 오르고 중학교 때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수행 평가도 빠짐없어 챙겨서 내요. 주변에서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운동이든 학교생활이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재 선수, 사후심층면담)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농구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면학분
위기도 좋아지고, 학교생활도 과거의 학생들과 다르게 적극적이
고, 성적도 중상위권으로 많이 올랐어요. 제가 30년 넘게 이 학
교 있으면서 농구부를 지켜봤지만 광신이 원래 공부하는 선수 키
우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중간에 그 전통이 사라져 아쉬웠는데
선생님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주셔서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고맙죠.
(규종 교사, 사후심층면담)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자신감을 심
어주었다.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이는 곧 학업성취도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구부 학생들을 포함하
여 교우들과 많은 교류를 이끌어내었다. 모범적인 학교생활은 주변이 들로
부터 지지와 격려를 이끌어냈으며 학생들에게 유능감을 가져다주었다. 이
러한 긍정적 효과는 운동부 생활에까지 이어져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막아주었다. 학교생활은 방과 후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
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정신적 휴양 장소가 되었
고, 학생들의 훈련 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은 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시켜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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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선 순환 구조

3) 소통능력 증진에 의한 경기수행능력 향상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실천 과정에서 코치, 일반학생, 학생선수, 학부
모, 감독교사, 교과교사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패별 활동이 요구되고, 이러한 소통 속에서 학생선수들
의 팀워크는 돈독해진다.
저희 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수비 토킹(소통)이 잘 된다는 점이
에요. 센터 없이 꾸준히 성적을 내는 이유는 수비 토킹에 있죠.
키 큰 선수들이 공을 못 잡게 가드들이 그물망을 만들 듯이 움직
이면 공격 제한 시간 24초 내에 상대방이 원하는 공격 페턴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빠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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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기 흐름 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숙사 생활이나
프로그램 실천 과정에서 단체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은 점이 도
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안된 것을 바로 모여서 집고 넘어가는 점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지 저희는 같이
모여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경기장에서 수비 토
킹 열심히 하다보면 저희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수비 장면
이 많이 나와요.
(근민 선수, 사후심층면담)

이처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쌓아 향상된 소통 능력이 경기장에 발현될 수 있고 이것은 곧 경기수행능
력 향상에도 이어진다.

나. 지소양의 함양
1) 스포츠에 대한 인문적 이해 증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학업을 포함한 지적활동과 멀어지게 되었
다. 학생들은 운동부 일정에 따른 잦은 수업 결손과 운동부 지도자들의 학
교교육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공부와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
에게 지금까지 스포츠 인문학은 다소 낯설고 어색한 주제였고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 특별히 경험해보거나 생각해본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지
소양의 퇴화과정은 우리나라 엘리트 운동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때는 훈련만 했어요. 스포츠 책, 영화, 예술작품, 음악
저희가 동아리 시간에 했던 것들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성재 선수,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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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좋아졌죠. 저희 운동할 때는 운동밖에 없었으니까. 사춘
기를 경험할 틈도 없었어요. 그런 것 티내면 맞았으니까. 참 무
식하게 운동했어요. 지금 학생들은 좋은 시대에 운동하는 것 같
아요. 운동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게 영화도 보
고 전시회도 가니까.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죠.
(인배 코치, 사후심층면담)

프로그램 진행 이후 학생들의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을 살
펴볼 수 있다. 특히, 신체중심의 이해를 넘어 인지적인 이해가 가능했고
스포츠에 대한 확장된 이해는 스포츠를 더욱 사랑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4] 독서기록장
2) 기초학력의 증진
학생들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읽고 쓰고 말하는 활동을 주기적
으로 가졌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학업을 독려했고, 학교생활의 중
요성을 강조해왔다. 3년간의 누적된 학습활동과 10개월간의 파일럿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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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4개월간의 체계적인 인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신
장되었다.
고등학교 와서 자기 계발서, 자서전 같은 책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일지도 매일 썼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고, 야간자율학습
하면서 성적도 잘 관리했어요. 선생님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농구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남기, 사후심층면담)

3년간 농구부 고3학생들의 수시 원서 접수를 지도하였다. 올해
바뀐 점이 있다면 고3 학생들이 스스로 원서 작성, 자기 소개서
작성, 각종 증빙자료출력, 인터넷 접수, 우편물 발송까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 문서작성방법 또는 컴퓨터 사용방법을
전혀 모르던 과거와 달리 학생들은 실수하나 없이 스스로 문제해
결을 해나갔다. 기초학력의 증진효과는 향상된 내신 성적뿐만 아
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라이프스킬에서도 증명되었다.
(관찰 일지 중)

신장된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무리
없이 수행하였다. 고3학생들의 경우 수시원서 접수를 혼자 스스로 해내었
으며,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과제물, 훈련일지, 생활기록부에서 확인된
모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도교사의 관심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분석력 증진
직접체험활동인 유튜브 녹화 영상을 활용한 상대팀 경기분석, 훈련 상황
촬영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농구의 안목을 높였다.
한국중고농구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경기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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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료 이후에 업로드 된 경기 영상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에 올려 진 시합 영상에 대한 분석은 이미 시합 때 하고 있
었던 상황이었으며, 학생들은 1시간가량의 경기를 보며 상대방의 공수 패
턴을 파악해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맡을 선수에 대해 분석하고 어떻게
수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경기 영상 분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훈련 상황에서도 영상 촬영과 분석을 적
용시키고자 했다. 48인치 LCD모니터를 체육관에 배치하고 HDMI케이블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슛팅 자세를 촬영하여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훈련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장된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은 학생들의 동작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충
분했으며, 자신의 동작을 훈련 상황 속에서 확인함으로써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새롭게 설치된 모니터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훈련이
끝나고 학생들은 모니터에 모여들었다. 영상을 보면서 서로의 문
제점을 이야기해주고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코치들의
피드백에 준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지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영상을 돌려보면 폼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관찰 일지 중)

영상 보면 확실히 도움 돼요. 말로 듣고 생각하는 것과 영상으로
직접 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서로의 슛 동작을 촬영하고 이야
기하는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민 선수, 사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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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영상 분석

문제 해결

[그림 15]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훈련영상분석

4) 진로역량 증진
대한체육회 주관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을 통해 매년 6시간 전문
강사를 통해 진로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선수를 시작하면서 진로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운동선수 외에 자신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
고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았다.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소양을 높이고 낮아진 불안감은 학교생활과 운동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첫째, 읽는 스포츠 중 스포츠 관련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책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높였다. 둘째, 선수 출신 강연은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진로에
대한 간접체험으로 이어졌다. 셋째,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스포츠교육한
마당과 같이 진로에 대한 외부 행사 참여는 학생들의 안목을 높여주었다.
특히, 스포츠교육한마당에서 경험한 미래 스포츠에 대한 체험부스는 학생
들에게 새로운 진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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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 운동선수로
서 성공할지도 모르고 은퇴해도 코치나 스킬트레이너 밖에 생각
나는 것이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3년 동안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
났던 것 같아요. 고3 때 만났던 강사님은 농구선수출신이었는데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인문적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새로운 경험은
학생들에게 흥밋거리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시야를 확장 시킨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기대로 바뀌고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운동부 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새
로운 경험은 학생들에게 흥밋거리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시야를
확장 시킨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기대로 바뀌고 자신감을 되찾
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운동부 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관찰 일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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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9스포츠교육한마당 체험 사진

[그림 17] 2019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진로교육

- 101 -

5) 소통능력 향상에 따른 집단지성 증진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패별 활동은 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운동부의
집단지성을 강화하여 연구대상학교 농구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구체적인 예로 대형서점에서 책 고르는데 조언해주기, 수시 원서 접수 공
유하기, 슛 자세 교정 조언해주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모르는 문제 서로
알려주기 등이 관찰되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은 삼삼오오 같이 모여 공부한다. 너
무 크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공부
할 것 권장한다. 가르치는 학생, 배우는 학생 둘 다 진지한 모습
으로 학습에 임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로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며 바쁜 운동부 생활 중에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관찰 일지 중)

이처럼 서로가 가진 정보와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운동부는 함께 성장하
는 협력적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 심소양의 함양
1) 자기 주도적 태도 함양
일지쓰기, 독서활동,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과제물하기 등은 학생들의 자
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는 좋은 교육내용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실천과정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다. 특히, 운동부와 학교생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학생들에게 빈
틈없는 하루 일과 속 누적된 피로감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에 장애
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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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끝나면 다들 씻고 빨래하기 바빠요. 야간 훈련 끝나면 자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이 있는데 야식 먹는 시간까지 고
려하면 훈련 일지 쓰기도 빠듯해요.

(진우 선수, 사전심층면담)

하지만 감독교사의 독려 속에서 학생들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이
본인들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으며, 시행착오와 적응과정 끝에 습관
처럼 실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 일지를 꾸준히 쓰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 주
변에서 독려하면 쓰게 돼요. 처음에는 두 세줄 적는 것도 힘들었
는데 쓰다보면 저도 모르게 많이 쓰게 돼요. 스스로 많이 늘었다
는 것도 느끼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부지런해진 것을 느껴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학생들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굳
게 믿고 있었다. 구체적인 성공 경험이 실천 뒤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교생활 중에 분명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의 책을 활용하여 토른 수업을 처음
진행하다보면 학생들은 토론 주제를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피드백을 통해 발표 모습을 교정하고 발
표 기회를 계속 주다보면 학생들의 발표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관찰 일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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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신선함과 성공 경험을 통해 프
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내내 강압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실천과정에서 학생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과 실천과정에서의 성공경험을 통해 학생
들의 자기 주도적 태도를 이끌어냈다.

[그림 18] 자기 주도적 태도 함양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 주안점

2) 스포츠에 대한 인문적 감수성 함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생활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에 대한 안목은 점차 넓어져갔다. 특히, 운동소양의 함양은 학생들의 인문
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개인차는 존재했지만 자신의 체험을 제법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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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초청 국제 농구대회

2019스포츠교육한마당

서울대미술관-미디어의 장

2019서울국제 도서전

농구영화 3seconds

전자슈터 김현준-독서 감상문

독서 기록장

체육일언 만들기

훈련일지

[그림 19]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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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선생님께서 아침마다 보여주신 스포츠 명언이 위로해줄
때가 있어요. 동아리 시간에 농구의 경험을 명언으로 표현하라고
할 때 막연했어요. 2행시, 3행시 만들기를 시작으로 연습하다보
니 나름 괜찮은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동안 들었던 명언
들도 좋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남기, 사후심층면담)

스포츠 활동에서의 체험은 인문적 언어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심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소양은
선수 생활 중 고비에서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인문적 프로그램이 시작되
기 전 학생들의 유일한 여가생활은 사우나와 PC방 가끔 가는 영화관이었
다. 높아진 인문적 감수성은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질을 바꾸어 놓았다. 유
흥 중심의 여가생활에서 인문적 여가생활로 전환을 이루었다. 특히, 기숙
사 생활을 하는 학생선수의 상황을 볼 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만 인문적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인문적 프
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가 필요하다.
3) 소통 능력 증진에 의한 관계 개선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토론 활동, 독서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토론 활동에서는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한 훈련 모습에 대한 반성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진심어린 조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장면에서 학생들이 하나 됨을 볼 수 있
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은 농구부 선수를 둘러싼 모든 구성 간에 이루어졌
다. 먼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코치와의 관계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지쓰기와 같이 단순
한 활동을 통해서도 지도자와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지쓰
기는 가장 인문적인 소통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농구부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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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루어졌다. 이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일반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효
과를 가져왔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의한 소통 능력의 향상은 운동 심의 영역으로
분류했으나 사실 소통은 능·지·심의 형태로 발현된다. 단체운동 특성상 사
회성을 대표하는 능력인 소통은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통은 시합, 훈
련, 일상생활 모든 상황에서 일어난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의 능·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 개선 차원에서의 소통능력이 함양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능 차원에서의 소통은 경기나 훈련 상황에서 몸으로 행해지는 전
술, 토킹이라 표현되는 경기, 훈련 상황에서 전술적 대화, 서로간의 격려
와 위로의 스킨십을 말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영상분석활동
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팀으로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 간다. 훈련일지
의 내용 중에서는 개인적인 반성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강팀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소통 즉, 경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한 팀으로 움직이는지는 오랜 훈련과 노력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능에서 소통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체육관, 기숙사, 학교 교실, 그들이 시간
과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곳에서 진행된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특징인 터와 패별 활동 속에서 소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혼
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다. 소통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
진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관찰일지 중)

농구부 안에서도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단체 운동이지만 그 안
에서 경쟁이 치열해요. 저도 농구실업팀에서 선수로 뛰면서 마음
을 터놓고 이야기해본 동료가 없었어요. 내가 뒤처지면 상대방에
게 기회가 생기고 한번 낙오되면 다시 정상에 서기 힘들거든요.
시합에서는 승리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 뭉치지만 그 외의 생
활에서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큰 기대를

- 107 -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 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
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범제 母 사전심층면담)

운동 지 차원에서의 소통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활동 중 쌓아지는 운
동소양을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 서로가 노력한다. 책을 고르는데 있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평소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이 조언을 해준다. 고3학생들이 원서 접수기간
서로가 가진 정보를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은 소통
지를 확인시켜준다. 패별 활동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으로 토론이나 주제별
발표에서 개인이 가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하
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 학생들은 모둠별 과제 해결에 익숙하다. 야간 자
율학습에서 서로가 모르는 것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은 인문적 체
육프로그램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간 학생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 인
문적 체육프로그램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로를 돕
는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하는 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전수
하고자 한다.
(관찰일지 중)

운동 심 차원에서의 소통은 경기 상황과 운동부 생활에서 자주 보여 진
다. 3학년이 1학년의 허슬 플레이에 엉덩이를 두드려주거나 넘어진 팀원
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 작전타임 주전선수에게 물과 수건을 챙겨주는 모
습, 실수에도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득점과 좋은 수비 장면에서 모두가
같이 포효하는 모습에서 목표를 향해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단결심은 끊임없는 소통 심이 작용하여 생겨난다. 인문적 체육프로그
램은 대부분 단체 활동, 패별 활동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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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팀이 그렇지 못한 팀보다 소통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운동부 생활에서도 소통 심은 매우 중요하다. 코치, 감독, 학부모, 학생들
간의 소통 심은 서로간의 오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양이다.
특히, 학생들은 인문적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운동 심에서의 소통능력이 높아지면 인권문제를 포함
한 운동부 부적응으로 인한 이탈도 방지할 수 있다.
농구 그만 두고 싶었어요. 그 때마다 선배 형들에게 많이 의지했
어요. 그 형들도 다 겪었던 과정이라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선배 형들이 제 힘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격려해주셔서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요. 기남이 형은 힘들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추천해주시고, 그런 신경써주는 마음에 힘이 났었어요.
(우건 선수, 사후심층면담)

이처럼 학생들의 이탈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동료이다. 학생
들은 동료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동료로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안정적인 운동부 운영을 위해서는 운동 심 차원에서의 소통 능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선수는 일반학생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주변인을 자처
한다. 이러한 이유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선수들이 참여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구부 학생들은 모범적이에요. 규율이 잡혀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함이 돋보이죠. 하지만 학급에 소속감을 못 느끼고 주
변인이 되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학급 행사에 운동의 이유로 참여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련회, 소풍처럼
학급의 큰 행사를 야간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일반학생, 농구부 학생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추억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희덕 교사, 사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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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함께하는 농구대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농구부 고3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하는 농
구대회를 진행하였다. 일반 학생들은 처음 보는 농구부 학생들의 경기 모
습에 호기심을 가졌고, 한 단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선수, 일반학생 모두 즐거운 추억을 갖게 되
었으며, 고3 농구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일반 학생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주었다.

- 110 -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하면서 일반 학생들과 시합은 처음 해봐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생각보다 저희 반 친구들이 응원 많이 해줘
서 즐거웠어요. 제가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저희 편 학생들 농
구를 가르쳐주면서 경기에 임했는데, 원래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
는 것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보람 많이 느꼈어요.
(진우 선수, 사후심층면담)

일반 학생들과의 융화는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일반 학생들이 소속 학교의 교기를 사랑했을 때 학교 내 스포
츠를 사랑하는 문화가 성장하고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적 발전으로 이어진
다.

[그림 21] 소통능력 증진에 따른 소통영역의 확장

[그림 21]에서 제시한 소통능력 증진에 따른 소통영역의 확장을 위한 구
체적 실천 방안으로 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일반학생들과 공감
대 쌓아야 한다, 예로 선수들과 함께 하는 구기대회, 스포츠 영화 단체 관
람, 운동부 시합 응원가기 등이 있다. 둘째, 운동부 전유물이 되어버린 체
육관을 개방하여 일반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농구부가 농구 코트를 사용한다면 무대는 치어리더 부 또
는 탁구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벽을 허무는 과정 속에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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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이 증진되고 소통의 영역이 확장되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동반 발전이 가능하다.

[그림 22]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

3. 학생선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참여자 요인
학생들은 성장 환경적 차이와 유전에 의한 선천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개인적 요인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도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예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으로 인해 독서활동을 많이 한 경우
읽는 스포츠를 통해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효과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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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니와 함
께 거실에서 책을 읽어요. 읽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에 제게는
가장 쉽고 흥미로웠어요.

(성윤 선수, 사후심층면담)

외국어를 좋아하는 농구부 학생은 독서활동에 취미나 흥미를 갖기 어려
웠으며 오히려 영어로 된 책, 신문, 영어 등에 대해서는 많은 흥미와 재능
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권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으며, 휴학기간 중 다녀
온 미국투어를 통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다. 이 학생은
영어로 된 명언이나 영문으로 된 읽는 스포츠 중 1-2쪽 분량의 짧은 기사
글들에 매료되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지금도 외국어
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책은 읽기 힘든데 영어로 된 글은 얼마
든지 몰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 선수 스카
우터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범제 선수, 사전심층면담)

개별성을 갖는 학생들에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탐색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자의 성향에 맞게 부여하고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낮춰 중간
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내용 요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특성은 교육내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즉 다양
성에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운동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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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 폐쇄적인 운동부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다. 그리고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지니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은 참여하는 모두에게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운동소양도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운동만 하면 질리는데 가끔씩 나가서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나면
기분전환도 되고 즐거워요. 사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것
이 쉽지는 않아요.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농구 좋아서 시작했
는데 고등부 와서는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
도 선생님이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범제 선수, 사전심층면담)

또 다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가치는 통합성이다. 운동소양 발달을 위
해서는 운동과 함께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체
험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
나로 수업’ 모형의 아이디어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접목 시켰다. 하나
로 수업에서는 스포츠를 시합 혹은 게임으로서 한정짓지 않고, 문화로서의
스포츠에 입문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를 실
천해야한다. 첫째,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
기, 듣기를 하나로, 셋째, 운동부 생활을 포함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나로, 넷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포츠의
참의미를 찾고, 전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최의창, 2010).
하나로 수업을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 시합, 생활 속에서 접목시키기 위
해서는 운동기술습득과 시합을 실시하는 것 이외의 다양한 인문적 프로그
램을 실천해야한다. 최의창(2010)은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는 두 가지 수업
내용을 강조한다. 첫째, 운동을 잘 하도록 하는 직접체험활동이다. 스포츠
의 기법적 차원의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스포츠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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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기술연습, 시합하기, 기능분석, 심판보기, 반성일지, 규칙준수와
기본예의 지키기 등이 있다. 둘째, 운동을 잘 아는 간접체험활동이다. 스
포츠의 심법적 차원을 체험함으로써 스포츠에 내재된 안목, 정신, 전통을
배운다. 간접체험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활동들은 가르치는 체육교사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의존하며, 원칙상 무제한적이다. 스포츠의 인문적 측면
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가능하게 돕는 활동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예로 음
악듣기, 견학하기, 영화보기, 경기관람, 책읽기, 글쓰기, 그리기, 만들기 등
이 있다.
이처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하나로 수업모형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운동소양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다. 방법 요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과 코치에게 부담되는 프로그램을 운동부 환경에
서 자생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일상생
활 속 실천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내 동아리 형 실천프로그램을 기획 하였
다.
프로그램 하면서 피곤하거나 귀찮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라 각자의 스케쥴에 맞게 실천했어
요. 부담도 없고 저희가 필요할 때 실천하는 것이어서 거부감 같
은 것이 없어서 좋았어요.
(남기 선수, 사후심층면담)

운동부 훈련에만 지장 받지 않게 운영되었으면 해요. 대학 진학
에 경기 실적이 중요하니까 훈련에 방해되면 부담스럽죠. 아마
학생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에요.
(인배 코치, 사전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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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복도에 책을 가지고 돌
아다니는 모습은 처음 봐요. 책을 열심히 읽고 안 읽고는 중요하
지 않아요.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농구부에 정착 되어다는 것
이 의미가 깊죠.
(은지 교사, 사후심층면담)

운동과 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공하였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서사적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생활공간을 인문적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 속 실천 프로그
램은 학교 내에서 실행되는 개인 활동 중심으로, 동아리 형 프로그램은 학
교 외부에서 실행되는 단체 활동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운동부 훈련과 학
생들의 휴식에 방해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인문적 프로
그램은 운동부의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중 학생,
학부모, 코치,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프로
그램을 수정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요구는 동기 부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
그램에 적극 반영하였다. 외부 프로그램 후 운동부 훈련을 피할 수 있게
편성해달라는 요구는 시사점이 많다. 즉, 학생들은 겪는 피로함, 스트레스
를 최대한 적게 느끼고 기분 전환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발전되어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지속 실천이 가능하다.

라. 환경 요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중 생활 실천 형 장소는 그들의 훈련 장소이자 생
활공간인 체육관이다. 생활 속 실천 형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을 하였다. 먼저, 읽는 스포츠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학교 도서관에 읽는 스포츠 서고를 만들었다. 3년간 도서구입비로
총 100권의 읽는 스포츠를 비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읽는 스포
츠를 채워나갈 예정이다. 체육관 내 48인치 대형 LCD 모니터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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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직접체험활동인 영상분석과 간접체험활동인 그림, 동영상 감상,
스포츠 스타 명언, 스포츠 시사관련 뉴스를 패별로 모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출력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생선수들이 음악과 관련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였고,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선정된 음악을 활용함으로
서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나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인 터별, 패별
활동도 체육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터는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패는 수업활동을 이루어내는 학생들의 소그룹 모둠을 가리
킨다(최의창, 2010). 패별 활동을 통해 각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고 과제 성취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위해 체육관을 터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LCD 모니터를 통해 보기 터
를 구현하고, 기숙사 전체가 얘기 터, 체육관 공간 자체는 하기 터, 식당
을 포함한 책상이 있는 기숙사 모든 공간이 쓰기 터, 도서관의 읽는 스포
츠 코너는 그들의 공간인 기숙사에서 편히 읽을 수 있는

읽기 터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터와 패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표 29]와 [그
림 23]와 같다.
[표 29] 도서관 내 읽는 스포츠 서고의 책 주요 목록
연번

서 명

저 자

1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농구스타 22인

손대범

2

득점기계 신동파

허진석

3

아메리칸 바스켓볼

허진석

4

아이 러브 바스켓볼

손대범

5

88연승의 비밀

존 우든

6

재밌어서 밤새 읽는 농구 이야기

손대범

7

농구 좋아하세요?

손대범

8

슬램덩크 인생특강

슬램덩크 포에버

9

존 우든의 부드러운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

존 우든, 스티브 제미슨

10

악마의 농구 코트

칼 듀커

11

나를 점프해

빌 브래들리

- 117 -

12

성공을 리드하라

마이크 크루지제프스키, 제이미 K,

13

자폐 소년 제이-맥, 농구로 말하다

제이슨 맥얼웨인, 다니엘 파이스너

14

볼수록 만만한 농구

이우담

15

My turn

요한 크루이프

16

알렉스 퍼거슨 나의 이야기

알렉스 퍼거슨

17

무리뉴, 그 남자의 기술

한준

18

축구 직업 설명서

김환

19

재미있는 축구사전

강준막

20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플랭클린 포어

21

이것이 진짜 축구다

SHO’w

22

팀 홍명보호 스토리

도영인

23

K리그 레전드

배진경

24

RONALDO

한준

25

메시, 축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야

이형석

26

유럽 축구 엠블럼 사전

류청

27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김혼비

28

현대축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이형석

29

나의 야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민훈기

30

야구 아는 여자

김정란

31

나는 감독이다

에비사와 야스히사

32

야구직업 설명서

김효경

33

야구의 뒷모습

고태석

34

한국 프로야구 30년 레전드 올스타

신명철, 최민규, 한국야구위원회

35

동대문 외인구단

류미

36

야구 룰 교과서

댄 포모사, 폴 햄버거

37

야구 마스터 가이드

에토 쇼조

38

야구의 정석

넥센 히어로즈

39

야구가 좋다

배우근

40

포수란 무엇인가?

김정준

41

한국 프로야구 결정적 30장면

김은식

42

야구가 10배 더 재미있어지는 55가지 이야기

김종건

43

생각이 많으면 진다

임건순

44

야구가 뭐라고

김양희

45

도복 하나 둘러메고

이재영

46

무예 인문학

최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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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국의 활쏘기

정진명

48

우리 검도의 원류

박종률

49

고대 격투기

오사다 류타

50

몸 투기

홍성훈

51

Running

토르고타스

52

산악 전문가

박미숙, 김성기

53

셰르파, 히말라야의 전설

조너선 닐

54

산은 내게 말한다

라인홀트 메스너

55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 번의 점프

브라이언 오서

56

프리스타일 히어로

박태환

57

달리기의 맛

누카가 미오

58

베어타운

프레드릭 배크만

59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

탁민혁, 김윤진

60

나만 두려운 건 아니겠지?

정주윤

61

영화로 만나는 스포츠

이학준

62

처음 읽는 수영 세계사

에릭 살린

63

검사의 스포츠

양중진

64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공규택

65

마인드 스포츠

Gary Mack, David Casstevens

66

운동화 신은 뇌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

67

스포츠 손자병법

나영일, 이동철

68

꿈이 나를 뛰게 한다

민학수

69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

이아림

70

스포츠 유전자

데이비드 엡스타인

71

슈독

필 나이트

72

골프는 인생이다

성호준

73

궁극의 자전거 매뉴얼

에벤 웨이스

74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한스-에르하르트 레싱

75

자전거 메인터넌스

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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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터

읽기 터

쓰기 터

하기 터

[그림 23] 터별 사진

마. 지도자 요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성패 여부는 이를 운영하는 담당교사의 운동소
양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운동소양의 높은 교사는 프로그램운영 간 직접
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운동소양에 영향을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실천하는 교사의 경우 기능설명, 피드백, 시범,
이론 설명, 과제제시, 연습 감독 등 밖으로 드러나는 직접교수활동을 통해
기법적 차원을 가르친다. 간접교수활동은 교사가 직접교수활동을 할 때 간
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열정, 유머, 사랑, 매너 등으로 심법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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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영향을 준다. 농구부 학생들을 운동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교사
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농구부
훈련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농구부 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단기간 갖추기 어렵다면 코치의 조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
로 코치와 트레이너의 운동소양 함양 여부 또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운
영에 있어서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코치와 트레이너의 직·간접적 교수활동
에 운동부 선수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
츠 육성 과정에서는 능 소양에 대한 강조만 있지, 지와 심 소양은 소홀히
했다. 결핍된 운동소양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저희 때 운동 할 때는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내내 운동만 했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도 대학가고 프로도 갔
으니까요.

(인배 코치, 사전심층면담)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내에 학교 운동
부 지도자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운동
부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운동소양 수준이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고 내
실 있는 실천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교육청, 종목별 협회에서 코치들의 전
문성 함양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생리학, 심리학 등 과학적 체육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보수
교육으로는 코치들의 운동소양을 함양시킬 수 없다. 한 가지 현실적인 대
안은 학생선수가 실천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운동부 지도자들도 함
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훈습의 방법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운동소양도
높아질 것이다.
프로그램을 당장 실천해야 한다면 운동부 지도자들의 운동소양 함양 여
부는 나중의 문제이다. 즉, 운동소양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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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소양을 갖춘 담당교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운동부 지도자는 조력
자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 이를 위해서 운동부 지도자와 담당 교사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담당교사가 운동부 훈련에
서 방해꾼이 아닌 조력자임을 확인시키고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안으로 그
들을 안내해야 한다.
코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주변인과 같은 느낌이
었다.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이해하였고, 본인이 진행하는 훈련
에 지장만 안가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서 운
동소양은 사치처럼 취급했고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또
한 전무한 상태였다.
(관찰일지 중)

본 연구의 실천자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동소양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스포츠교육학 대학원 5학기를 수료했으며, 인문적 체육교
육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양질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 학교 소속 코치, 트레이너의 경우 인문적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가 낮아 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맡기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다만, 운동부 담당자 중 1명이라도 높은 운동소양을 갖고 있다면 인문
적 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가능하다. 감독, 코치, 트레이너 간 상
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
영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치, 트레이너도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의 운동소양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본다면 우리나라 운동부 상황에서 프로그램
실행자로서 교사의 운동소양 수준은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고, 조력자로
서의 코치의 운동소양 수준은 프로그램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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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학생선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식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실천되는지, 둘째, 인문적 체육프
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무엇인지,
셋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교육적 의의와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 123 -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로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그 교
육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운동부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했다는 점, 프로
그램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 그리
고 운동부 내 성공적인 학습프로그램의 표준 모델로 개발하고자 한 점에
서 본 프로그램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실제 운동부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 시 선수,
학부모, 코치, 담임교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지속 실천 가능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프로그램의 실천하
는 학생들의 피로감을 최소로 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
램의 결과물을 선수 주변인들에게 공유하여 외부의 지지와 격려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단기적 프로그
램이 아닌 장기적 실천 가능한 학습프로그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은 불안 심
리, 즉,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였
다. 반복된 일상이 거듭되는 운동부 울타리에서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
가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우울함과 무기력으로 이어졌다. 이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새로운 경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격려였다. 이것을 통
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성공에
대한 믿음 속에서 선수들은 운동부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또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에게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와 인식을 심어주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운동부 생활로 전
이될 수 있었다.
셋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운동부 내 성공적인 학습프로그램의 표준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그 동안 운동
부 당사자들은 운동과 학업은 병행 할 수 없다는 잘 못된 인식을 갖고 있
었다. 이러한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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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실천과정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운동부 현실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이에 인문적 체육프로
그램의 목적을 전인성 함양, 관계성 증진,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두었고,
프로그램의 구성방향을 지속성, 개별성, 내용의 통합성, 성장의 통합성으
로 제시하였다. 원활한 프로그램 실천을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생활
속 실천 형과 교육과정 동아리 시간을 활용한 동아리 형 프로그램으로 이
원화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으로 소통 속에서 함께 프로그램
만들기, 새로운 인문적 체험 발굴하기, 종목 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하기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된 구체적이고 명
확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원칙에 따라 운동부 내 학습프로그램의 표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운동부 내
지속 실천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의미가 있다.
나.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천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농구부 선
수들의 운동소양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
다. 운동소양이란 Whitehead(2010)가 심신일원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피
지컬 리터러시’ 라는 개념을 최의창(2010)이 한국의 교육 상황에 맞게 재
정의한 개념이다. 운동소양은 전인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통합적 자질로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운동소양이라는 다차원
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현 학교 운동부가 가지고 있
는 학습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재 속에서 만
들어진 기형적인 운동부 문화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부터 운동부
선수들에게 함양 된 운동소양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전인성장에 기여를 하였으며, 기초학습능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
과를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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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기초학업능력증진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은 운동부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성취감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얻은 성취감은 학교생활로 전이되어 선수들의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발현되었다. 이처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운동부 내 바람직
한 학습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둘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확인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모습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 운동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운동소양 함양은 소통능력증진과 이를 통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새
로운 운동부 문화 조성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폐쇄적 운동부가 가지는
인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자는 고립되어 있는 학교 운동부가 아닌 개방적 모습을 지닌 운동부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구성원들은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운동부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 간의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내어 개방적 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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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
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여 농구부 학생
들의 교육적인 변화를 탐색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은 어떻게 구성되어 실천되는가? 둘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
된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농
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었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에 따라 [그림25]으로 결론을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림 25]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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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함
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존 선행 연구들이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운동소양은 학생선
수들의 기초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운동기능향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인문
적 체육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전인성 함양, 관계성 증진, 기초학습능력 증
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 구성 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하
고 개인차가 고려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프로그
램 실천 과정동안 학생선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문적 프로그램의 구성방향을 핵심용어
로 정리하자면 지속성, 개별성, 내용의 통합성, 성장의 통합성, 4가지로 정
의할 수 있다.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동아리 형 프로그램과
생활 속 실천 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동부 활동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운영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내실 있는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 종목 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하기, 새로운
인문적 체험 발굴하기, 소통 속에서 모두가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기 3가
지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고등학생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차원에서 전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운동능 측면에서 훈련의 질적 개선을 통한 경기수행능력 향상이 관
찰되었다. 프로그램 실천 속에서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의미했던 교실이 훈
련을 준비하고 운동소양이 길러지는 생동감 있고 활기찬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취감이 운동부 훈련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함양된 자신감은 경기수행능력향상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 실천으로 길러
진 소통능력 또한 경기수행능력일 높였다. 운동지 측면에서는 스포츠에 대
한 인문적 이해 증진, 기초학습능력 증진, 분석력 증진, 진로역량 증진, 소
통능력 활성화에 따른 집단지성 증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운동심 측면의
경우 프로그램 실천 간 자기 주도적 태도 함양, 인문적 감수성 함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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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증진을 통한 전인성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외에 얽혀있는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소통능력 함양을 통해 현 운동부
가 가진 단절성을 극복하고 작게는 운동부 내부에서 크게는 삶의 모든 영
역까지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소통능력은 폐쇄적 운동부 문
화를 개선하여 인권 문제의 해결실마리를 제시하였고, 강팀의 필수요소인
팀워크를 증진시켜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일반학생들과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소통은 일반학
생들의 교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교기 부흥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셋째,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선수의 운동소양 변화에 미치는 요인으로써
참여자, 내용, 방법, 환경, 지도자 5가지가 확인되었다. 참여자 요인의 경
우 선천적 성향과 함께 자라온 가정환경 차이가 프로그램 실천 결과의 개
인차이로 이어졌다. 내용 요인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과 통합적
실천이 운동소양 함양에 영향을 주었다. 즉,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 속에
서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활동이 훈련과 함께 통합적으로 제시된
다면 참여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운동 소양이 함양될 수
있다. 방법 요인은 프로그램의 실천 기간이 길수록, 적정 과제 난이도를
유지할수록 운동소양 함양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 요인은 프로그램 실천
공간의 적절성과 기자재 확보가 이루어져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운동소양 함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
도자 요인은 프로그램 실행자로서 교사의 운동소양 수준은 프로그램 내용
의 질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조력자로서 코치의 운동소양 수준은 프로그램
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지속될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 실천 간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영향 요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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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 실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
램의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인문적 체육프로그
램을 실천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부 감독교사는 단절되어있는 운동부 문화 속에서 소통의 징검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구성원 간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각자의 입장만을 이야기
했을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지 않았다. 즉, 소통의 부재 속에
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운동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오해받고 구
성원 속에서 뒷전 취급을 받았다. 감독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인문적 프로
그램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프로그램 정착을 위
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력한다면 운동부 내 학습프로그램으로서 성
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소통 속에서 감독교사는 운동부 운
영에서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성장함에 따라 내실 있는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감독교사는 코치에게 잔소리꾼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
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하지만 운동부 감독 중에는 코치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거나 규정과 방침만을 앞세워 준 범죄자 취
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동부 환경에서 감독교사가 운영하는 프
로그램은 방해와 간섭으로 인식될 뿐 자리 잡기 힘들다. 이와 반대로 코치
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코치는 감독교사
가 운영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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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하고 양질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감독교사
와 코치는 운동소양을 쌓기 위한 자기 개발에 열정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운동부 지도자의 운동소양 수준은 인문적 프로그램
의 질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도자 스스로 운동 소양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의 재정적 투자
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LCD모니터, 스피커
등의 미디어 기기를 비롯하여 읽는 스포츠 서적 구비, 전시회 관람을 위한
예산 등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 환경은 보다 수준 높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실천을 위해 학교 예산
내지 교육청 사업을 활용하여 인문적 시설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
다.
다섯째, 학교 내에서 운동부 선수들이 모범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독교사 및 코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시험기간 야간자율학습 운영,
수행평가 체크, 학교 행사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운동부 학생들은
모범학생으로 평가받고, 주변사람들의 칭찬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우호적인 태도로 실천할 수 있
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운동소양
변화를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측정하기 힘든 내면적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기초학습능력 증진, 운동기능 향상의 경우 얼마나 양적으
로 변화를 이루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적 연구를
통해 향상 폭에 대한 계량적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종목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구 선수들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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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선수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인문적 농
구 프로그램을 수영선수들에게 적용한다면 팀워크 증진을 위한 소통능력
향상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이 필요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자리 마련보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실
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종목 특성에 맞는
종목별 연구가 진행됨과 함께 연령차에 따른 수준, 특징을 고려한 프로그
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동기 유발 측면에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발달 단계 특성에 맞는 인문적 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운동소양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걸친 종
단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 6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와
4개월간의 프로그램 실천과정에서 수집된 현지문서, 심층면담, 관찰일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학생선수의 내면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
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 코치, 교사들의 심층면
담이 이루어졌으나 연구 및 관찰 기간에 대한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종단
연구를 통해 보다 긴 연구와 관찰이 가능해진다면 현 연구가 가진 한계점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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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속 기관장 확인서

소속 기관장 확인서
성

명

권도원

직

위

석사과정

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소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2019년 5월 ~ 2019년 12월

연구비 지원 기관
(해당 경우)

본인은 상기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상기 연구자는 본 기관 소속이며,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본 연구가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2019

년

월

5

소

10

일

속: 00고등학교

기 관 장: 0 0 0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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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부록 2] 소속 기관장 확인서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연구 책임자명 : 권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으로 운동부 환경 속에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 및 전인으로의 성장 과정을 밝히는 연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연구의 결과로써 운동소양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기초소양증진을 통한 실질적 학업능력 증진 효과와 운동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한 운동 경기력 향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가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학생선수 10명,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7명, 학부모 10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코치 및 트레이너의
경우는 농구부 훈련을 지도하고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사람,
학생선수의 경우 농구부 소속이며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사와 학부모는 교실 및 가정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과정과 전인적
성장을 유심히 지켜볼 수 있으며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분이 참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여 내용 : 코치와 트레이너의 경우 개인면담 및 운동부 지도 활동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치, 트레이너, 학부모,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 농구부 훈련지도
과정 속에서 코치, 트레이너, 학생의 활동 모습이 관찰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면담, 그룹면담에 참가할 것이며 평소에 작성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관련된
과제물과 활동 모습, 훈련일지 및 훈련내용이 연구 자료로 함께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활동, 농구부 훈련, 농구부 기숙사 생활 및
학교생활이 관찰(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 포함)될 것입니다. 교사 및 학부모님은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전 후 학생선수들의 변화 및 성장, 학생선수들에게 느끼는 감정,
생각, 의견에 관련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19년 IRB승인 이후 ~ 2019년 12월 31일
2) 장소 : 서울00고등학교 및 연구 참여자가 지정하는 장소
참여 방법 : 면담은 개인면담, 그룹면담으로 각각 약 30-40분 진행되며 관찰은 사전
협의된 내용에 한해 20회 이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구 참여 집단 별로 참여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첨부해드린 동의서에 참여방법을 꼭 확인해주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작성: 모집 문건과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구 담당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성명: 권도원
/ 전화번호: 010-0000-0000 / 메일: abc@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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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학생)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학생용)
연구 과제명 :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연구 책임자명 : 권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과
정 중 학생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
과 운동소양 함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
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권도원 연구원(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
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과정 중 학생들의 변화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고등학교 농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담임교사 7명, 농구부 학생선수 10명, 학부모 10명 총 29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농구부 학생선수들의 인문적 프로그램 실천 과정 속에서 운동부 훈련, 기숙사 및 학
교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학생선수의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모든 자료
수집은 irb승인이 나는 이후인 2019년 9월 초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문적 체육프
로그램은 인문적 체육활동 반(동아리 활동 시간), 학교수업 이외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기숙사 생활을 포함한 휴식시간, 운동부 훈련 및 대회참여 기간 동안 훈련에 지
장이 안 되는 선에서 실천될 것입니다. 특히, 연구자가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 시간(인
문적 체육활동 반, 주 1회 2시간)에 참여관찰의 형태로 수업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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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인문적 체육활동 동아리 수업에서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최대한 있는 그대
로 관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자의 관찰일지에 기록될 수 있습니
다. irb승인이 나는 이후인 2019년

9월 초, 10월 말 심층면담을 각 1회 실시할 것이

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
가 이루어진 이후 지도자 분들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모든 면담과정은 학생선수 본
인의 사전에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여 운동부 및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는 서울
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전사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코치, 트레이너님, 학생들이 모두 훈련지도 모습 관찰을 동의하실 경우, 학생선
수들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적용 후 운동부의 활동 모습을 irb승인이 나는 이후인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0회 이상 영상촬영(사진, 동영상) 및 필드노트 작
성을 하며 관찰 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에서 얼굴(학생선수 / 동의, 미동의 학생 모두
포함)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영상 촬영 자료는 서
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5년간 보관 후 삭제할 것입니다.
3) 장소는 귀하가 활동하는 장소(학교, 기숙사, 대회훈련장)가 될 것입니다.
4)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심층면담 2회, 1회 마다 약 30~40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은 20회 이상
매회 1시간 요청받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
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농구부 훈련 모습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실 경
우 지도모습 관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면담에서 답변한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중에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방향
을 제공하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44 -

또한 학생선수 본인의 학교생활 전반적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
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스포츠교육학 전공 권도원(010-0000-0000)
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소속학교, 학년, 운동선

수경력, 포지션, 전화번호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최의창에게만 접근
이 허락되며, 암호로 보호된 개인용 컴퓨터 및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
구자 소속 스포츠 교육학 연구실(417호) 서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
다. 개인정보는 자료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동의서
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
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
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
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
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
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하십시오.
이름:

권 도 원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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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연구 책임자명 : 권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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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
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나의 이름, 소속 학교, 학년, 운동선수경력, 포지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연구참여자 성명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동의하지 않음 □
서 명
서 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날짜 (년/월/일)
날짜 (년/월/일)

[민감정보 수집동의]
○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
여 귀하의 민감정보(나의 이름, 소속 학교, 학년, 운동선수경력, 포지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나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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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연구 책임자명 : 권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2.
3.
4.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
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나의 이름, 소속 학교, 학년, 운동선수경력, 포지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연구참여자 성명

동의하지 않음 □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날짜 (년/월/일)

[민감정보 수집동의]
○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
여 귀하의 민감정보(나의 이름, 소속 학교, 학년, 운동선수경력, 포지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나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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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법정대리인용 설명문

법정대리인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이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연구 책임자명 : 권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과
정 중 학생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자녀분은 학생선수의 전
인적 성장과 운동소양 함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권도원 연구원(010-0000-0000)이 연
구 참여자의 법정대리인 귀하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뤄진 참여자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참여에 동의하기 전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
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
히 읽어보신 후 참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
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
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과정 중 학생들의 변화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고등학교 농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담임교사 7명, 농구부 학생선수 10명, 학부모 10명 총 29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의 자녀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해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
행될 것입니다.
1) 농구부 학생선수들의 인문적 프로그램 실천 과정 속에서 운동부 훈련, 기숙사 및 학
교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학생선수의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모든 자료
수집은 irb승인이 나는 이후인 2019년 9월 초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문적 체육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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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인문적 체육활동 반(동아리 활동 시간), 학교수업 이외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기숙사 생활을 포함한 휴식시간, 운동부 훈련 및 대회참여 기간 동안 훈련에 지
장이 안 되는 선에서 실천될 것입니다. 특히, 연구자가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 시간(인
문적 체육활동 반, 주 1회 2시간)에 참여관찰의 형태로 수업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는 인문적 체육활동 동아리 수업에서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최대한 있는 그대
로 관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자의 관찰일지에 기록될 수 있습니
다. irb승인이 나는 이후인 2019년

9월 초, 10월 말 심층면담을 각 1회 실시할 것이

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
가 이루어진 이후 지도자 분들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모든 면담과정은 학생선수 본
인의 사전에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여 운동부 및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는 서울
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전사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코치, 트레이너님, 학생들이 모두 훈련지도 모습 관찰을 동의하실 경우, 학생선
수들의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적용 후 운동부의 활동 모습을 irb승인이 나는 이후인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0회 이상 영상촬영(사진, 동영상) 및 필드노트 작

성을 하며 관찰 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에서 얼굴(학생선수 / 동의, 미동의 학생 모두
포함)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영상 촬영 자료는 서
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5년간 보관 후 삭제할 것입니다.
3) 장소는 귀하의 자녀가 활동하는 장소(학교, 기숙사, 대회훈련장)가 될 것입니다.
4)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녀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심층면담 2회, 1회 마다 약 30~40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은 20회 이상
매회 1시간 요청받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의 자녀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
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농구부 훈련 모습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실 경
우 지도모습 관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면담에서 답변한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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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중에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선수 본인의 학교생활 전반적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스포츠교육학 전공 권도원(010-0000-0000)
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소속학교, 학년, 운동선

수경력, 포지션, 전화번호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최의창에게만 접근
이 허락되며, 암호로 보호된 개인용 컴퓨터 및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
구자 소속 스포츠 교육학 연구실(417호) 서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
다. 개인정보는 자료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동의서
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
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
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
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
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
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귀하의 자녀인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
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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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하십시오.
이름:

권 도 원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법정대리인으로서 귀하 자녀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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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

학생선수용 심층 면담 질문지(1차)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
천 과정을 밝히는 연구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교운동부의 발전을 이끄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에 충
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권도원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1. 연구 참여자에게 농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 농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기 및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농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전의 경험(클럽, 방과 후 활동 등)과 전문 선수로서 지금의 경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농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과 좋았던 기억을 하나 이상씩을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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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구를 통해서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6. 농구부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7. 농구부 학생선수로서의 생활모습, 하루일과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8. 친구, 동료, 코치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전 농구부 이야기>
9. 현 농구부 다른 학교 농구부와 차별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10. 여러분들의 농구부 및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가요?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11. 여러분들이 농구부 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해보세요.

12. 여러분들이 미래에 원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13. 여러분들이 이해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14.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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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용 심층 면담 질문지(2차)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과정을 밝히는 연구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학교운동부의 발전을 이
끄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
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권도원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변화된 여러분과 농구부 이야기>
1.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연구 참여자에게 농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생활, 기숙사생활, 운동부생활, 농구실력,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심리적 상태 등)
3. 인문적 체육프로그램 실천 후 부모님, 코치, 동료, 학교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었나요?
(인식, 대우 등)
4. 선생님과 함께 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5. 코치, 트레이너님과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포함한 훈련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
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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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7.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나요?

8.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00농구부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9. 앞으로 인문적 체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10. 선생님/코치님/부모님의 가르침(행동, 말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1. 연구 참여 이후에도 인문적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와 없다
면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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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결과 정리양식(개인면담 기록지)

개인면담 기록지
일시/장소

:

면담자

:

1. 면담 참여자 정보
1) 성명 (가명): 000
2) 성별 : 남/여
3) 학생선수와의 관계(학년) :
4) 특이사항:

2. 면담관련 기본 정보(면담을 수행하게 되기까지)

3. 면담 내용
면담자
참여자
면담자
참여자

4. 잠정적 분석(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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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결과 정리양식(그룹면담 기록지)

그룹면담 기록지(학생선수용)
일시/장소

:

면담자

:

1. 면담 참여자 정보
번호

성명(가명)

학년

주요 특징

1
2
3

2. 면담관련 기본 정보(면담을 수행하게 되기까지)

3. 면담 내용
면담자
참여자
면담자
참여자

4. 잠정적 분석(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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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록 8] 연구결과 정리양식(관찰 기록지)
2019 년

월

일

요일

관찰 현장 : 훈련 / 교육 프로그램 / 기숙사 / 교실 / 기타(
<필드노트>
시간

관찰 내용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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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분석

)

Abstract

Practicing the Humanistic Sports
Programs to Develope Sport Literacy
for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Dowon Kw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humanistic sports programs to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and

explore

the

potential

and

effectiveness developing sports literacy through the program.
Based on thi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ed. First, how
are the humanities physical education programs organized and
implemented for the training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Second, what factors of sport literacy improved through the
humanities

sports programs?

Third, what

factors affect

the

change in sport literacy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20 months from July
2018 to February 2020. The study participants numbered 29 in
total, covering 2 school sports coaches, 10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10 parents, and 7 school teachers. The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s and
local documents.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have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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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tages of transcription, topic-specific fragmentation and
topic generation using spiral data analysis presented by Creswell
& Potth (2017). In addition, three strategies were us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multi-disciplinary analysis,
review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sultation

among

colleagues were ena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umanistic sports
programs was aimed at fostering players sport literacy in the
high school basketball team, and was aimed to customiz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rior studies that failed to protect students'
right to study. The humanities sports programs not only affected
improvement of players’ basic academic ability but also their
athletic ability. Second, the sport literacy skills that improved
through the humanities sport programs have changed in terms of
athletic performance, athletic intelligence, and athletic mind.
Third, five factors that influenced such change were identified as
participants, contents, methods, environment and coach.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humanities sport program,
first, the humanities sport program should be organized to reflect
the needs of the members of the athletic department. Second,
th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Third, the humanities sport program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ultimate purpose of long-term practice.
With regard to sport literacy skills nurtured by high school
players, first, sport literacy fostered through the humanities sport
programs should contribute to the wholeness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and have excellent effect on improving basic
academic skills. Second, while practicing the humanities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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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e should instill a belief that we can improve the
enclosed culture of athletic teams through communic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athletic department.
Finally, the suggestion for practicing the humanities sports
program, the program conductor should serve as a guide for
communication in the athletic department. Second, the program
conductor should treat the coach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so that they can be perceived as partners. Third, in order to
develop diverse and high-quality humanistic sports programs, the
program conductor and coaches should be enthusiastic about
self-development to build up sport literacy. Fourth, we should
actively draw financial investment from schools to implement
various

humanistic

sports

programs.

Fifth,

efforts

by

the

program conductor and coaches are needed to ensure that
players are recognized as outstanding students within the school.
The suggestions for study of humanistic sport program and
follow up study are as follows: First, quantitat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simultaneousl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hanges in sport literacy that occur to players through a
humanistic sport program. Seco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humanistic sport programs tha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ports and age groups is needed. Third,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sport

literacy

comprehensive

through
study

humanistic

should

be

sports

conducted

programs,
throughout

a
the

personal growt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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