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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포츠는 여학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

- 여학생 운동향유 방식 탐색을 통한 

운동소양 함양 방안 모색 -

민      형     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여학생들의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여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문제는 1) 여학생은 어떠

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가? 2) 여학생의 운동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3) 여학생의 운동향유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방안들

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는 다양한 사례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구

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전

체 과정은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결론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유목적

적 표집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교사를 최초 12명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

준은 1)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갖춘 체육교

사, 2)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을 통합한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 3) 학교유형(공학/여중), 교직 경력, 성

별, 지역 등과 같은 학교 현장의 다양성 반영 이다. 이와 같은 선정 조건

을 충족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 6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각의 연구참여교사들에게 그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여학생들 중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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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12명의 여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

정의 기준은 1)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는 여학생,

2)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표현하

는 여학생, 3) 위의 두 조건에 부합하며, 부모님과 함께 본 연구의 참여

에 동의한 여학생 이다. 자료수집은 면담, 비참여 관찰, 현지 문서, 온라

인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Wolcott(1994)가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면서도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여학생

의 운동향유 방식을 탐색하기 위한 틀로 최의창(2013)이 제시한 운동향

유 15+를 활용하였다.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을 탐색하기 위해, 여학생

의 학교 생활부터 일상생활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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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은 5가지로 나타났다. 1) ‘수행향유’는 운

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근본적으

로 인간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된 방식을 의미하며, 통상적으

로는 운동을 게임으로 즐기는 방식을 말한다. 2) ‘관전향유’는 운동에 관

한 내용을 학습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기’, ‘읽기’, ‘듣기’가 이에 해

당된다. 학습자가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고, 기존의 개념과 적절히 통합함

으로써, 최종적으로 발전적인 형태의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3) ‘표

현향유’는 이전에 받아들인 체험을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형태로 표출하

는 방식으로, ‘쓰기’, ‘말하기’, ‘그리기’, ‘만들기’, ‘부르기’가 있다. 운동에

내재된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표현향유 방식을 통

해 운동체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4) ‘탐색향유’는 운동에 관한 반

성적 성찰과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셈하기’, ‘생

각하기’가 있다. 운동체험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운동에 관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삶의 맥락과 연계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5) 

‘감흥향유’는 운동체험을 통해 학습자의 마음에 감성과 울림을 주는 방식

으로, ‘모으기’, ‘느끼기’, ‘나누기’, ‘사랑하기’가 있다. 운동에 담긴 가치와

의미들을 내면화하여 삶을 보다 가치롭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향유 방식들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문화로서 폭넓게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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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향유를 의미로서 깊이있게 즐기는 방식으로, 삶의 맥락과 더욱

연관 깊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유기적이고 순환적으로 향유되고

있었다.

둘째, 운동을 향유하는 체험이 시작되고, 넓어지며, 깊어지는 데에는

개인, 타인, 프로그램, 환경/문화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운동

향유체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시작하는 데에는 개인적 성향 및 특성,

친구들의 추천이나 권유, 향유를 위한 다양한 시작점을 제공하는 프로그

램, 자신과 맞닥뜨리는 주변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운동향유

체험의 폭이 넓어져 지속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데에는 여학생의 학습성

향,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과정을 인정하는 평가, 긍정적인 학교체육 문

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운동향유체험의 깊이가 더해져

운동을 의미있게 즐기는 데에는 운동향유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교사의

확고한 신념, 서사적인 차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는 운동을 높게 보

고, 넓게 보며, 길게 보고, 깊게 보는 것을 제안하였다. 운동향유체험을

높이는 주요원리로서 주체성, 공동체성, 맥락성, 연계성, 지속성, 다양성,

서사성, 통합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운동향

유의 주체적 체험 증대, 사회적 관계를 통한 향유체험 확장, 삶과 연계된

향유체험 제공, 향유체험 간 연결성 강화, 지속적인 향유기회 보장, 향유

기회의 다양성 확보, 운동에 대한 서사적 접근 강조, 향유내용의 통합적

연계 노력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체험을 위한 실

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운동향유 방

식들을 활용하여 여학생들에게 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체육교사 스스로가 운동을 인문적이고 서사적으로 체험하는

향유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체험이 평생동안 지속

되기 위해서 학교 내·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향유체험을 더 깊이있게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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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동을 즐기는 향유방식들을 추가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운동향유를 뒤늦게 시작하는 운동향유 후발주의자들의 체험을 밝혀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총체적인 관점에서 운동향유체험 과정을 탐

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운동향유체험, 운동소양, 운동향유, 여학생 체육, 체육교육,

다차원적 접근, 피지컬 리터러시

학 번 : 2018-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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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체육교과는 신체활동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5). 즉,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영역의 발달을 도모하여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신체활동

을 즐기면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향유 능력의 토대를

만들어준다. 특히,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은 평생체육과 직결됨으로

(Kirk, 2005), 청소년기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체육교육 경험은 운동을 향유하고

자 하는 태도와 능력의 기초가 된다. 더욱이 능력 계발과 습관 형성은 오랜 시

간에 걸쳐 내면화되는 향유 체험과 교육의 결과물이므로, 모든 국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데 발판이 되는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따라서, 학교체육은 ‘모든 청소년의 전인적 성

장과 평생 체육의 도모’라는 체육교육의 목표를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동안 여학생 체육활성화 노력은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실

천적 · 학문적 · 제도적 측면 등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정현우, 김대희,

2016). 우선, 학교체육에서 여학생에 대한 관심은 현장에 있는 체육교사들의 고

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 교육기본법 내 남녀평등교육 증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부가 혼성학급을 권장하면서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의 어

려움은 더욱 심각해졌다(한태룡, 2010). 이에 대한 체육교사들의 대응, 성 평등

에 관한 의식, 여학생의 소극적인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여학생

체육활성화의 출발점이 되었다(진연경, 이현석, 2016).

현장중심의 실천적 논의는 학문중심의 이론적 논의로 이어졌으며, 2002년부터

여학생 체육활성화 관련 연구들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김원정, 홍애령, 2017). 여

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연구는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태도, 만족도 등

에 관한 연구(김경숙, 김종호, 안혜임, 2016; 김선주, 2017; 김영희, 2015; 맹이섭,

김미혜, 조성식, 2015; 박인희, 2009; 심재원, 2009; 이윤지, 2009), 여학생의 신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곽민석, 조운용, 2015; 김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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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영현, 2019; 정상현, 2018; 정은은, 2018; 조성식, 김효진, 맹이섭, 2014; 

Gibbons, 2009),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모색하거나 프

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보는 연구(김경우, 2011; 김윤희, 2010; 김정희, 김재운,

2017; 류춘옥, 2014; 손윤미, 2014, 이정민, 2011; 조연우, 2013; 홍연종, 2016) 등

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 관한 연구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 사회적

배경, 문화적 환경, 젠더 등에 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김윤희, 2007; 강유석,

2011; 유상석, 2012; 이창섭, 황성하, 여정권, 2011; 황성하, 이창섭, 2014; 

Constantinou, Manson, & Silverman, 2009; Azzarito & Solmon, 2006)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미시적 · 거시적 관점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학생 체육 활

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한태룡, 2010; 이규일, 최

윤숙, 2010; 이옥선, 전세명, 2012;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여학생 체육 관련 연구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학문중심의 이론적 논의는 현장중심의

실천적 논의와 함께 제도중심의 정책적 논의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김동식, 장

용구, 2015).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개정된 조항에 따라 매년 단위학교별

여학생 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여학생이 선호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스포츠클럽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분리수업 권장, 여학생 친화적인 시설 마련, 교재

및 용구의 기준 확보, 여학생 선호 종목 중심의 활동 제공 등과 같은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2018)에서는 여학생 스

포츠 리더단, 여학생 스포츠 SNS 기자단, 여신 50+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학

교에 보급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탈의실 설치를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 감성적

체육환경 등 체육시설환경 조성과 변형게임, 뉴스포츠, 표현활동 등의 여학생

친화적 수업내용,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 특기적성 등의 정과 외 체육활동

제공 등의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

다.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따르면, 여학생

이 주2회 이상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2.7%로 나타났으며, 이

는 2015년 27.3%에 비해 15%이상 증가 폭을 보였주고 있다. 또한,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도 2015년에 59.2%에서 2018년 39.6%로 약 20%정

도 감소하고 있었다. 나아가, 2014년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여학생 9,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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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이 체육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교육부, 2019)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교는 2016

년 1,500교에서 2018년 1,700교까지 증가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에 대

한 설문에서 여학생의 약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탈의실 설

치 현황에서도 2017년 5,710교에서 2018년도 6,435교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노력과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남녀 학생 간의 신체활동 참여 격차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보건복지부,

2018)에 따르면, 주 5일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여학생은 7.1%로

남학생 20.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8 국민생활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에서도 일주일 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은 26.6%인데 비해, 여학생은 39.7%로 보고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학

생의 정과 외 체육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OECD(2017)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율은 회

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72개국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86%가 “정규교과 외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정책은 이미 양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진연

경, 이현석, 2016), 여학생의 신체활동 비참여 문제, 개선방안 등은 계속 반복 ·

순환되는 이야기라고 비판받고 있다(권민정, 2012; Oliver & Kirk, 2015). 즉, 기존

의 여학생 체육활성화 접근이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장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로 그칠 가능

성을 염려하는 것이다(권형일, 권민정, 손환, 2012; 정현우, 김대희, 2016; 진연경,

2017). 실제로,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률, 지역리그 및 전국대회 참여

학생수 등은 최절정을 이뤘던 2015년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정책 집

행을 위한 현장의 실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기존의 접근 방식의 문제는 첫째,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종목 확대, 참여 시

간 증가와 같은 양적 측면만 조명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차원에 집중하

고 있다(김동식, 장동규, 2014). 이로 인해 운동체험의 질적 측면들이 간과되고,

여학생의 인식 형성에 미치는 다양한 맥락들이 고려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학생

의 신체활동 체험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동체험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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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김원정, 홍애령,

2017) 둘째,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주로 학교스포츠클럽과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등의 정과 외 체육활동에 집중되어 있다(정현우, 김대희, 2016). 대부분

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정과외 체육활동은 소수의 학

생들로 구성되며, 운동을 ‘잘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소수의 소수들을

위한 활동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체육수업과 면밀하게 연계하고, 운

동을 ‘잘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함으로써 모든 여학생의 운동체

험을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학생들의 학습성향이나 특성을 깊이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운동에 접근

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간과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과제’(Kimura,

2000)와 ‘언어적 과제’(Kramer, Yaffe, Lengenfelder, & Delis, 2004)에서 높은 능력

을 보이며, 여학생은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호한다(Gurian, 2001). 따라서, 여학생

의 학습성향이나 특성들을 고려한 다양한 참여 유형별 접근을 통해 모든 여학생

의 운동체험의 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이옥선, 전세명, 2012; 정

겨운, 2015; Flintoff & Scraton,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운동을 평생동안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운동소양’(Sport 

Literacy)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적 개념으로 주목할 만 하다.

운동소양은 운동을 몸과 머리, 마음으로 즐기도록 하는 운동 능·지·심이 하나로

어우러진 전인적 자질을 말한다. 최의창(2012)은 Whitehead(2010)가 제시한

Physical Literacy1)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새로

운 개념으로 탄생시켰다. 그는 PL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0세부터 100세까

지 전 생애 동안 신체활동을 추구하고 지속하는 종합적 자질로서, 학교체육 ·

생활체육 · 전문체육을 관통하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체

화적 관점에서 신체(Body)와 기본 움직임(Fundmental Movement)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였다(최의창, 2018). 그는 운동을 “문화적으로 가치로운 인간의 실

천 활동”(Arnold, 1997)으로 간주하고, 보다 넓고 깊은 차원의 문화로서 이해되

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운동이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체험을 강조함으

로써, 지나치게 운동을 체력중심, 기능중심, 게임중심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렬하

게 비판하고, 운동의 또 다른 측면 즉, 운동의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문학 등

의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최의창, 1997; Anderson, 2002;

Charles, 2001), 이를 통해 개인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주고자 하였다

1) 이하 편의상 약어인 PL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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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 2005).

따라서, 운동소양의 개념은 여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평생체육의 도모라는 체

육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자, 포화상태에 빠진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막힌 숨통을 터주는 핵심적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 운

동을 ‘잘하는 것’에서 벗어나 ‘즐기는 것’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여학생들 본인

들의 특성과 학습성향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차원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로, 각각의 방식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전이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방식들이 강

하게 연결됨으로써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 방식이 ‘일차원적 참여활성화

접근의 잘하기 방식’이라면, 운동소양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접근 방식은

‘다차원적 체육활성화 접근의 즐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운동소양의 개념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운동의 서사적 차원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참여의 효과와 요인들을 분석

하고 밝혀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사적 차원의 속성을 포함하는 통합

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문경남, 2017; 백승현,

2018; 정원석, 2019; 조연우, 2013; 한유정, 2017; 홍연종, 2016; 최재영, 2019). 이

들 연구는 그동안의 체육교육이 운동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한계점을 인

식하고 보다 통합적인 접근에서 운동소양의 3차원인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직·간접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온전한 사람(whole 

perso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한유정(2017)은 운동소양의 진

로교육 가능 성을 탐색하여 체육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진로

능, 진로지, 진로심의 ‘진로소양’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은 체육수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운영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개발 되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나고 성장하는 변

화 또는 효과들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한시킴으로써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의 체

험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못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의 변화에 미치는

학교 밖의 영향 요인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연구의 범위가 거시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운동소양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운동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축적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발휘하고 즐기는 운동향유의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



- 6 -

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긍정적인 운동경험을 향유하고 있는 방식이

나 모습들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없었다. 한유정(2017)은 운동향유를 돕

는 수준에서 서사적 활동이나 교과로 융합된 과제에 참여하며 나타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 학생들이 향유하고 있는 방식이나 모습들은 다루고 있

지 못하고 있다. 문경남(2017)은 운동향유에 대한 기대효과 측면에 대해 언급하

고 있으나 최의창(2013b)의 향유 차원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특히, 향유라

는 개념 자체가 갖는 과정이 아닌 향유의 기대효과를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계점을 가졌다. 정겨운(2015)의 연구에서 능지심의 참여양상을 드러내주긴 하

였으나 참여와 향유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향유

방식의 탐색을 통해 여학생들이 문화로서의 운동향유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향유하

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탐색하여 그러한 체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

가오는 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학교뿐만 아니

라 거시적인 측면까지 파악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 제고를 위한 학교

체육에서의 역할과 실질적인 방안들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학

교체육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여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운동 체험의 어떤 점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운동을 즐기고 있는 여학생들의 다양한 향유방식을 탐색하고 그 과

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향유의 방식,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체육의 맥락에서 여학생들

의 운동향유력의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첫쨰, 여학생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가?

둘째, 여학생의 운동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여학생의 운동 향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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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운동소양｜ 운동소양이란 체육교육의 목적으로서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

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자질 또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운동

소양은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으로 구성된다. 운동

능은 운동을 실천해내는 신체적인 능력과 기능적인 재능을 뜻하며,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인지적인 능력과 지성적인 자질을, 운동심은 운동에 대한 심성

적인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한다. 즉, 운동소양은 운동을 머리로 알고,

믐으로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능·지·심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성품과 자질을

지칭한다.

§ ｜운동향유력｜ 운동향유력이란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김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 운동향유력은 능향유(能享有),

지향유(智享有), 심향유(心享有)로 구성된다. 능향유는 운동을 몸으로 실천하

고 누리는, 지향유는 운동을 머리로 이해하고 즐기는, 심향유는 운동을 마음

으로 느끼고 맛보는 것을 뜻한다. 즉, 운동향유력은 운동의 능·지·심의 소양

이 능·지·심의 형태로 발휘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여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실시

되었기에 모든 여학생의 운동향유력 증진을 위한 측면을 일반화시키기에 어려

움이 있다.

운동을 향유하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 또는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연구 기간에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방식, 영향요인 그리고 운동향유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밝

히는 것이 다소 한정적일 수 있다.

운동 향유는 긍정적인 체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촉진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상대적으로 저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는데 제

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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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 현황 및 실태

가.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현황

학교체육에서의 여학생에 대한 관심은 ‘양성평등’이라는 국가·사회적 요구와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체육교사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

되었다(진연경, 2016). 90년대 후반 교육기본법 17조의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혼성학급이 권장되면서 체육수업에

서는 여학생들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였다.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정책의 시행이

체육수업에서는 오히려, 여학생들에게 소외를 가져오게 된 셈이다. 따라서 체육

수업 내에서 여학생들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주된 관

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된 결과, 2012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여학

생 체육활동 참여 증진과 관련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기반

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분주하

게 일어나고 있다(진연경, 2017).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은 42.7%로 나타났다. 이

는 2012년에 보고된 20.9%에서 21.6%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여학생 체육

참여의 높은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3년이 지난 2015년에는 27.3%의 수치

를 보여주어 15.4%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10대 여

학생들의 차이도 2012년에  72.9%, 2015년에 59.2%, 2018년에 39.7% 비율을 보

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10대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비참여 경험은 상대적으로 감

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렇다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어떠한가? 비록 최신의

자료는 없지만 2014년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여학생 9,4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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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69.6%가 ‘체육수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

으며, 72.8%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체육수

업의 선호도에 있어서도 68.5%의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2019년 2월에 교육부에서 공표한 <2019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의 2018년

도 학교체육 정책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교가

2016년 1,500교에서 2018년 현재 1,700교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학교스포

츠클럽 활동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의

대략 80%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고의 성과로 여겨진다. 그동안 신체활동이 여학생을 ‘주변화’시

시키고 ‘남학생의 전유물’(조성식 외, 2014)로 간주되고 있었던 심각한 사태는

이제 조금씩 그 허물을 벗어가면서 신체활동이 여학생을 ‘정상화’시키고 ‘여학생

<그림 1> 10대 여성의 체육활동 연도별 참여 비율

<그림 2> 여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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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물’로 인식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제도나 실천 그리고 연구와 같은 전 방위적 노력에 의해 발

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

주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의 실천 의지와 개선의 열정 등이 동시에 발현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수립된 <2019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과제

는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학교체육 내실화의 하위 실행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데 하나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학생 체육활

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표 1>과 같이 학교측면에서 모든 학교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

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비율 이상 여학생들 선호 종목을 토대로 학교스

포츠클럽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내용측면에서 여학생들이 선호하거나 참여하

기 쉬운 종목을 선정하여 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여학생이 희망할

경우 분리수업으로 실시하며,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

영토록 하고 있다. 환경측면에서는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체육활동 기회를 평등

하게 제공하고, 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실내체육실 확충과 탈의실 설

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9년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교육부, 2019)

영역 세부내용

1. 여학생 체육 활성화

①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학교 계획 수립
②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
는 종목으로 운영
③ 여학생 선호 종목 및 참여가 쉬운 종목 등을 수업에 활용하고, 양성
평등적인 체육수업 환경 조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④ 중 · 고등학교 혼성학급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남녀를 구분하
여 체육수업을 운영하건, 혼성팀으로도 운영 가능한 종목 적극 활용
⑤ 연구학교 운영 : 여학생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현 연구

2. 여학생 체육 활성
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실내체육실 확충 :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공
간을 재구성하여 선호 종목과 쉬운 종목운영
② 탈의실 설치 : 탈의실 미설치 남녀공학 중 · 고교에 우선적으로 탈의
실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 신설 및 체육관 증·개축 시 탈의실 설계 반영

< 표 1 > 여학생 체육 활성화 실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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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은 교육 분야에서만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방과 후 스포츠 프

로그램 사업을 통해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

여 일반 학생들의 올바른 체육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안 프로그램’은 대한체육회에서 배치한 스포츠강사가 학교로 직접 배정되

어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 총 30주 동안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 ‘학교 밖 프

로그램’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의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총

30주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체육백서, 2016). 이러한 학교 안 밖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여건 상 운영이 어려운 수영, 볼링, 승마 등 다양한 종목들을 지역체

육시설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지원과 함께 지역별 시도 체육회 및 교육청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관련 행정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여학생들의 운

동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18년 운영종목 : 축구, 힘

합&재즈/리듬체조, 피구, 치어리딩, 요가, 탁구, 배구, 농구, 플라잉디스크, 소프

트볼/티볼, 풋살, 레이저런(사격+육상), 핸드볼, 테니스)을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주 1∼2회 지도하였다(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18).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과 체육단체의 협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

의 체육활동 참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남학생의 체육활동 참여율과 비

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서 주 5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6.1%인데 반해 남학생은 11.0%로 거의 2배 가까운 참여율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 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고 대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26.6%로 나타난데 비해, 여학생은 39.7%를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18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운동에 참여한 성별 학생의 비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학생의 운동 참여율은

남학생의 20.3%에 비해 7.1%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은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체육활동이 학교 체육수

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체 회원

국 35개국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학생 비율(42.9%)이 OECD 평균(66%)보다 

20%가 낮게 보고되었으며 OECD 35개국과 더불어 37개의 비회원국을 포함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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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중 꼴지의 영예를 안아 세계에서 가장 안 움직이는 한국 학생으로 전 세계

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다.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들의 88.6%가 체육수업 외의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 외 체육활동 참여율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국민생

활체육 참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교외 체육활동 참여 여부 조사에서 80.9%

의 학생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정규 학교체육 외 생활체

육강좌 및 강습 경험 여부 조사에서 여학생들의 72.7%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학교체육을 제외한 생활체육 참가에서 여학생의 비참여율이 84%로 나타난 한태

룡(2010)의 연구와 생활체육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이 91.7%로 나타난

유의동(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정고 체육수업과 체육수업 외 체육활동의 차이는 체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

는 학생들의 참여 선택권의 유무에 있다. 성인기의 체육활동 참여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

한 자발적 참여는 성인기에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물론,

정과 체육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정과 체육활동

이 가장 핵심이다. 그것은 체육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토록 하며 학생들이

느끼지 못했던 운동의 체험들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의존적인 배움의 존재에서 독립적인 향유의 존재로 변모하도록 도와서 학

교체육이 평생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옥선, 전세명, 2012).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평생 동안의 체육활동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 시기’(곽민석, 조운용,

2014)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의 관건은 ‘체육교육’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Kirk(2010)는 전 생애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해야 하는데 체육교육의 근본적인 목

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 체육교육자들이 이러한 학교체육의 목

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학교체육은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시켜줄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체육활동 참여

의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해줌으로 평생체육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체육

수업을 통해서 체육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쌓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체육수업과 더

불어 그 외의 활동에서 이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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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육기본

법에 남녀평등 증진법이 제정되고 학교체육진흥법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조항이 개설됨에 따라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특히, 교육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체육단체 기관의 협조까지 가세하여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정과 외 체육활동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결

과들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따

라서 다음 장에서는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어떠한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학생 체육활동 현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한다.

나.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학

생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밝혀준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여학생들이 신

체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고와 내면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1) 긍정적 인식

체육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습관 형성은 평생 체육활동 참여에 직결된

다(Kirk, 2005). 특히, 학령기에 있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평생 동안 신

체활동 참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정현우, 김대희, 2016). 따라서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은 평생체육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어준다.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해 가지

는 긍정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체육수업’, ‘동료관계’, ‘체육교사’, ‘체육환경’으

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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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수업

체육수업에서의 재미는 학생들이 체육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Ewing & Seefeldt, 1988; Kintzler, 1999; Prochaska, Sallis, Slymen, & Mckenzie, 

2003). 따라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수준

에 적합한 수업내용 제공을 통해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관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게임이나 흥미 위주의 수업’(임경선, 2014;

정은은, 2018), ‘뉴스포츠 중심의 수업’(김경우, 2011, 류태호, 이병준, 2006; 김낭

규, 2009; 김혜진, 2008; 최영효, 2008), ‘표현활동을 통한 수업(김현숙, 조진영,

2010; 이연수, 원세정, 2013; 이주현, 2013; 이아름, 2017; 박사라, 2018)’ , ‘경쟁

보다는 감성위주의 수업’(김윤희, 2010)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

학생들은 운동기술을 반복하는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수업보다는, 본인들이 주체

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뉴스포츠나 변형게임을 선호하고 있었다(한정

환, 2009). 특히, 뉴스포츠는 보다 여학생들이 조작하기 쉬운 도구를 적용하고

게임 규칙의 변형을 통해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보다 쉽게 즐기도록 해준다

(조현아, 2011; 김경우, 2011).

또한,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건강과 체력의

향상’, ‘스트레스 해소’,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핵심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한태룡, 2010; 황의룡,

황철상, 2013; 정경원, 2015; 정은은, 2018). 최근 들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운동

효과에 대한 결과물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학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하에서 규칙적인 체육활

동 참여가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병준, 김윤희, 2004)는 점은 여학생

들에게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다.

나) 동료관계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동료들과의 관계

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요 타자로서 동료의

존재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들에서는 체육활동 내에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 15 -

촉진하는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윤희(2010)는 여학생들에게 모둠활동과

역할부여는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신체활동의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

는 전략으로 ‘협력 강조’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조연우(2013)는 융합적 체육수

업을 통해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육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인 활동보다는 패별 활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체육교사

한태룡(2010)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항목에서

‘체육선생님에 대해 만족한다.’, ‘체육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하신다.’ 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여학생들은 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열정적인 교사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돈독

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이지은,

2013). 이러한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정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여학생

들에게 체육수업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친절하고 자상

하며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종합적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를 희망하고 있다(김

보현, 2009; 김혜선, 2002). 또한,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나

타나는 교사의 언행, 표정, 몸짓, 어조 등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

한 요인이 된다(정현우, 2010).

한편, 여학생들은 여자교사를 더 선호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 왔다(김보연,

2009; 정인혜, 2012; Carrington, Tymms, & Merrel, 2008; Lingard, Martino, Mills, 

& Barr, 2002). 남자교사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여자교사가 이해해줄 수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여학생들의 성향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교과 특성상 남자교사가 신체능력이 더 뛰

어나고, 시범을 잘 보여주거나 수업 지도를 잘해주며 성적에 대해서도 여자교사

보다 더 관대하다는 이유로 남자교사를 선호한다고 밝히는 연구(맹이섭, 김미

혜, 조성식, 2015; 이성재, 2018)들이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남녀 성별에 따른

여학생 교육에는 긍정적 · 부정적 측면들이 모두 존재함으로, 특정성별을 지닌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라) 체육환경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감성적인 환경은 신체활동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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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2010). 특히,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깔끔한 시설, 깨끗한 용기구, 세련된 환경 등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의실이나 샤워실 설치가 여학생 체육을 위한 환경 조성

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실내 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용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게임 방식(김문휘, 이규일, 2008), 음악을 활용한 체육

수업(정겨운, 2015) 등이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2) 부정적 인식

일반적으로 중등학교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

정적이고 자신감없는 태도를 보이며 (Greendorfer, 1983; Griffin, 1984, Lirgg, 

1992; Walling & Martinek, 1995), 체육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덜 중요하게 인

식(McDonald, 1990, 박미리, 2009)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한태룡 외(2010)의

연구에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체육수업 인식의 차이는 ‘체육수업 중요도’, ‘체

육수업 선호도’, ‘체육수업 참여도’, ‘체육수업 만족도’, ‘체육교사 만족도’ 등에서

그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

적인 측면들을 ‘체육수업’, ‘동료관계’, ‘체육교사’, ‘체육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가) 수업내용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요구하는 수행 기준이 본인들의 운동수행능력에 비

해 다소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준 달성을 위한 연습기회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정은은, 2018).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는 여학

생들로 하여금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이는 여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소극적 참여를 유발하고, 심각하게는 회피적 성향을

형성시킨다(이병준, 김동환, 2012). 이러한 결과가 지속되면, 여학생들은 체육활

동 참여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운동에 소질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학생들은 자신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따라 하기 어려운 활

동, 신체접촉이 빈번한 활동, 복잡한 규칙과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는 남성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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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포츠 종목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김문휘, 이규일, 2008; 김

윤희, 2005; 홍원택, 곽은창, 2000).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허들이나 뜀틀과 같

은 도구들이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드린다(권지언, 2009; 박인희, 2009). 혼성학급 내에서 남성 중심의

체육활동은 종목 특성상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동료들 간의 관계

를 악화시키고(이병준, 김동환, 2012), 수준 차로 인해 남학생들의 경기를 관람

하는 치어리더 역할로 치부되거나 체육활동 공간 구석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역

할로 한정된다. 그동안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기능중

심의 전통적인 체육수업(유응욱, 김종욱, 2002; 조두호, 2005)으로 간주되어 왔으

며 이러한 전통적인 체육수업은 여학생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하는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김수덕, 2003; 류태호 이병준, 2006; 안근환, 2007;

정겨운, 2015; 김태현, 2016)

나) 동료관계

여학생들의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

이다(김윤희, 2010). 특히, 체육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팀 스포츠 경기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학생들에게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라는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여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온다. 김동환, 이병준(2012)은 여학생들이 피구경기 중

공을 던지고 맞추는 행위를 친구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이겨야 하는 팀 경쟁 싸움에서 동료의 실수하는 행위와 잘못된 수행은 같

은 팀 동료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서로의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수행평가와 같은 민감한 부분과 연관

되어 있는 팀 과제 활동에 있어 여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동료를 시샘하기도 한다(이지은, 2013). 따라서 여학생들은 위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체육활동은 여학생들 간의 관계를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다) 체육교사

유상석(2002)은 여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은 주로 ‘중학

교 시절’에 이루어지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육교사’를 지목

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체육교사는 실제 수업에 있어 여학생에 비해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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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강신

복, 1991; 강신복 외, 2002; 권순정·곽은창, 1999; 배미해, 2001, Dunbar & 

O'sullivan, 1986; McDonald, 1990) 이러한 성차별적인 체육수업 행위는 여학생들

에게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은은(2018)은 교사들이 ‘운동

기능이 낮은 여학생들을 배제하는 경향’ ,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교사들

의 태만함’, ‘수업태도 형성을 위한 강압적인 분위기 제공’ 등으로 인해 여학생

이 체육활동 참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 성별에 따

라 여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알아본 김지수(2016)의 연구는 여학생들의

83.5%가 남자 체육교사를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 ‘몸이 좋

지 않을 때 말하기 꺼려짐(61.4%),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감(17.1%)’, ‘움직일 때

선생님이 보는 불편함(8.3%)’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여교사가 불편하다고 응

답한 비율은 39.5%였으며, 그 중에서 ‘여학생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4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교사가 대화하기는 편하지만

자신의 말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너무 쉬

운 수업 진행(36.3%)’, ‘시범의 부족(12.6%)’ 순으로 여교사에 대한 불편함을 제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성별 차이나 교사들의 여학생에 대한 이해 부

족은 여학생이 체육활동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체육환경

수업 환경 요인은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체육시설 및 날씨 요인은 여학생들에

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권순철, 2004; 김미

영, 2014; 김민지 ,2011; 김수덕, 2003; 김윤희 , 강신복 2000; 김진필, 2015; 유창

재, 김영수, 이대영, 2012, 정은은, 2018). 따가운 햇볕에 얼굴을 그을리기를 싫어

하고,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린다거나, 운동장의 먼지 등과 같은 요인이 바로 그

예이다. 그리고 부족한 체육교구, 체육관의 부재, 노후화된 시설, 탈의실 및 샤

워실의 부재 등과 같은 시설적인 환경들 또한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데 요인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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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양상

스포츠 참여 양상에 대한 파악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양상 탐색은 현재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참여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여러 유형들이 나타

나는 원인들을 파악하여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따

라서,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 양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옥선(1996)의 연구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특성에 따라

참여유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옥선

(1996)은 초등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유형으로 ‘열심몰두형’, ‘참견형’, ‘바뀌치기

형’, ‘볼걸-볼보이형’, ‘샌님형’, ‘요령꾼형’을 도출하였다. 여학생들은 운동기능 수

준이 높은 ‘열심몰두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동기능 수준이 낮아 신체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유형들로 구분되었다. 특히, 남학생들에게 충고를 듣거나 자신

의 수준에 맞지 않아 과제를 수정하는 ‘바뀌치기형’,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

동을 기피하는 ‘요령꾼형’에 주로 소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능

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교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

에 맞는 과제, 학생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체육수업 참여유형을 살펴본 전호정(2002)의 연구에

서는 ‘시샘형’, ‘눈치형’, ‘치장형’, ‘포기형’, ‘왕따형’, ‘노력형’, ‘적극형’의 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시샘형’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 성적에 관심이 더 많은 유형이고, ‘눈치형’은 운동수준이 낮으며 또래와 잡담

하기를 좋아하고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데 관심을 갖는 유형이다. ‘치장형’은 복

장과 외모에 관심을 두는 유형, ‘표기형’은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지녀 스포츠활

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 ‘왕따형’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 ‘노력형’은 스포츠 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중간정

도의 운동수준을 지니며 성적에 집착하는 유형, ‘적극형’은 소수의 여학생들에게

만 나타나는 운동기능 수준이 높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 저해요인을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분류하

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준별 학습, 협력적 학습, 규칙 변형, 교사의 인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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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 특성에 따른 구분과는 다르게,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내용(종목)을

기준으로 유형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었다. 한태룡 외(2010)의 연구에서, 남학

생들은 ‘축구’, ‘농구’ 등의 종목들이 가장 즐거웠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여학생

들은 ‘피구’, ‘배드민턴’, ‘줄넘기’등을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앞으로 체

육수업에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종목들을 묻는 질문에서 여학생들은 ‘사격’, ‘스

케이트’, ‘수영’, ‘롤러스케이트’ 등과 같은 평소 체육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종

목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들은 기존의 체육수업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던 전통적인 스포츠 활동보다는 새롭고 흥미 있는 그리고 실제 여

가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

학생들의 체육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보다 참신하고 다채로운 스포츠

활동들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강순(2015)은 초등교육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

해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경향을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활동 내

용 영역인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으로 구분지어 제

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경쟁

활동, 표현 활동, 건강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여학생들

이 따라하기 쉬우며, 여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

다. 반대로, 여학생들의 수동적인 참여를 보이는 활동은 경쟁활동, 건강활동, 도

전활동, 표현활동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도구나 공을 다루는 데 서툴고, 2차 성

징에 따른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여학

생들이 따라하기 어렵고 참여하기 어려운 수업보다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참여

가능한 활동 위주의 클럽활동이나 특기적성활동을 증가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여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형성해내는 독특한 하위문화를 밝혀낸

연구도 있다. 권민정(2012)은 ‘내숭문화’, ‘풍류문화’, ‘아지트 문화’, ‘철새문화’의

총 4가지의 여학생 문화를 도출하였다. ‘내숭문화’는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성적이지 못하며,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는 그들의 특유한 속성

이 내면화된 문화를 의미한다. ‘풍류문화’는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외부적의 시선으로부터 얻게 되는 멋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발현되는 멋을 누리는 문화를 의미한다. ‘아지트 문화’는 여학생들 간에 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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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나 수다를 중시하고,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목을 돈독히 하는 기

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철새문화’는 여학생들의 특유의

타인을 향한 성향 즉, 관계에 호소하는 여학생들 특유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성에 대한 성 고착화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

성된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였으며 스포

츠 활동과 상관없이 그들만의 아지트 문화 형성은 양면성을 지님으로 교육적

방향성의 고취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들은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특성들을 파악

하여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겪는 주관적인 체험과 신체활동에 대

한 인식,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각각의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공통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특성이나 성향을 비약적으로 일반화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주관성이 중시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성을 바라볼 때, 여학생들 개인의 관점에서 신체활동 참여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어려움

<그림 3> 신체활동 비(非)참가 이유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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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에는 학교 환경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 여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 비참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여학생

체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점검 틀로,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2013)의 신체적 요인, 인지·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 물리·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신체적 요인

여학생들은 2차 성징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피하지방이 증가하면서

체형이 변화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한성수, 2000). 여

학생들은 신체활동 참여가 자신의 외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으며, 땀을 흘리는 것을 꺼려하고 땀 냄새를 싫어하며 자신의 얼

굴이 그을려지는 것도 싫어한다(조동호, 2008; 양민호, 2009; 김민지, 2011). 특

히, 여고생은 자신의 외모를 내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외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행동을 보인다(최나영, 2012).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기준이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강남순, 2011; 이

근재; 2015).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신체 조건에 대한 불만은 신체활동의 소극적

인 참여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김효철, 2009; 신기호, 2008).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선호하지 않

는 세 번째 이유로 ‘체력이 약해서’라고 답하였다. 약한 체력은 신체의 피로를

쉽게 가져옴으로 신체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송중근,

2017; 이성재, 2018).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체육활동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다. 그 외에도, 초경

과 같은 생리적 요인들로 인해 체육활동에 조심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남교

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윤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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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심리적 요인

여학생들이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요인은 움직이는 것 자

체를 싫어하는 그들의 성향에 있다. 한태룡(2010)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26.3%

가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운동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2015)에서 실시한 2014 전국 여학생 체육활동 현황분석에서 체육

을 기피하는 두 번째 이유로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처럼 여학생들은 운동을 싫어하는 본인의 선천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인해 신

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구, 2010).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을 노는 시간, 자유 시간으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체육

시간에 뛰는 것보다는 체육관 구석이나 스탠드에 옹기종기 앉아서 친구들과 잡

담을 나누는 등의 수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조연우, 2013; 정겨운, 2015).

그리고 혼성수업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운동기능 수준 차이는 여학생들의

참여 기회의 부족, 열등감, 자신감 부족 등으로 연결되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김태현, 2017). 결과적으로, 교사의 지도에 의한 신체활동

의 강제적 참여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여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을 남성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앞서며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판단 능력에서도 앞선다고 한다(한태룡, 2010).

특히, Barron-Cohen(2002, 2003)의 성차이론에서는 여성은 ‘공감하는 능력’, 남성

은 ‘체계화하는 능력’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남녀의 성

향 차이는 체육시간 중 동료의 부상에 대한 남녀의 반응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체접촉이 잦고, 공격적인 성향이 내포되어 있는 스포츠 활동

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회피하게 만들기도 한다(김문휘, 이규일, 2008;

김윤희, 2011). 또한, 여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수동적·의존적·감정적·정서적 성향

을 가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남성적·공격적·경쟁적 성향이 강한 스포츠와 같은

활동이 여학생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하기도

한다.

물론,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의 이러한 성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촉진하게 되면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민감한 사춘기의 여학생

은 상처를 깊게 받는다. 그리고 이들 간에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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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상대팀에 있는 친구에게 공을 던져 위협하는 상황이나 시합에서

실수를 해서 같은 팀 동료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체육수

업 시간에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동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요인

혼성학급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체활동에 소극

적인 참여를 보인다(한태룡 외 2010; 송정근, 2016;). 특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와 신체에 대해 높아진 민감성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남학생과 남교사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긴

다(김윤희, 2010; 류춘옥, 2014; 노수신, 2014; 이하늬, 2018). 예를 들어, 여학생

들은 달리기를 할 때 자신의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이마를 드러내기 싫어서 앞

머리를 누른 상태로 달린다. 그리고 달리는 자세가 남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워

보일까봐 제대로 달리지 않는다. 또한, 뛰면서 비춰지는 자신의 신체 윤곽이 드

러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학

생들의 특성은 체육수업 내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만

들며 결과적으로 체육수업에 대한 소극적 참여와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박은영, 권기남, 양수원, 2006).

한편,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운동과 뇌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

가하고 있다. 운동을 통한 뇌의 물리적인 강화는 뇌를 활성화시켜 학업의 집중

력을 높여줌으로써 성적 향상까지 가져다준다(남윤신, 2012). 실제로, 규칙적으

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

다(김병준, 김윤희,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에 큰 장애물로 간주 되고 있다. 2018 국민생활체

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여학생의 71%가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중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방과후 체육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44.9%가 ‘공부 때문에 또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였다

(황의룡, 황철상, 2013). 특히, 여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의 지속적인 감소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제한

하는 요인임을 반증한다(김경숙, 김종호, 안혜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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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환경적 요인

여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외부적 환경에

민감하다. 우선, 여학생들은 날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무더운 여름에는 땀

에 흠뻑 젖은 상태를 좋아할 리 없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샤워실과 탈의실

의 부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노수신, 2014). 날씨가 추우면 추워

서, 더우면 더워서 체육수업을 기피하며, 햇볕 때문에 얼굴을 그을리기 싫음으

로 운동장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낙후된 체육시설이나 부족한 용기구, 예쁘지 않은 체육복 등과 같은 물

리적인 요인들도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학생 위주의 체육시설 활용은 여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고

신체활동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배제된다고 인식하고 있다(조성식, 김효진, 맹이섭, 2014).

그리고 남학생들은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능력과 체형이 뛰어남으로 일반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남학생

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관중이나 응원하는 역할로 전

락하게 되면서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수업활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복영희,

2007).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남성위주의 전통적인 수업으로

인해 체육활동으로부터 배제되고 주변화 된다(남상우, 이창섭, 2006; 윤대현, 남

상우, 2009; Clark & Paechter, 2007).

2. 여학생 체육 활성화

2013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2016년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

은 여학생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여학생 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정현우, 김대

희, 2016). 여학생 체육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의 수립은 학교체육 현장에서 반

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다양한

정책 현황들을 파악하며,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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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활성화

접근의 위치를 밝히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 법적 수준

미국은 남녀평등교육법인 ‘타이틀 Ⅸ’을 제정하여 여학생에게도 남학생과 동

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

성공적이었다(김성진, 2014).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타이틀 Ⅸ’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이,

정책 개발과 집행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천 노력 간의 연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최근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의

여학생 체육활성화 조항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어 앞

으로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여학생 체

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 양성평등 관련 대표적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기본법

남녀평등교육 관련 조항은 교육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교육기본법 제 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

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 활동에 있어 남녀가 교육에 대한 기

회의 평등과 함께 그 혜택과 결과에 있어서도 균등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역 세부내용

제17조의 2

①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
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표 2> 교육기본법 내 신설된 남녀평등교육관련 법(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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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 17조의 2에서는 남녀평등정신

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할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법제처, 2019a, 진연경, 2016). 그 시책

에는 체육, 과학기술 등과 같이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하도록 하는 교육적 방안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평등교육심

의회를 설치해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증진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선정하는데 교육부 장관의 자문을 응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

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교육기본법에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법제처, 2018).

이와같이, 교육기본법은 학교체육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여학생의 신

체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정현우, 김대희, 2016). 그러나 이는 학교 현장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종미, 2015; 정현우, 김대희, 2016).

2)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법은 남녀가 모든 분야에서

평등의 가치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기위해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

을 전부 개정한 법령이다(주종미, 2015).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

에 관한 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정책에 따른 정부의 책

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성평등 기본법 제20조의 ‘적극적

조치’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0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

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

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9b). 이러한 조

항은 신체활동 참여에서 남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어 여학생 체육 활성화

를 위한 법적 구실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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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학교에서의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구체적인 법

적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은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를 보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

었다(성문정, 2012). 이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원을 설립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제6조 1항 5호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규정함으로

써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학생 체육 활성화

를 위한 이 같은 조치가 명시적인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

어 오면서(김성진, 2014),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을 적극적을 반

영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윤경, 조미혜, 2014; 주종미, 2015).

이에 따라, 2016년 2월 3일에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 체육 시설의 설치, 학교

스포츠클럽의 운용, 학교체육 중앙진흥위원회의 구성, 학교체육 진흥원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규정내용을 새롭게 반

영하였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스포츠클럽을 일

정비율 이상 운영하고, 매년 단위학교별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 및 시설 여건을 조성토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기준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을 중

심으로 치중되어 있던 학교체육정책의 관심을 일반학생에게 옮겨놓는 법적 기

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일반학생 내에서도 남학생의 그늘에 가려져 소외되어

왔던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특히,

<표 1>과 같이 2016년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조

항은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과 평가, 시설 · 교재 및 용구의 기준

확보, 여학생 선호 종목의 일정비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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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이는 차후에도 지속

적으로 여학생 체육 관련 정책 개발과 실행에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정현우, 김대희, 2016).

나. 정책적 수준

90년대 후반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법이 신설된 이래로 여학생 체

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은 꾸준하게 지속 되고 있다. 특히, 양성평

등을 위한 노력으로 혼성학급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된 여학생들의 소극적

인 체육활동 참여는 학교체육 분야에서 여학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

기가 되었다. 이는 2008년 시작된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관

심과 맞물려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역 세부내용

제10조제5항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

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수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

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학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신설> 제16조제3항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회 일정 비율 이상은 여

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신설> 제17조제1항제5호
제13조의 2에 따른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표 3> 여학생 체육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17.10.19.)



- 30 -

 1) 교육부 수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적 논의나 학문적 연구 중심이었던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담론에서 처음으로 정책적 논의로 이어진 것은 2011년부터이다(진연경, 이

현석, 2016). ‘2011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체육수업 질 제고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가 정책과제 목록으로 제시되었다. 주로 수업운영과 관

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학생의 선호종목 중심의 수업 운영’과

‘감성(emotion)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환경의 재구성’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혼성수업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를 위한 ‘혼성 체육수업

을 위한 방안’, ‘교재교구 개발’,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의 체육 시설

의 배치’,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하는 연구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3년은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기였으며, 학교

체육정책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전면에 서게 된 해였다(진연경, 이현석,

2016).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추진 과제로 ‘여학생 학교스포츠클

럽 지원 및 리그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기반 시설 조성’, ‘여학생 체육활동 활

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혼성체육수업에서 여학

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혼성학급에 속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녀 분리수업’을 실시하고, 여학생 체육에 관한

남녀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교내 리그 및 지역 리그를 활성화하여 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높이고자 하였다(홍연종, 2016). 그 밖에 실내 체

육실 및 탈의실 설치와 캠페인 활동, 여학생 체육주간 운영, 여학생 체육대회

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들도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들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2016년 학

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에서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처가 보다 강화되

었다. 2016년도 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교육부, 2016)에 따르면, ‘여학생 체육활

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여학생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문서

에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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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업운영 측면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여학생 선호 종목 중

심의 수업 운영과 감성(emotion)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재구성하도

록 하고 있다. 여학생 체육활동 분석 결과(교육부, 2014)로 제시된 여학생 선호

종목 ― 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구기종목 등 ―

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다록 하고,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을 지정하여 특정

요일에는 여학생들이 우선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

로그램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여학생 자율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여신 50+ 프

로그램) 활용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도 유

포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

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선도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는 여학생 선호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

며,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7

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는 개정된 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

시되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할 것

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체육진흥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교육부, 2017). 여학생들의 초기 신체활동 경험이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

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근활동 위

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학생의 다

양한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여 종목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여학생의 선호

종목 ― 뉴스포츠, 올림픽 종목(농구, 축구) 등 ― 을 운영하는데 지원한다.

이상과 같이, 여학생 체육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 실

제 정책의 형성과 그에 따른 실천에 얼마나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결과이다(정현우, 김대희, 2016).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은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의 노력이 담긴 중요한 정책 문서로서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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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남녀 분리수업 권장’,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여학생 친화적 환경 조성’, ‘체육 용구 및 시설 환경 개선’,

‘여학생 전용 이벤트’ 등의 다양한 방침들을 제시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의 신

체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학생 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일정비율 이상의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의무화’

는 향후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청 수준

위에서 언급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은 관련 법률

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있다. 이러한 교육부 수준의 정책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지침으로 세분화되어 개발되고 보급된다.

(2018학년도 서울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p.3)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MOVE & CHANGE]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다양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신체활동이 여학생의 생활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

소년기는 평생 동안의 신체활동 참여를 지속하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며, 청소년기에 평생체육의 기반을 구축하며 체덕지를 겸비한 글로벌 체육 인

2018 서울 여학생 체육활성화 MOVE & CHANGE
1.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운영 5. 찾아가는 여학생 심판 아카데미

2. 여학생 스포츠 SNS 기자단 6.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3. 여중생 자전거 달리기 행사 7. 여신 50+ 프로그램 운영

4.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8. 여학생 스포츠 진로체험학습 

여학생 체육 활성화 교사지원단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적용

기
대
효
과

1. 여학생 스포츠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2. 여학생 중심 스포츠 교육과정 [여신 50+프로그램] 학교 현장 확대
3.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여 기회 및 여학생 스포츠 진로체험 기회 확대

<표 4> 2018 서울 여학생 체육활성화 MOV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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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8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 체계는 <표4>와 같다. 여기서는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운영’, ‘여학생 스포츠 SNS 기자단’,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조사’, ‘여

신 50+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은 단위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체력과 자존감을 함양시키고, 스포츠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통해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매년마

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700(40∼50교)여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지도교사 1명과

여학생 스포츠 리더 10∼20명 정도로 구성된 클럽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발대식’, ‘여학생 스포츠 한마당’에는 필수적으로 참여해

야하는 활동이며, ‘찾아가는 여학생 심판 아카데미’,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

회’, ‘여학생 스포츠 SNS 기자단’, ‘여학생 스포츠 진로체험 학습’ 과 같은 다양

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클럽에는 인정서를 발급해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

록부에 기재가 가능하다.

나) 여학생 스포츠 SNS 기자단

‘여학생 스포츠 SNS 기자단’ 은 여학생들이 SNS를 활용하여 여학생 체육 활

동을 소개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취재하고 홍보함으로써 그 동안 체육활동

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던 여학생들에게 체육활동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

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취지하고 홍보한다. 둘째, 체육수업 또

는 자율스포츠 활동의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셋째, 체육활동

참여 선수 및 지도 교사를 인터뷰하고 이를 기사화하는 체험을 하고 신문사에

방문하여 신문제작과정 등을 탐방하는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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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조사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이기봉, 안양옥, 오정훈, 김윤희, 김양혁, 박성배,

2015)는 서울시 초중고 여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

여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기적인 검사

를 통해 측정된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지수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으며 이러한 항목과 영역에 따라

구성된 설문을 연 2회 평가(사전·사후평가)하여 스포츠 행복지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018학년도 서울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p.9.)

라) 여신 50+ 프로그램 운영

2015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신(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

50+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연령대에 맞게 쉽고 재

미있게 구성한 100가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기본운동, 건

강체력, 팀스포츠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은 종목으로는 고무줄 놀이

를 변형한 ‘점프밴드’, 발야구를 변형한 형태로 공을 럭비공과 같이 생긴 타원형

의 공을 활용하여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킥런볼’ 등이 있다. 단위학교별로 교구

평가 항목 영역

스포츠 지식 신체활동/영양/위생/안전

스포츠 인성 소통/협력/존중/배력/용기

여가태도 여가/만족

PAPS 건강체력 및 운동체력

신체활동 지속성 스포츠 마일리지(활동 누적량)

<표 5>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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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행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쉽게 배우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실천적 수준

1) 체육수업 참여기회 증가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남녀 분리 수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의 경우 대부분이 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 분리수업이 가능한 편이나 중학교와 같은 경우 대부분이 합반으로 이루어

져 있기때문에 분반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것이 쉽지 않다. 방법이 없지는 않

다. 혼성학급의 학교의 경우, 관리자와 교무부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협의만 이

루어지면 충분히 분리수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동학년 체육교사

들 2명이 동일한 수업시간을 배정받아 각각 남, 녀로 분리하여 학급을 재편성하

여 분리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진연경, 2016).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혼성수업을 권장하기도 한다. 시기상 남

녀의 신체적인 발달 수준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지 않으며 이성을 이해하고 협

력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상일, 최

환희, 2003). 물론, 남녀의 기본적인 성향, 특성, 환경에 따라 남녀의 차이는 불

가피함으로 관계지향적이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여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고 복잡한 규칙 및 방법이 적용된 스포츠보다는 변형 게임이나 뉴스포츠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움직임도 곳곳

에서 보인다.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학년

초에 원하는 종목 2개를 선택하게 하여 1학기에 1종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 수업도 불록수업으로 운영하여 45분의 수업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시간을 90분 동안 배울 수 있게됨으로 보다 의미있고 알찬 수업으로 운영이 가

능하다. 체육수업에서의 활동 내용을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써 선택에 대한 책임감, 자발적 몰입도, 도전 의식, 성취감이 향상되어 체육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동기를 향상

시키면서 체육활동의 전반적인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최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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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여기서 말하는 간접체험활동이란 체육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체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카드, 그림, 사진, 노래, 영화, 만화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의미하며 교사의 시범과 설명 그리고 운동기능만으로는 충분

하지 못한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고 깊게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한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를 보고 배구에 빠

진 학생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정과 외 체육활동 참여의 증가

체육수업 외 여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학교스포

츠클럽 활동이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교스포

츠클럽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종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힌 인천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을 경쟁활동, 표

현활동, 건강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경쟁활동에 핸드볼, 축구, 탁구, 골프, 뉴스

포츠, 농구, 표현활동에 체조, 대중댄스, 힙합댄스, 댄스스포츠, 건강활동에 건강

교실, 전인교실, 헬스 다이어트, 건강한방교실 등을 개설하여 여학생들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였다(노수신, 2014).

경기도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로 배정된 한 고등학교는 다양한 대회

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였다. 피구,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 중심의 리그 대회와 투호, 제기차기,

공기 등과 같은 전통놀이 중심의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여학생

체육활성화의 날을 운영하여 여학생 팔씨름 대회뿐만 아니라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고려한 학급별 현수막 제작 발표회, 시, 그림, 글짓기 등과 같은

체육활동 백일장 대회 등을 운영하였다(이의재, 진연경, 2018)

이처럼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

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자치회를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켰다. 학생들이 자치회 모집, 선발부터 대회

개최, 운영, 심판활동까지 스포츠클럽의 전반적인 운영을 자차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노력들이 학교 전체의 문화로서 정착되어 일반 여학생들의 체육활

동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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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환경의 인프라 증가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활동 시설 및 환경 인프라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운동장, 실내 체육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과 같은 시설이 꾸준하게

설치 및 재정비 되고 있는 추세이다(진연경, 이현석, 2016). 김경숙, 김종호, 안

혜임(2016)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비선호 이유에서 ‘체육복 갈이입기

불편해서’(9.3%)가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1.4%), ‘샤워시설이 없어

서’(1.1%)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시급한 것은 탈의실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의 탈의실 설치

현황을 보면, 2017년도 5,710교에서 2018년도에 6,345교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9년도에는 7000교까지 증가 배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교

육부, 2019). 여학생 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사업을 통해 여학생 체육 시설

및 환경 구축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라. 선행연구 동향

김원정, 홍애령(2017)은 여학생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1963년부터 2017년까

지 총 223편의 여학생 신체활동 관련 연구물을 분석하여 여학생 체육활동에 관

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1년까지 여학생에 관한

연구들은 여학생의 생리적 특성, 특정 활동의 효과 등을 보는 미시적 측면의 양

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어 여학생들의 태도, 인식, 만족도, 학습효과 등의 심리적 특성들

을 다루고 있으며, 질적연구 방법이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여학생 체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교육적 측면뿐만 아

니라 사회문화적 측면,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여학생 체육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교육기본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을 계기

로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따라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여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체

육활동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

과,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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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체육활동의 내용, 방식 등을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미

시적인 접근 연구들과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다 광범위

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거시적인 접근의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확장하여 여학생 신체

활동 참여의 양적 성장를 위한 연구들과 체육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보다 교육

적인 차원에서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미시적 접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학생이 체육활

동에 참여하면서 겪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 인식, 태도 등를 분석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

인들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곽민석, 조운용; 2015; 국태식, 2011; 김경

숙, 김종호, 안혜임, 2016; 김문휘, 이규일, 2008; 김민지, 2011; 문화실, 2017; 송

영현, 2019; 이지은 2013; 이은영, 2017; 정은은, 2018). 여학생의 선천적 특성에

근거한 신체적인 능력 차이나 2차 성징에 따른 민감한 심리적 특성과 같은 개

인적 요인 외에도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타인, 프로그램, 환경 등의 요인들을 밝혀내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여학생

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여학생들의 신체적인 능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

식을 변화시켜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문휘, 이규일

(2008)은 신체적 능력 차를 극복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복잡하지 않은 경기 규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총체적 접근

⇦         ⇨

<표 6>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선행 연구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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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운동 기술을 요구하기 뉴스포츠를 대안적 활동으로 제안하고 있다. 뉴스포

츠는 여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여학

생들에게 체육수업의 중심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내용으

로 활용되고 있다(이병준, 2003; 김낭규, 2009). 따라서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이러한 뉴스포츠 종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김

문희, 2009; 김경우, 2011; 황의룡, 황철상, 2013;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 2016).

이 외에도 기존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박

새결, 2017; 서상필, 2009; 최상훈, 2016)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연구들

(김보연, 2011; 안성빈, 허만동, 류민정, 2012)이 꾸준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그램을 개선을 통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에

는 신체적 능력 차이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학생들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내용을 제공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김문휘, 이규일,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좀

더 부합하다고 평가되는 표현활동 영역의 적용과 효과를 보는 연구들이 있다

(노순애, 2014; 배지수, 2012; 손연희, 서영환, 2012; 이주현, 2013; 조양희, 정원

정, 2018). 특히, 조양희, 정원정(2018)은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무용수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생활 적응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

용함을 밝히고, 무용수업을 통해 여고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체활동의 즐거

움을 느껴 앞으로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무용에 대해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들과 상호관계를 촉진하

는 활동을 적용하여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하고 건

전한 사회인이 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무용의 중요성을 제고하

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방송댄스, 재즈댄스, 필라테스, 무용 등과

같은 표현활동 등이 여학생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표현활동이나 비경쟁적 활동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한태룡(201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사격, 스케이

트, 수영, 롤러스케이트 등을 언급하였으며, 교육부(2015)에서 추진한 연구 조사

에서 여학생들은 선호종목으로 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츠, 댄스스

포츠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의 연

구에서 여학생들은 가장 즐거웠었던 종목으로 피구, 배드민턴, 농구, 발야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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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꼽았으며, 희망하는 종목으로는 사격, 롤러스케이트, 수영, 스케이트, 검도 등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이 댄스, 요가, 피라테스, 무용과 같은 표현활동이

나 비경쟁적인 활동만을 좋아한다는 것은 편협적인 인식일 수 있다.

수업과 관련한 시설, 교재 교구, 안전한 환경 조성 등과 같이 여학생의 신체

활동 참여를 위한 주변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있다. 양민호(2009)

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체육수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신

현숙, 이동현(2006)도 여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에서 체육수업환경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승욱(2006)은 중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와 체육수업의 만족도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시급히 요구되는 체육수

업환경으로 탈의실의 부족, 체육복 자율화, 체육시설 등의 개방 및 대여 부족,

체육시설 및 용기구 안정성 확보, 용기구 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남년 간 수업방식의 구분, 여자교사 우선 배치, 감성 친화적 프로그

램 개발, 신체활동의 긍정적 효과 홍보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곽

민석, 조운용, 2015, 김윤희, 2010, 류민정, 2010; Carrington et al, 2007).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업 전략을 개발한 김윤희(2010)는 체육

활동 수업에서 나타나는 여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학생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미추구(Enjoyment), 감성적 환경(Modern Environment), 운동

효과 교육(Orientation), 최신장비(Technology), 성취감 및 성공감 제공(Improvement),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Open-eared), 협력 강조(Non competition)과 같이 총 7가

지 "이모션(EMOTION)'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는 선호 종목 고려, 기존의 스포츠

변형, 여학생 친화적 환경 조성,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 상효작용,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장하고, 미적요소가 가미된 다양하고 협

력적인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성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체육수업 프로그램 전략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체육수업

과 같은 미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여학생

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신체활동 참여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학생이

체험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체육수업에서의 부정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촉진 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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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학생의 요구와 특성, 체육활동 내용

과 방식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체

육 환경 및 시설 등을 조성해줌으로써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데 실질

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 거시적 접근

신체활동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 변화와 함께 여학생의 신체활동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계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영옥, 박현우, 2013).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다른 국가에 비

해 신체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6). 위

에서 언급했듯,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도 존재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제약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을 밝혀내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황의룡, 황철상(2013)은 학령기의 여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여성의 왜곡된 신체 이미지가

내면화되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입시중심 위주의 교육제도를 문제점으로 언급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체육활동이 즐겁고 재

미있는 활동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체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해

야하며, 운동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교육시켜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의 체형 및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을 수용하여 이에 도움을 주는

요가나 댄스스포츠 등의 종목들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의 올바른 신체상을 정립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창섭, 황성하, 여정권(2011)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중

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소외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매스컴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현상들

은 여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체형

이 이상적인 체형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감’, 이를 타인이 부

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두려움’, 체육수업에 대한 ‘소외’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체형에 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수업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함을 시

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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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체적 접근

위에서 언급했던, 여학생 체육 활성화 논의는 남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기회의 장을 펼쳐내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여학생이 체육교육 장면에서

위축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아직도 남학생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신체활동 체험 과정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진연경, 이현

석, 201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전인교육의 목표 아래 체육교

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고, 이와 더불어 평생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활동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 내용의 총체적 접근 : 체지덕의 통합

엄우섭 외(2015)는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책임감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피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제거하는 방식

으로 구성된다. 연구결과, 평등한 참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여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과정중심 과제와 다양한 신체활동 가

치를 내면화시켜 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학생의 신체

활동 참여를 촉진 할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

으며 보다 일상생활과의 연계 또는 평생체육으로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홍연종(2016)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체육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남녀 혼성으

로 이루어진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

이 여학생에게만 초점을 둔 것을 비판하고 혼성수업에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인식과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효과가 통합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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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육활동이 단순히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겨운(2015)은 여학생 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학교들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그 참여 양상을 운동소양의 개념(최의창,

2013)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기능적으로 참여하는 ‘능

참여’와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지참여’, 그리고 마음으로 즐기는 ‘심참여’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 방법, 교사, 환경 요인으로 분

석하여 여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정민(2011)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문화로서 간주하고, 운동

에 관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활동 특히, 글읽기와 글쓰기를 체육수업에 적용

시켜 여고생들의 체육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확장시켰다. 여고생들의 확장된 인

식은 운동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운동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체험하여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신체활동의 서사적 접근에

대한 의미있고 가치있는 발견을 제공해주었다. 조연우(2013)도 신체활동 문화로

의 입문을 추구하는 인문적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모습과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적

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과 통합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들은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연구가 지나치게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 참여에만 초점을 두어 그동안 간과해왔던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적 차원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여학생 체육의 내실화를 다졌다. 그러나 이들은 체육수업이

나 정과 외 프로그램 등과 같은 미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학생 체육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체육교육의 목적이 평생

동안 신체활동을 향유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학교체육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야 한다. 체육친화적인 학교 풍토를 형성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할 것 없이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일상 생활이 체육친화

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야할 필

요가 있다.

나) 실천의 총체적 접근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통합

최근에는 위의 문제점을 관철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체육의 토대

를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규일, 최윤숙(2010)은 여학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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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 교육의 실천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여학생들의 관심과 목표를

공유하는 다양한 운동 형태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정확

한 건강 지식과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운동 실천의 생활영역으로의

확장을 가능케 해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의 인

지적 · 정서적 · 신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규교과 외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두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지나치게 건강과 체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체육교육의 목적을 신체활동 자체보다는 신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재적 효과에 집중함으로써 교과의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옥선, 전세명(2012)는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방향과 실

제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평생 동안 즐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여학생들의 다양한 기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평생체육으로

의 연계를 위해 여학생이 신체활동을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여성

친화적인 체육수업 운영,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클럽활동 기회 등의 제공을 통

하여 여학생이 신체활동을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안하였다. 특히, 여학생 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대처 계획과 비만 해소,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과 같은 여학

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시사점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학문적 연구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체험,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체육환경에 관한 미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법과 정책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거시적 접근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평생체육의 관점

에서 청소년기의 신체활동 체험을 삶의 맥락과 연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학생 체육의 정책 시행과 현장 실천은 주로 여학생의 신체활

동 참여 기회 확장이라는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정책은 양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진연경,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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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6). 실제로, 학교스포츠크럽 대회 참가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수는

양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의 시점에서, 여학생 체육활동의 활성

화를 위한 노력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여학생들이 추구해야하는 체육활동

의 방향, 목적 그리고 여학생들의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할 내용, 그 의미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평생 동안의 체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닦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여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 교육 실현은 ‘기회’의 차원에서 ‘체

험’의 차원까지 뻗어 나아가야함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교육을 위한 체육교육에서의 체육활동은 ‘실천전통’으로 간주되어

운동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하되 학교체육 안·밖으로 체육친화적인 문화로 형

성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평생 동안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운동소양

가. 운동소양과 피지컬 리터러시

1) 피지컬 리터러시

가) 개념

‘literacy’는 말 그대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초수준의 문식력 또는

문해력’을 말한다(최의창, 2010). UNESCO(1946)는 literacy를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드려 교육을 통해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활용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을 보장받지 못한 소수자들에게도 그

관심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UNESCO(2004)는 이러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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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들의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며 그들의

공동체와 드넓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게끔 하는 학습의 연속체”라고 정의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소양’이라고 부르며(이병민, 2005; 정혜승, 2005; 최의창, 2010),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인 이해력과

실행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hitehead(2001, 2007, 2010)는 literacy라는 용어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체육교육에 관한 체화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하게 하는 일원론적 속성과 부합하며 총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라 여겨 이를 체육교육의 영역에 적용하였다. 그녀의 피지컬 리터러시

정의는 꾸준하게 발전되고 진화되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International Physical 

Literacy Association(IPLA, 2017)에서 피지컬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전 생애에 걸쳐 신체활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식과
이해력을 말한다.”

Following discussions and refinements, the definition was recently 
changed on the IPLA website, to read as follows: “the motivation, 
confidence, physical competence,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value and engage in physical activity for life”(IPLA, 2017).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수정되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은 피지컬 리터러시에

새롭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Goss et al.,
2018). Tristani(2014)는 아직까지도 주요 정책 문서에서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Robinson et al.,
(2018)은 온라인 사이트나 국제 스포츠 조직에서 피지컬 리터러시를 재개념화하

거나 이전의 개념을 활용함에 따라 체육교사들이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도 화이트헤드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속성들이 있다. 그것은 동기, 자신감, 신체역량, 지식과 이해라는

속성이며, "전 생애 과정을 통한"이라는 문구도 계속 이어져 왔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속성들이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철학적 가정에 대한 이해라고

말하며 피지컬 리터러시의 대한 철학의 이해 없이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오해들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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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가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피지컬 리터러

시 개념에 대한 철학적 기저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 없이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실천에 대한 혼란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Robinson et al.,(2018)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이해와

해석에 따른 국제 간의 차이는 문화적 관련성과 맥락적 의미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특히, 체육교육 장면 또는 신체활동 발생하는

맥락과 관련해 수행한 연구들은 전 생애에 걸친 증거를 생성해내기 위해 그러

한 맥락적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과 주제가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면 관련 연구자들은 일련의 개념적 틀, 철학적

가정,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나)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성

(1) 통합성과 총체성

피지컬 리터러시 개념은 인간 조건에 대한 일원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Whitehead, 2010). 실재는 각각의 독립된 부분들의 병합이 아닌 총체적으로 연

결된 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Stubenberg, 2011). 따라서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영역들은 총체적으로 통합된 것으로서 개인을 구성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

으며(Green & Whitehead, 2018), 각 영역들은 서로 다른 영역들과 상호 의존적으

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에서 ‘피지컬 리터러시의 함양’과 ‘신체적 영역의 함양’을

같은 의미로서 해석함으로써 다른 영역들 간의 연관성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스포츠 기구인 The Sport for Life Society(2017)과 뉴질

랜드에서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다양하고 총체적인 속성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움직임 기술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The Aspen Institute에서 "Physical Literacy: A 
Global Environmental Scan, in 2015(Spengler & Cohen, 2015)라는 보고서에서는

신체적 역량의 평가가 정서적, 인지적 영역의 측면을 배제하고 피지컬 리터러시

를 위한 대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지식과 이해를 망라하고 FMS, 신체적 기능을 넘어서는 총

체적인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Almond & Myers, 2017; Edwards, Bryant,
Keegan,Morgan, & Jones, 2017; Ennis, 2015; Liedl, 2013; Lundvall, 2015;
Whitehead, 2010b). 따라서 놀이, 체육수업, 신체활동, 스포츠 참여를 통해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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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리터러시에 집중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학습하고 그들의 총체적인 경험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상

호작용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영역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Mandigo & Fletcher, 2012).
(2) 개별성과 다양성

각 개인은 흥미, 특성, 수준, 사회적 배경, 누적된 경험 등에 따라 모두 다른

차이를 보이며 성장한다. 그들이 인식하는 어떠한 경험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며 의미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이러한 특징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에 따라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Whitehead et al., 2018).
따라서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서 각기 다른 시작점을 갖는다

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것은 활동들이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체육교육의 실천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잠재력, 동기부여, 사회적 맥락, 체

화된 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야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습자

들이 자신들의 선호도, 목표, 도전과제에 부합하는 활동 또는 선택권을 선택하

도록 하는 활동들을 준비해야한다.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 독특한 여정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에게 책임감을 전가시키고, 운동의 본질을 인식하도록 도우며, 자신의 진행상황

을 반성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자기평가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피지컬 리터러시에 기반한 평가는 학습자의 피지컬 리터

러시여정의 과정을 차트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개인에 대한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을 차트화하기 위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는 노력들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ot et al., 2018).

(3) 맥락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토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양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

록 하는 특성이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지속적

인 신체활동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교육은 피지컬 리터

러시를 함양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체육교육의 목표

는 학습자들의 추후의 삶에 신체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주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제공이다.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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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head(2018)는 체육교육내용은 폭과 넓이를 고려해야함을 강조하며 체육

교육내용이 단순히 많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

어서는 안 되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운동 유형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

하고 있다. 전자는 탈문맥화된 움직임의 티칭 즉, 패스, 드리블, 슈팅 등을 가르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티칭 유형은 학습의 진전을 촉진하지 않으

며 (Lounsbery & Coker, 2008), 동기를 무딜 수 있게 하는 단원의 반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Almond & Whitehead, 2012; Siedentop & Tannehill, 2000). 피지컬

리터러시를 발달시키기 위해 체육교육에서 경쟁스포츠 맥락을 뛰어넘는 다양한

신체활동 상황을 제공하는 풍부한 상황 맥락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Rovegno & Dolly(2006)은 전통적인 행동주의 교육학에서부터 협동적이

고 자기 조직화된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어린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학습 경험이나 타인의 학습 경험들

을 환경이나 과제에 녹여내는 전략은 보다 풍부하고 깊은 배움을 하도록 한다

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수법은 교사가 상황의 성격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각자

의 참여자들이 반응하도록 도전하게끔 하는 요구사항의 유형들을 신중하게 살

피는 것이다. 도전과 다양성에 관해서 요구조건의 성질은 학습자들의 역량과 경

험에 부합해야만 하며 지침과 피드백은 학습자 개개인을 지지하는 관점으로부

터 제공되어야하며, 그러한 세팅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들은 도전 과제를 숙달

하는데서 진전을 보인다.

셋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하는 피지컬 리터러시 친화적 문화

조성이다. Castelli et al(2015)은 피지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총체적인 접근 방

식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노력들을 제안한다. 학교 체육수업, 학교 전체, 학교 이

전 단계, 학교 이후단계, 지원자 개입,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피지컬 리터러시 친화적 문화로 천착해야함을 주장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마주하는 주요 타자들에 주목해야한다. Liu et al(2017)는

학생들에게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

대리인(부모, 동료, 교사)의 영향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은

다양한 아동, 교사, 교장, 지방 당국 관리자, 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정치인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작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 피지컬 리터러시의 한계점과 시사점

피지컬 리터러시는 현상학과 실존주의라는 철학적 기저를 바탕으로 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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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을 탐색하여. 심신일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신체를 체화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신체활동을 우리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가치임을

드러내준다. 신체활동은 체화를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측면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간주되며(Whitehead,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신체활동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활동의 본성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자

질 또는 능력인 피지컬 리터러시의 함양을 체육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히

고 있는 것이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한 개념임은 확실하

다. 그러나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지

컬 리터러시는 신체활동을 체화된 신체 또는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최

의창, 2018). 체화된 신체 또는 움직임으로서의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이 지니고

있는 가치 또는 그 의미를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의 고유한 몸과 마

음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받아드

려져야하는 객관적인 측면 즉, 신체활동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간과한다(최의

창, 2000).

둘째, 신체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물론, 모든 개인에게 피지

컬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함의 다양성’으로 국한시킨다. 최의창(2010)의 말처럼 신체활동을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공적 전통으로서의 문화로 간주한다면 신체활동에 포함하는 서사적

인 측면 즉, 신체활동에 관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 등과 같은 인문적 지

혜와 서사적 체험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신체활동 행위로 확

장된다.

셋째, 피지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 물론, Instruction model(Dyson et al.,2004; Metzler, 2011), LTAD모델(Sport 

for Life Society, 2017), AGT 모델(Liu et al, 2017), HBPE(health-based physical 

education model)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모델들을

활용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측면에 주요 초점을 두어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철

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직접적이

고 구체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리터러시는 체육교육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생애 동안 신체활동을 추구하고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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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자질(Edwards et al., 2017)로서 학교체육의 목표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적 안목’을 확장시켜주었다. 둘째,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 등이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친화적 운동 문화를 거시적

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적 안목’을 확장해주었다(Castelli et al.,

2015). 셋째,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 개

인의 수준에서 개인의 능력에 맞게 신체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보다 통섭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적 안목’을 형성시켜주었다(Whitehead et al.,

2018). 국내에서는 위에서의 한계점과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운동소양(스포

츠 리터러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최의창(2018)에 의해 창안되었다.

2) 운동소양

가) 운동소양의 개념

최의창(2011)은 체육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전인성(wholeness)’ 즉, ‘체덕지가 총

체적으로 갖춰진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체육’이라는 교과를

통해 형성되는 성향이나 자질>과 <일반적 성향이나 자질>로서의 체·덕·지 간

의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체육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간극

을 메워주는 매개체적 변인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최의창(2010a)은 운동과 전인

성의 연결다리를 놓아줄 용어로서 화이트헤드(2010)의 피지컬 리터러시의 아이

디어를 차용하여 ‘스포츠 리터러시(운동소양)’라 이름 지었다. 즉, 운동을 통해 '

전인성'을 갖추게 하는데 필요한 매개체적 개념을 ‘스포츠 리터러시’로 상정한

것이다.

최의창(2011)은 이를 한글로는 운동소양, 영어로는 Sport Literacy라고 부른다.

그는 화이트헤드의 움직임 교육 철학이 반영된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피지컬’이라고 총칭하는 영역이 신체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내면적 체험 또는

주관적 의미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체화적 접근 방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보

다 국내 문화에 적합하고, 중등 체육교육의 목표로서 부합하는 ‘스포츠’ 라는 용

어를 대입해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리터러시’란 용어는

본래 읽고 쓰는 능력 즉, 문해력이라는 협소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현대에 들

어 리터러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

인 자질과 능력” 즉, ‘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최의창, 2010a).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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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음악소양, 미술을 하면 미술소양, 수학을 하면 수학소양이 생겨나듯 운

동을 하면 운동소양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소양을 소양의 개념에 대입

하면 “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자질과 능력”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운동소양 관점에서 운동은 협소적 의미에서 게임하고 시합하는 능력 즉,

운동기량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활동으로서의

운동으로 입문하게 되는 능력 즉, 운동소양으로 파악하도록 해준다.

운동소양은 총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몸으로 실천하는 운동능, 머

리로 이해하는 운동지, 마음으로 느끼는 운동심이 그것이다.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기초적인 기술 등을 발휘하여 스스로 운동을 실천해내는 신

체적인 능력과 기능적인 재능을 일컫는다. 게임을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달

리기를 뛴 다거나 하는 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원이다.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지혜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인 능력

과 지성적인 자질을 말한다. 운동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운동

의 서사적이고 인문적인 지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정도와 수준을 말하며 운동

감각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지식 또한 운동심은 운동 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심성적인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한다.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실천

해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동인을 의미한다. 운동을

통해 느끼는 정의적인 상태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와 같이 문화활동으로서의 운동소양은 3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논리적인 구분일 뿐 사실적인 구분은 아니다. 실제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소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논리적으로 구분되어 총체적으

로 연결된다. 최의창(2013)에 따르면, 운동능은 기능적 차원으로 운동 기술의 증

진과 향상을 위한 높이 차원이라고도 부른다. 운동지는 지식적 차원으로 운동에

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넓이적 차

원이다. 운동심은 마음으로 통하는 심성적 차원으로 운동에 대한 정의적 측면을

의미하는 깊이적 차원이다. 운동소양의 함양은 운동의 높이, 넓이, 깊이를 더해가

는 일이며 이를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높이, 넓이, 깊이를 더해

간다는 말은 3차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강렬한 연결성을 가지는 것과 다

름 아니다. 한 차원의 자극에도 다른 두 차원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서

로 얽히고 설키면서 연결이 강해지면 3차원의 수준이 모두 강화된다. 결국, 운동

의 높이, 넓이, 깊이가 더해져서 운동소양이 충만해지고 풍부해진다. 이렇게 될

때, 운동소양을 온전하게 함양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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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소양의 특성

(1) 총체성

‘홀리즘(wholism)'. 스포츠 리터러시의 철학적 모토이다. ‘온전론’, ‘일체론’,

‘하나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최의창, 2018). 피지컬 리터러시에서의 ‘일원론

(monism)’과 심신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을 이루는 차원을 정의적, 신체적,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

한 구분은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분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 그 존재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상호의존적으로 관련을 맺는 융합적 차원을 말하며 후자는 상호독립적

으로 구분을 맺는 병합적 차원을 의미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Green & 

Whitehead, 2018).

최의창(2018)은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차원을 5가지로 구분한다.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이 그것들이다. 이 5가지 본성요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

며 이 요소들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온전성을 갖춘 온전한 사람

의 상태가 된다. 각각의 특징들은 다음 <표7>와 같다.

출처 : 코치란 무엇인가? (최의창, 2018)

이러한 오성의 온전한 상태는 의도적인 교육적 조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이 조처들은 각 인성 요소들의 상태를 충만하게 영글도록 하고, 이들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최의창).

따라서 체육교육은 운동의 가르침을 통해 오성의 온전한 상태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즉, 온전한 운동을 통해 운동소양의 3차원 능, 지, 심의 차원을

본성 특징

체성 건강하고 밝은 몸과 마음의 상태

지성 지혜로운 생각과 시의적절한 판단

감성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

덕성 모든 것에 열려있으며 표용적인 태도

영성 삶의 곁을 느껴내는 정서와 감정

<표 7> 오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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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하게 갖추도록 하는 일 즉,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 별로 각각을 충만하게

쌓으면서도 이들이 보다 신속하고 강렬하게 연결되도록 돕는 일이다. 이는 곧

바로 우리의 오성과 연결되어 오성별로 소양을 쌓고 요소 간에 강렬한 연결을

맺도록 도와준다. 운동소양과 오성은 개인의 특성, 성향, 능력에 따라, 가르치

는 종류 · 내용 · 방식에 따라, 교사의 능력 · 노력 · 성격에 따라, 그리고 교

육적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느 한 차원이 다른 두

차원에 비해 부각되어 또는 부족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온전하게 운동

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부각되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 보다 강하게 연결되도

록 하고 부족한 차원은 다른 차원에 의해 강하게 연결시켜 모든 차원이 신속

하고 강렬하게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2) 서사성

‘서사(narrative)’라는 용어는 ‘설명하다’, ‘상술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

어 'narrare'에서 유래했다(축소판 옥스퍼드 영어사전). 사전적 의미는 ‘사건의

경험담 등을 정리한 이야기’로 정의되며,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홍은숙(2007)은 서사적 접근의 3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사

건에 대한 정보나 경험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성하도록 한다. 둘째, 인간의 경험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총체적으로 연결된 시간

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셋째, 삶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타자의 이해를 돕는다. 정리하면, 서사는 개인의 경

험을 삶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의미

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자를 이해함으로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states & Mechikoff(1999)는 체육활동 속에 담긴 서사적 차원을 강조하며, 이

를 체육활동에 관한 주관적인 체험과 서사적으로 펼쳐낸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안에 담겨진 의미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체육적인 앎을 얻

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의창(2005)은 우리가 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는 기존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측면 이외에 감성과 서사가 넓고 깊게 퍼져있

으며 이러한 측면은 우리의 감성과 정서, 통찰과 직관과 관여되어 내면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줌으로써 개인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준다고 한다. 이



- 55 -

는 그동안 체육활동의 체험이 ‘하는 것’에만 한정시켜 체육화동의 서사적 차원

을 충분히 맛보게 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하는 것’외에 읽고, 쓰고,

듣고, 보는 등 다양한 체험방식을 통해 스포츠의 보다 깊고 넓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최의창, 2001).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문적 지식 또는 인문적 지헤라고 일컬으며

체육활동에 관한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종교 등이 있다(최의창, 1997;

Anderson, 2002; Charles, 2001). 특히, 최의창(2010)은 인문적 지혜를 체험하는 활

동을 운동을 직접 체험하는 직접체험활동과 대조되는 ‘간접체험활동’이라 명명

하고 운동과 관련한 시, 소설, 자서전, 음악, 회화, 조각, 영화, 경전 등과 같은

인문적 지식 또는 지혜를 보고,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느끼고, 모으고, 사랑

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도록 하여 개인의 떨리는 마음에 감동

과 울림을 줌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통해 행복한 삶에 이르도

록 하는데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한다.

(3) 심층성

운동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은 운동을 문화로서 파악하고 이에 입문하도

록 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그것은 게임의 차원과 문화의 차원이다(최의창, 2008) 게임은 우리가 통상적으

로 알고 있는 운동을 말한다. 상대방 또는 상대팀과 대적하여 기술이나 기능,

기량을 겨루는 운동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

동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운동 경기력을 향상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

한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주로 경기를 위한 기술, 전략 등을

키우는 데에 필요한 체력이나 운동기능, 정서 등을 좋아지게 만드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과 같은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절차에 따라 체계화된 스포츠 과학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운동의 또 다른 차원 즉, 문화의 차원이 존재한다. 운동은 외형적으로

는 경쟁과 대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적 활동이지만, 그 활동의 내면에는 인

간다움과 따뜻한 인간애로 영글어지는 심성적 활동이 있다(최의창, 2018). 문화

로서의 운동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운동문화로의 입문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운동에 내재된 전통, 의미, 안목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운동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여 운동에 담겨진 삶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실천한다. ‘운동을 한다’

는 것은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며 그리하여 ‘운동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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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최의창, 1999).

최의창(2014)은 이러한 운동의 게임 차원과 문화 차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자의 경우에 ‘기법’

적 접근, 후자의 경우에 ‘심법’적 접근으로 가르쳐야한다고 말한다. ‘기법’은 가

르치는 일의 기술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이는 운동의 기능, 전술, 규칙 등을 전

달하는 방법으로 운동의 껍데기를 구성하는 테크닉적인 측면에 불과한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심법’으로 운동의 알맹이인 전통, 정신, 안목을 전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심법의 측면에는 마음이 연관되고 작용된다. 최의창(2014)은 이

마음의 영역을 지성, 감성, 덕성, 영성으로 구분하고 운동을 가르치는 와중에 이

러한 마음의 차원이 학습자의 그것에 닿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기법을

가르치는 동안에 가르치는 사람의 심성적 또는 인성적인 측면 그 사람의 매너,

표정, 스타일, 몸짓, 어조 등과 같은 측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학생들의 내면에

전수되는 것이다.

다) 한계점과 시사점

(1) 한계점

첫째, 교과의 본질에 대한 논쟁점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교과의 본질적 요소

로 여겨지는 ‘신체활동’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으나 이규일(2019)은 신체활

동이 도구로 전락하고 점점 위축되어가는 경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신체활동을

문화로서 간주하고 신체활동에 관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그나마 위축되고 있던 ‘하는 것’마저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홍은숙

(2018)도 지나치게 인문학적 접근을 강조하게 되면 교과 고유의 본래 특성을 잃

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체육적 소양을 기르는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목

적을 두는지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을 몸으로

볼 것인가, 문화로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이므로 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세계 내 존재로서의 몸이 형성한 몸의

문화는 실천적 지식과 다름 아니다. 또한, 운동소양이란 이름대로 체육교과의

목적으로서 체육적인 소양이 명백하다. 그리고 문화로서의 신체활동의 강조는

그동안 체육교과가 기능중심적 접근에 따른 과학적인 된 것에 대한 균형을 이

루기 위한 접근이지 인문적인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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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두어야 한다.

둘째, 운동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서사적 체험을 단순하게 수준별 전략

으로 전락시키는 현상이다(서장원, 2016). 간접체험활동이라고도 불리우는 인문

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이나 흥미를 고려한 수준별 수

업 그 이상이다. 간접체험활동을 여학생 체육활동으로 제시한 연구들(진연경,

2016; 이희재, 진연경, 2017)은 간접체험활동을 단순히 운동기능의 낮은 학생들

을 위한 대안적 체육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간접체험활동은 학

생들의 운동소양 즉,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을 모두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활

동으로, 학생들의 운동을 문화로서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시사점

첫째, 운동소양은 운동의 깊은 차원을 맛보도록 한다. 기존의 운동은 운동의

기법적인 측면 즉, 운동기능을 잘 습득하고 게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

다. 운동은 체력이 향상되고, 뇌가 활성화되어 학업을 향상시켜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동안 스포츠

과학이라는 영역에 몸담아 왔으며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증된 객관

적 지식의 활용만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운동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

다. 바로 심법적인 측면이다. 이는 운동을 문화로서 바라보고 학생을 그 문화에

입문시킴으로써 자아를 실현과 공동 행복을 이룰 수 이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운동은 하는 것 이외에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나누기, 그리기, 모으니,

사랑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깊은 차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운동소양은 운동을 넓은 차원에서 누리도록 한다. 운동을 한 아이를 키

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운동소양은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토록 하는 전인

적 자질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거시

적인 접근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학교체육의 역할이 체육

수업에 국한되어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인 이후, 평생 동

안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

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활동

즉,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활동, 토요 스포츠 데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동

소양 함양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학교 등교 전·중·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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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며, 체육교사, 일반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행정직원 등 모든

교직원들이 가세하여 운동소양 함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다 거시적으로

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지역, 사회, 국가가 연계하고 협력하는 운동소양 친화

적 중심 학교를 구축해야 한다(최의창, 2019).

셋째, 운동소양은 운동을 높은 차원으로 지속하게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0

세부터 100세까지 평생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복한 삶을 지

속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것과 같이 체육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습관 형성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면 추후의 체육활동에도 긍정적

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변화가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는

평생 동안 운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

기’가 되므로 학령기 전과 학령기 후의 중요한 연결 다리를 놓아주는 학교체육

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운동소양과 운동향유

1) 향유의 개념 및 특성

‘향유(享有)’라는 용어는 ‘누리어 가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리고 ‘누리다’라는 뜻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 또한 옥스퍼드 사전에서, ‘맛보다’ 라는 뜻의 영어단어인 ‘savor’는 구체적으

로 두 가지 의미로서 정의되어 있는데(Simpson & Weiner, 1989), 첫 번째는 음

식의 맛을 즐겁게 감상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을 즐겁게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권선영, 2017). 따라서 위의 두 의미를 종합하면, 향유는 ‘생활 속에서 어

떤 경험을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사전적 의미 외에도 향유를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프랑스 철학자인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향유를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모든 개인이 직접 몸을 부딪혀 세상을 느끼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

한다”는 의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개인의 관여

하는 삶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행위자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현

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생활’과도 일맥

상통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유 경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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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들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맥락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빌헬름 딜타이가 말하는 향유의 개념에서 나타

난다. 딜타이의 향유는 ‘주체의 내적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온전한 체험을

의미’한다(권선영, 2017). 이러한 의미는 향유하는 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과 참여를 뜻하는 것으로, 향유는 향유자 자신이 본인의 의지대로 어떠한

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다. 단순히 수용적 차원의 향유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향유를 말한다. 따라서 향유는 향유자의 ‘능동성’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유하는 데에는 향유에 주체자인 향유자의 긍정적인 정서가 담아져있

다. 어떤 경험을 즐기고 참여하는 데에는 그 경험이 재미있거나 즐겁다는 정서

상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긍정심리학자 브라이언트와 베로프는 향유하기

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고 즐거

움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Bryant & Veroff, 1984; 조현석, 2007: 재인용)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즐거움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즐거

움을 찾아나서는 과정(Watson, 2002)으로 ‘긍정적인 정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을 의미한다(Bryant & Veroff, 2007).

위의 향유의 개념에 따라 나타난 특성을 따져보면, ‘맥락성’, ‘능동성’, ‘긍정적

인 정서’,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능동성, 긍정적인 정서, 참여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2016)에서 예술 향유의 정도를 판단하려는 지표로 활용된 특성

이다. 여기에 ‘맥락성’은 경험에 대한 향유를 하는 데에 있어서 삶의 전반적인

맥락, 환경, 상황 등의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특성이다. 이 4가지의 특성을 정의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pp. 25-26)

향유특성 정의

능동성
주체성, 자발성과 유사한 의미로 향유자가 타인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성
긍정적인 

정서
좋아함, 기쁨,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는 특성

참여
집단의 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향유 대상을 선정하고 이용하는 특성

맥락성
개인이 향유하는데에 개인이 처해있는 삶의 전반적인 환경, 상황, 

맥락 등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

<표 8> 향유의 구성요소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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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위의 4가지 특성들은 향유자의 지적, 정서적, 실천적 성향이 모

두 반영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에서는 이러한 특

성과 성향을 반영하여 향유를 ‘어떠한 경험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개인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과정 및 그 결과’라고 정의내렸다. 다음에서

는 최의창이 제시한 운동향유의 개념을 탐색함으로써 체육 분야에서의 향유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운동향유

모든 인간의 활동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최의창, 2018). 그 동안 운동은 운동기능을 익히고 경기나 시합을 발휘하는 일,

운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 학업을 향상하는 일

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운동은 이러한 일들

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활동이며 특히, 문화로서의

운동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보다 높여준다.

이러한 문화로서의 운동을 배우게 되면 운동소양이 온전하게 쌓여진다. 이렇

게 쌓여진 운동소양의 자질은 우리 몸에 정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동적인

상태로 발현되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즐긴다’ 라는 의미는 단

순히 표피적인 차원에서 운동기량을 ‘즐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향유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운동소양을 향유하는

역량을 ‘운동향유력’이라 부른다. 운동향유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언제든지 운동

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즐김의 방식은 더욱 다양화될 수 있다.

운동소양이 능, 지, 심의 3차원 형태로 된 것처럼 운동의 향유도 능, 지, 심의

3차원으로 향유될 수 있다. 운동향유는 마음으로 느끼고 맛보는 ‘심향유’, 머리

로 이해하고 즐기는 ‘지향유’, 몸으로 실천하고 누리는 ‘능향유’와 같은 방식으로

향유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하는 것’은 운동을 즐기는 단 하나의 방식이

될 뿐이다(최의창, 1999).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운동을 향유한다는 관점은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가) 능향유

능향유는 운동을 몸으로 실천하고 해보는 측면으로, 기술적이고 신체적인 차

원에서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통념적으로 운동을 즐긴다고 했을 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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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능적인 차원의 운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움직임, 엑서 사

이즈, 마셜 아트, 스포츠, 여가, 댄스, 놀이 등을 말하며 운동의 단순한 동작에서

복잡한 기예까지, 낱낱의 자세에서 연속적인 동작까지, 기계적인 동작에서 예술

적 연기까지 단순한 수준에서 복잡한 수준의 능력을 포괄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스포츠 경기에서 훈련과 연습으로 향상시킨 운동기능을 발휘하고 팀 동료와

의 협력을 통해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여 상대팀을 이기기 위한 활동부터 자신

이 추구하고자 내면적인 의미, 느낌 등을 몸으로 승화시켜 이를 직접 표현해내

는 행위까지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동작과 표현을 직접적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 심향유

심향유는 운동을 마음으로 느끼고 즐기는 측면으로, 정서적이고 태도적인 차

원에서 향유하는 것이다. 운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운

동의 다채롭고 고매한 측면들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운동을 예술로서 즐

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예술에는 댄스, 뮤지컬, 콘서트, 영화, 조각, 회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가 펼쳐져 있다. 영화나 뮤지컬 등은 우리의 시각과 청각, 촉

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에 자극을 준다. 이들은 우리의 문화예술 향유에 가장 친

근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안에는 또 다양한 장르가 펼쳐진다.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예술 장르는 수도 없이 많으며 우리는 이런 예술을 느끼고 감상하고

곱씹으며 인생의 교훈을 얻기도 한다.

운동의 심향유 방식에는 스포츠 관람이 있다. 보는 스포츠라고도 많이 불리어

왔으며 실제로도 많이 향유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야구장을 찾는 여성들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한다.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티셔츠

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경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버릴 정도였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스포츠 회화, 스포츠

조각, 스포츠 사진, 스포츠 연극, 스포츠 영화, 스포츠 건축, 스포츠 만화 등이

있다.

다) 지향유

지향유는 운동을 머리로 이해하고 즐기는 측면, 인지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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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을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향유하는

것이 능향유라면, 지향유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체험을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 개인의 일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운동이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대신, 우리는 남들이 향유했던 운동의 체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향

유함으로써 그들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은 단편적인 지식

이나 정보 따위를 받아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운동을 통해 자신의 알아가

고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먼저 깨달은 이들의 깊은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향

유함으로써 나 자신도 동일한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향유의 방식으로는 독서라는 활동이 있다. 독서는 우리의 오감 중

에 시각적 감각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향유의 방식이다. 시각적 감각을 통해

인지적인 작용이 주가 되지만 이와 함께 감성과 의지도 함께 작동하게 된다(최

의창). 스포츠 기사, 스포츠 신문뿐만 아니라 보다 질적으로 깊이있는 스포츠

문학이 권장된다. 저명한 코치나 선수들이 쓴 자서전, 스포츠 시, 스포츠 소설,

스포츠에세이, 스포츠 희곡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라) 운동향유의 다양한 방식 15+

‘하기’는 운동을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최의창, 2018). 동일한 음식

도 다양한 조리방식으로 다양한 맛을 누리듯, 운동도 ‘하는 것’과 더불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운동을 몸으로, 머리로, 마음으

로 즐기는 능지심의 향유를 보다 세분화한 15가지 방식이 있다. 최의창(2013)은

운동향유 15+로 명시한다. 그것은 운동을 총체적으로 향유하는 방식 즉,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그리기, 부르기, 마들기, 셈하기, 느끼기, 모으기,

나누기, 생각하기, 사랑하기 등의 방식으로 운동을 총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이 것을 운동소양, 운동향유 그리고 15+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림 5>와 같다.

 3) 한계점과 시사점

온전하게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운동소양을 온전하게 쌓도록 해

야한다.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이 총체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러한 소양으로 향

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를 운동향유력이라고 한다. 즉, “운동을 다양한 방

식으로 즐김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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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은 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운동향유은 동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운동 향

유력은 ‘운동소양을 자본으로 운동 즐김을 발현해내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을 즐긴다라는 정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보인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를 즐기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운동을 즐긴다는 것과 동일한가? 운동을 즐긴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운동

을 향유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위의 향유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나타난 향유의 특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을 그 기준으

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기준은 능동성, 긍정적인 정서, 참여, 맥락성이다. 여기

에서 맥락성은 운동향유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된 특성이

다.

<그림 4> 운동소양과 운동향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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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소양과 여학생

 1) 여학생의 특성

가) 신체적 특성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에 의해 2차 성징이

발현되면서 신장과 체중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사춘기 중반인 15

세를 전후로 대다수의 체력 요인들이 정체되거나 퇴보의 양상을 보인다(정겨운,

2015). 이로 인해 여학생과 남학생은 신체적인 차이와 운동기능 수준의 차이가

가 발생하게 되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수한 운동 능력을 가

지게 된다(권혜슬, 2017). 그리고 외모, 체지방, 유연성, 지구력, 신체활동, 자신

감 등과 같은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신체적 자기개념

정도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한태룡, 2010).

또한, 여학생들은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체육

활동이 여성다움과는 배치되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여학생들은 여성다움이란 여

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위축된 신체활동량을 보여준다(이창섭, 김재운, 남상우,

2000). 이는 미디어 등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왜곡된 인

식 등을 내면화시켜 마른체형이 표준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분

위기 탓으로 보인다(이진희 외, 2009). 따라서 그러한 이상적 체형에 맞지 않는

여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이 떨어져 체육수업에서 자신을 멀리할 가능

성이 클 수밖에 없다(이창섭 외, 2011). 이는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의 정서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나) 심리 · 정서적 특성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라 심리 · 정서적으로 예민해지

고 민감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며, 외모나 용모와 같은 부분에 신경

을 많이 쓰게 되어 체육활동 참여에 주저하게 된다. 또한 여학생들은 운동에 대

한 동기도 건강이나 체력 증진보다는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 기입 등과 같은

입시문제에 더 민감하며(김은진, 2017), 자신의 몸매를 더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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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2010)와 같은 외재적 동기에 의해 운동을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여성의 스포츠 참여의 한계로 보기도 하나, 이것이 여성들의 체육활동 참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한태룡, 2010).

여학생들은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원하고 가정보다는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관계형성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정겨운, 2015). 이와

같은 관계적인 성향은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아정체감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김진호, 2011). 반대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서 여학생들은 쉽게 상처받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들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외인재, 모

상현, 2013).

다) 학습적 특성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선척적이라고 보고하는 결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최현옥, 김혜리, 2010).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타인의 감정을 이

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앞선다는 것이다. 여성은 상대방의 감정을 빠르게 이해

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공감하기 능력’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한다

Barron-Cohen(2002, 2003). 따라서, 여성들은 언어 능력과 사회적 인지능력이 남

성에 비해 높고(Hyde &Linn, 1988), 언어자극을 기억하는 과제 또는 정서적 과

제 등에서 높은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다(Kimura, 2002; Kramer 외, 2003).

여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우수하여 대화를 할 때, 경청을

잘 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섬세하고 배려있게 표현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능력

은 여학생의 언어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rron-Cohen, 2002, 2003), 또

한, 여학생들은 영상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겨운, 2015), 글쓰기와 같은 작문 과제에서도 문장 구성과 표현방식에서 남학

생에 비해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다(김주환, 2015).

2) 여학생과 운동소양

운동소양의 함양과 운동 향유력의 증대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평생체육으

로의 연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운동소양을 길러

주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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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학교체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문화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문화의 의미를 일깨워주어 여학생들이 체육안 또는 운

동안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확히 알고 타인을 올바로 이해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삶

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삶에 대한 이상을 높이며, 삶에 대한 지경을 깊게 만들

어 준다(최의창, 2018).

문화로서 운동을 즐긴다는 것은 기존의 게임 위주의 운동을 즐기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게임으로서 운동은 여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정체되

는 체력수준과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는 신체활동 수준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특히, 혼성수업에서 체력수준과 신체활동 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는 남학생들과의 게임 활동은 여학생들에게 흥미를 잃게 하

고 그나마 남아있던 의욕조차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나 문화로서의 운동에서는 ‘하는 것’은 운동을 즐기는 한 가지 방식에 불

과하다. 운동에 대한 예술, 문학 등과 같은 인문적인 지혜들과 서사적인 체험들

은 그들의 지소양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서사적 체험은 감성적

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여학

생들에게 매우 적합한 활동이다.

최의창(2010b)은 서사성은 ‘대해 사람, 사물, 감정, 사건이 관여하는 관계적 맥

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반면, 논리성은 ‘생각, 개념, 이성, 문제가 관련되는

합리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서사적인 글에는 인간과

계가 포함되며 논리적인 글에는 인과간계가 짜여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Barron-Cohen의 성차이론(Barron & Cohen, 2002, 2003; 한태룡, 2010: 재인용)에

서 여학생은 ‘공감하기(empathizing)’ 능력이 우수하고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데 비해, 남학생은 ‘체계화하기(systemizing)’ 능력이 우수하며 경쟁지향적인 성향

을 갖는다는 주장에 따라 서사적인 유형이 여학생의 성향과 유사한 특성을 공

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서사적 차원’을 강조한다고 하여 운동의 ‘신

체적 차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체성과 지성 그리고

심성이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로 구분되어 상호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사적 차원은 단지, 기존의 스포츠가 체성에 너무

치우쳐 사람을 슬프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측면을 가미하여 스포츠의

온전한 모습과 참 맛을 느끼도록 하여 보다 깊고, 넓은 다채로운 의미를 채워주

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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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 운동소양 관련 선행연구

‘운동소양’이라는 개념은 최의창, 전세명(2011)의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

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최의창(2010)은

화이트헤드(2010)의 ‘피지컬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국내 중등체육의 상황과 그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스포츠 리터러시’ 즉, ‘운동소양’ 이라

는 개념을 창안하게 된다. 물론, 이전에 무용교육 분야에서 ‘무용소양(최의창,

2010c)'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나 체육교육 분야에서 공식적으로는 최의창,

전세명(2011)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최의창(2010)은 운동소양의 개념을 소개하기 이전에 체육교육의 정당화 작업

을 통해 ‘신체활동’을 ‘실천전통(a practice)으로 간주하고 체육교육을 ‘실천전통으

로의 입문’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운동을 운동문화로서 인식하고 체육교

육의 목표가 운동문화에 입문하여 운동의 전통, 안목, 정신을 함양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그가 제안한 운동소양의 개념도 이와 다름없으며, 운동문화에 입문

하여 개인에게 생겨나는 총체적인 자질 또는 능력에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보다

뚜렷한 형태로 가시화시킨 일이었다.

연구자 제목

이미영(2008)
여자중학생의 인문적 체육수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이정민(2011)
글읽기, 글쓰기를 통한 고등학교 여학생 체육 가르치기 : 서사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

김경우(2011)
뉴스포츠와 인문적 수업에 따른 

여중생의 체육수업 인식변화 연구

조연우(2013)
융합형 학습체험을 통한 여고생의 

체육수업 인식 및 참여 변화

정겨운(2015)
중등학교 여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 양상과 화성화 방안 탐색

홍연종(2016)
초등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한유정(2017)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을 통한

중학생 운동소양 함양

문경남(2017)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백승현(2018)
통합적 체력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건강소양 함양 과정 탐색

<표 9> 여학생과 운동소양 관련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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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문적 체육교육이 추구하는 ‘실천전통으로서의 신체활동에 입문하기’

는 운동소양의 그것과 동일한 철학적 기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운동

소양과 여학생 관련 선행연구를 위한 목록 추출을 위해서 여학생과 인문적 체

육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선행연구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여학생과 관련이

없더라도 운동소양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아직까진 소수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선행연구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는 <표 9>와 같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총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인문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밝히는 연

구(김경우, 2011; 이미영, 2008; 이정민, 2011)이다. 김경우(2011)와 이미영(2008)
의 연구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실천적 모형인 하나로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활동

에 대한 여학생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었으며 특히, 이정민(2011)은
학교체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대안으로 '하나

로 수업모형'의 간접체험활동의 주요 내용인 글읽기, 글쓰기 활동을 제공함으로

써 기존의 운동을 단순히 기능 중심으로 여겼던 여고생들의 운동에 대한 좁은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다. 이렇게 확장된 시야는 여고생들이 체육수업에 대한 인

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운동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맛보도록 함으

로써 운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이

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의 서사적 활동에 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발견을 제공해주었다.

둘째, 운동문화의 서사적 차원의 속성을 포함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그 효과를 탐색한 연구(문경남, 2017; 백승현, 2018; 조연우, 2013; 한유정,

2017; 홍연종, 2016)이다. 인문적 융합형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조연우

(2013)의 연구,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생들

의 남녀 모두의 인식과 요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탐색

하는 홍연종(2016)의 연구,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진로교육 목표로서 운동소양의 가능성을 살피는 한유정(2017)의 연구 등은

그 동안의 체육교육이 운동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

다 통합적인 접근에서 운동소양의 3차원인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직·간접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온전한 사람(whole person)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한유정(2017)은 운동소양의 진로교육 가능성

을 탐색하여 체육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진로능, 진로지, 진

로심의 ‘진로소양’ 개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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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은 체육수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운영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개발 되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나고 성장하는 변

화 또는 효과들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한시킴으로써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의 체

험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못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의 변화에 미치는

학교 밖의 영향 요인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연구의 범위가 거시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넘어 삶으로의 연결을 위한 노력은 문경남(2017)의 연구에서 제시되

고 있다. 그는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컨

텐츠를 개발하여 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의

다양한 차원들을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체험들을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여 운동 체험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수업과 일생생활로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체험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거나 학교의 전체적인 문화 또는 학교

밖의 기관들과의 협력적인 연계 등이 부족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인 효

과를 살피지 못하고 그 기대효과만을 제시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백승현(2018)은 건강을 지식과 기능적인 영역에 편향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

하고 건강한 삶을 일생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활동 기반의 능지

심이라는 ‘건강소양’을 제시하여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건강에 대한 접근으로

통합적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체육수업에서 학교생

활로, 학교생활에서 일상생활로의 연계를 통해 운동을 평생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행 연구로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효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문화, 지역사회 등의 영향 요인 및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셋째, 운동소양의 참여 양상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뒤

여학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정겨운, 2015)이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

학교를 사례로 선정하여 운동소양에 능지심 차원으로 참여 양상을 파악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인 측

면에서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운동의

다양한 차원 능,지,심의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체육활동과 환경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혀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일상생활로의 연계 또는 전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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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들은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학생과 운동소양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나타났다. 첫쨰, 운동향유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부족하다. 체육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일생동안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학령기 이후의 삶은 개인의 자발적 노력과 능력에 좌우하게 됨으

로 성인기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운동향유력은 중요한 개념이다.

물론, 운동향유에 대해 언급된 연구들이 있다. 한유정(2017)과 문경남(2017)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유정(2017)은 운동향유를 돕는 수준에서 서사적

활동이나 교과로 융합된 과제에 참여하며 나타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

어 실제로 학생들이 향유하고 있는 방식이나 모습들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

으며, 문경남(2017)은 운동향유에 대한 기대효과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최의창(2013b)의 향유 차원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특히, 향유라는 개념 자

체가 갖는 과정이 아닌 향유의 결과모습들을 추측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한계를

갖는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변화 또는 효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프로그램, 수업방식, 교사, 교실환경 또는 학교환경 요인들로 국한시켰다. 학생

들이 평생동안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하는 데는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활동, 생활체육활동 등의 모든 체육활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두루 살핌으로

써 그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나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 또는 중립적

인 상황임을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개발 그리고 실행

을 통해 그 효과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운동소양의 관점에

서 기존의 기능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던 운동의 모습들을 다차원적이고 입체적

으로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실생활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있엇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동소양 관련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운동경험을 향유하고 있는 방식이나 모습들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연

구는 없었다. 정겨운(2015)의 연구에서 능지심의 참여양상을 드러내주긴 하였으

나 참여와 향유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향유 방

식의 탐색을 통해 여학생들이 문화로서의 운동향유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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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패러다임은 실재의 속성이나 진실에 대한 가정, 탐색하기 위한 질문 그리고

어떻게 탐색할 것인지에 관한 철학 또는 틀을 의미한다(Glesne, 2016). 즉, 연구

를 이끌어가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정하는 기본적인 신념체제(belief 

system)를 의미하며(Guba & Lincoln, 1994) 연구의 이면에 전제되고 그 연구를

지배하는 철학적인 전제를 말한다(조용환, 1999). Creswell(2003)은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을 총 네 가지 패러다임 즉,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

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본 연구

의 패러다임으로 선정하였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은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러한 의미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뿐만 아

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등을 강조하는 해석적 틀을 의미한다(Creswell, 2013). 이는 본 연구에

서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과정과 함께 이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사회구

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Creswell(2012)이 제시

한 다섯 가지 질적 접근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중

사례연구를 연구논리 및 연구기법으로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어떠한 상황과

맥락 안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통

해 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이다(Yin, 2009). 또한, 추상

적이거나 경험적인 일반화가 아닌, 주어진 사례에 대한 적합한 분석을 통해 그

현상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곽영순, 2009). Stake(2005)는 이러

한 사례연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 복합적 사례연구, 본질

적 사례연구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는 복합적 사례연구로서 운동을 향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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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초점을 두고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사례들로 선정

하여 여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어떠

한 체험을 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다. 또한 운동을 향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

을 주고받는 지를 그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 안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나.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운동을

즐기고 있는 여학생들의 다양한 향유방식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

들이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교체육의 맥락에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크게 계획 단계, 수집 및 분석 단계, 결과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단계는 <그림 6>과 같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주

제를 선정하고 여학생 체육 및 운동소양과 관련된 문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형성하였다. 관련 문헌으로

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정책과학연구원 등의 기관

에서 제시된 여학생 체육 관련 문서 자료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는

여학생 체육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유형, 성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체육교사 6명

을 선정하였으며 그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

는 여학생 2명을 추천받아 12명을 연구 참여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실행단계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

후에는 자료의 수집과 수집한 자료의 분석 과정을 거쳤다. 자료의 수집은 관찰,

면담, 현지 문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

하려 노력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는 자료에 담긴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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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결과단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앞선 단계에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이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여학생의 운동향유

력 증진을 위한 제고에 관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여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문에 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 선정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Padgett, 1998).

이러한 연유에서 보통 질적 연구자들은 그들의 사례에 목적성을 두고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목적성을 가지는 표본 추출의 힘과 논리는 정보가 풍부한 사례의

선정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이슈들을 많

이 배울 수 있다(Patton, 2002).

본 연구는 복합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다

양한 방식들을 기술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는 크

게 연구참여교사와 연구참여학생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연구참여 교사는 유목

<그림 5> 연구의 수행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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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집방법으로 총 6명을 선정하으며, 선정된 교사들로 하여금 본인이 가르치

는 학생들 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을 2명 정도 추천을

받아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가. 연구참여교사

운동을 다양하게 즐기는 여학생들의 사례들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참여 교사

를 유목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중등학교 2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체육교

사이다. 둘째,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데에는 체육교사의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실제로 체육수업 시 직접체험활동과 함께 간접체험활

동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선정조건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연구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우수 교사 2명을 우

선 선정하고 네트웍 표본 추출(Patton, 2002)방식으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관

심이 많은 교사들을 추천받았다. 셋째, 위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학

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유형(공학/여중), 교직 경력,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 조건을 통해 총 12명의 교사에게 메일이나 전

화로 연락을 취했으며 이 중 동의한 교사 6명을 연구 참여 교사로 선정하였다.

순번 성명 성별 경력 학교유형 수업내용 및 방식 특성

1 유사랑 여 25 여자 고등학교
다양한 변형게임, 교
과서 활용 수업, 워
크북을 통한 다양한 
방식

스테이션 수업, 위크
북 활용, 수업과 스
포츠클럽 연계

2 류믿음 여 15 고등학교 공학
변형게임, 변형도구, 
표현활동,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잠재
력 실현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강
조. “츤데레”로 불리
는 여자 체육교사

3 한소망 여 6 중학교 여자 최대한 다양한 종목
을 가르치기. 

수업시간보다는 자유
학기제를 통해 다양
한 방식으로 활동을 
제공

4 조정직 남 18 중학교 공학
네트형 스포츠,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놀이

체육수업, 스포츠클
럽, 지역사회와의 연
계 강화
하나로 수업 운영 

5 배어진 남 9 고등학교 공학
전통적인 스포츠를 
기본으로 다양한 활
동 방식으로 꾸준히 
수업

하나로 수업 운영, 
수업중심, 스포츠를 
문화로서 폭넓게 가
르치고자 함.

6 황고운 남 9 중학교 공학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에도 인문
적 활동을 함께 제시

하나로 수업 운영, 
수업과 스포츠클럽 
그리고 일상생활의 
연계, 

<표 10> 연구 참여 교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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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참여학생

본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다양한 체

험 방식들을 탐색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우선, 온라인 개방형 설문을 실

시하겠다. 온라인 개방형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구참여교사로 선정된 체

육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3개 학급, 총 약 15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설문 참여에 동의를 한 학생 143명을 모집하였

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교사들로부터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여학생들을 2명씩 추천받아 총 12명의 연구참여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운동

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즐기는 학생. 둘째, 이들

중 연구 참여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

의견을 유창하게 잘 표현하는 학생.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윤리 심의에서 통과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위의 두 조건에 부

합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한 학생이다.

연구 참여 

학생

학년 운동향유 15+

중 고 하기 보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그리기만들기부르기모으기셈하기느끼기나누기
생각

하기

사랑

하기

1 조예쁨 ○ ∨ ∨ ∨ ∨ ∨ ∨ ∨ ∨ ∨ ∨
2 이다해 ○ ∨ ∨ ∨ ∨ ∨ ∨
3 박가름 ○ ∨ ∨ ∨ ∨ ∨ ∨ ∨ ∨ ∨ ∨ ∨ ∨ ∨ ∨ ∨
4 박나희 ○ ∨ ∨ ∨ ∨ ∨ ∨ ∨ ∨ ∨ ∨ ∨
5 최수지 ○ ∨ ∨ ∨ ∨ ∨ ∨ ∨ ∨ ∨
6 이준혜 ○ ∨ ∨ ∨ ∨ ∨ ∨ ∨ ∨ ∨ ∨
7 이예진 ○ ∨ ∨ ∨ ∨ ∨ ∨ ∨ ∨ ∨ ∨ ∨
8 김근영 ○ ∨ ∨ ∨ ∨ ∨ ∨ ∨ ∨ ∨ ∨ ∨ ∨ ∨
9 최재민 ○ ∨ ∨ ∨ ∨ ∨ ∨ ∨ ∨ ∨

10 신유정 ○ ∨ ∨ ∨ ∨ ∨ ∨ ∨ ∨ ∨ ∨ ∨ ∨ ∨ ∨
11 이승희 ○ ∨ ∨ ∨ ∨ ∨ ∨ ∨ ∨ ∨ ∨ ∨ ∨ ∨ ∨ ∨
12 배령미 ○ ∨ ∨ ∨ ∨ ∨ ∨ ∨ ∨ ∨ ∨ ∨ ∨ ∨

<표 11> 연구참여학생과 운동향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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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참여학생들은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구윤리위원회심의 대

상자이므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 윤리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여 부모와 학생의 동의

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운동 향유에 대한 다양한 방식 15+에 따라

연구참여학생을 다음의 <표 11>과 같이 구분하였다.

3. 자료수집

사례 연구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묘사를 요구함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

료수집 방법을 필요로 한다(Creswell, 2013). Yin(2009)은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면담, 관찰, 문서, 기록물, 물리적인 인공물 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사례들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 면담, 현지자

료, 교사 일지, 학생 과제 활동지,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이미

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6> 자료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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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의 유목적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신념과 행동 등을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

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6). 연구 참여자가 연구 문제와 관련된 행위, 감

정, 느낌, 경험, 통찰,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연구

자가 대화를 구성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Smith & Sparkes, 2016). 본 연구에

서도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과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면담법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 반 구조화된 면담, 비 구조화된 면

담으로 구분된다. 구조화된 면담은 매우 표준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인터뷰 방

식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되어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질문 형태로

주어지는 닫혀있는 질문(Closed questions)을 의미하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와 다양한 맥락 내에서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몇 가지 질문 가이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으나 면담을 하는 도중에 연

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해 더욱 의미 있는 질문이나 보충이 필요한 질문들을 새

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질문(Open-ended 

questions)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 구조화된 면담은 사전에 질문들이 거

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면담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이슈, 경험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형태보다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면담 시 미리 구성한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되 융통성을 발

휘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면담방식인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 교사 최소 1회, 연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 1회 더 추가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지

는 사전에 미리 제공하여 질문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질문으로 인해 당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회당 40∼70

분 정도 진행하였다. 보다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사진, 기록지 등의 방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참여

교사와 연구참여학생에 대한 질문 내용은 각각 <표 12>, <표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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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운동향유
방식탐색

§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가요?
§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계신가요?
§ 여학생들은 주로 어떤 운동향유 방식들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에 선호하는 운동향유 방식에 차이가 있나

요?
§ 운동을 즐겁게 향유했던 또는 향유하고 있는 여학생들 중에서 

떠오르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위해서 교수학습 및 평가 시 고려해야할 

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동향유
영향요인

§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나요?
§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

나요?
§ 운동향유 방식 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가 있으신가

요?
§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위해서 동료교소와 협의를 하시나요?
§ 여학생들이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평가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운동향유력 
제고방안

§ 현재 여학생 체육 활성화 운영 방안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체육교사로서 현재 만족하는 부분과 아

쉬운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운동향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

요?
§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여학생들이 평생동안 운동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

떤 것들이 있나요?

<표 12>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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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

관찰은 특정한 맥락이나 환경 속에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Olive & Thorpe, 2017).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운

동 향유 방식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비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비참여 관찰은 연구 참여자와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이 다른 형태의 자료를

면담내용

과거의 운동향유 

경향성

§ 과거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 과거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즐겼나요?

§ 과거에 즐겼던 방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에 즐기고 싶지 않았던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

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의 운동향유 체험을 통해 나의 인식이 변화한 적이 있나

요?

현재의 

운동향유

§ 현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나요?

§ 현재 즐기고 있는 방식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무엇인가

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즐기고 싶지 않은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운동향유 체험을 통해 나의 인식이 변화한 적이 있나요?

운동향유

영향요인

§ 운동향유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운동향유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운동향유를 심화시켜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운동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 운동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래의 

운동향유

§ 향후, 내가 즐기고 싶은 운동향유 방식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운동을 즐기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운동을 즐기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체육교사라면 여러분같은 여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표 13>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학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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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연구 참여자를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연

구참여학생이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장면을 보다 집중력 있게

관찰하고 그 행위를 있는 그대로 살피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섭을 최소화하여 실시하는 비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또

한, 면담 내용이 실제 관찰 장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관찰하기도

하고, 관찰을 통해 생긴 의문점들을 면담을 통해 다시 묻는 과정을 통해 연구문

제를 충실히 해결해나갔다. 관찰의 기록은 Creswell(2012) 제시한 ‘기술적 노트’

와 ‘반성적 노트’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다. 현지 문서

문서는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물’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며, 세부

적으로 상징적 표시를 통해 개인 사고의 표현을 제공하는 일체의 것이라는 의

미도 함께 가진다(Longman Dictionaries, 1995).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를 위해 학교차원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추진 관련 공문서나 수업 및 평

가 계획서를 포함하는 여학생 관련 각종 문서나 기록물들이 관련 사례들에 대

한 이해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후에 작성한

반성 일지, 성찰 일지 등도 주요한 문서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학생 차원에서

시간 관찰내용(기술노트) 관찰자 잠정 분석

10:35

§ 송교사 :“지금부터 해야할 과제는 ‘공 안 떨어트리기’ 근데 
규칙이 있어. 규칙은 조별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을 잡는거야.
 자 일어나봐~”

§ 조예쁨 : 선생님, 얘가 ooo가 아니면 손을 못 잡겠대요.”

  예쁨이가 다른 여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다른 반 학생인 
듯)이 아니면 손을 못 잡겠다고 했는지 선생님께 고스란히 얘기를 
전해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송교사는 예원이에게 “예원아, 옆에 
남자애가 이승우라고 생각하고 잡아!”라고 말한다.

§ 조예쁨 : “선생님, 얘가 어떻게 이승우에요? 선생님, 말이 되
는 소리를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이승우)를 다른 친구에 빗대는 선생님의 말
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억울한 웃음을 짓는다. 

오늘 해야 할 과제에
서 남녀 학생들이 손을 
잡아야하는 상황이 수업
운영에 어려움으로 나타
나고 있다. 생각보다 서
로 싫어하는 내색은 하지 
않는 듯하다. 여학생들이 
워낙 적어서일까? 

송교사는 평소에 축구
선수 이승우를 좋아하는 
예쁨이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 ‘이승우’
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
다. 

<표 14> 관찰기록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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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주로 스마트 폰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 즉, 사진, 문자, 대화,

영상 등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여학생들이 운동

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라. 온라인 개방형 설문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와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된 개방형 설문 조사를 병행하

게 되었다. 해당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양하게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생들을 선정하고 담당 교사들

의 인증과 추천을 통해서 연구참여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세부내용은

<표 15>와 같다.

구분 면담내용

과거와 현재의 
운동향유 경향성

§ 지금까지 경험했던 방식들을 모두 체크하시오.
§ 즐거웠던 방식대로 순위를 적어보시오.
§ 현대 향유하고 있는 방식들을 있는대로 체크하시오.
§ 과거와 현재의 즐기기 방식이 변화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동향유
영향요인

§ 운동향유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운동향유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운동향유를 심화시켜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운동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운동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운동향유력
제고방안

§ 향후, 내가 즐기고 싶은 운동향유 방식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운동을 즐기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운동을 즐기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체육교사라면 여러분같은 여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을 추천해

주고 싶나요?

<표 15> 온라인 개방형 설문 주요 내용 

<그림 7> 현지문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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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

현지 문서 및 기록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김영천(1997)은 이러한 질적

자료들이 수집되고 나면 연구자는 자료의 관리와 분석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자료 분석이라고 정의내렸다. 물론, 모든 수집이 끝난 후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것으로(김영천, 1997)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그 수준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확대,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이 선후관계가 아닌 순환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조용환, 2012).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틀로서 Wolcott(1994)이 제시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을 활용하였다. 그는 기술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은“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알게

(know) 하는 일”이며,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

(understand) 하는 일”이라고 구분한다. 그리고 이는 각기 서로 다른 사고 형태를

요청한다고 본다. 기술은“사실을 관찰하고 수집하는데 치중한” 사고를 요청하는

반면에, 분석은 “창안과 상식의 적절한 조화”를 요청하며, 해석은 “자유롭게 그

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한 문제를 숙고하는”자세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림 8> 자료 분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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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기술, 분석, 해

석의 관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기술-분석-해석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보완적인 작업이며(Wolcott, 1994), 그 삼자간의 관계를 직선적

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바라봄(Spradley, 1980)으로써 자료 분석 각 과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가. 기술

Wolcott(1994)는 기술을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 없이 최대한 객관적인 상태로서 그 현장이나

내용을 생생하게 나타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월코트는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술의 차원해서도 연구자는 상당한 정도로 “가시적인 역할”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조용환, 2016). 그는 연구자가 할 일로서 “구조화(sutruturing)",

"계열화(sequencing)", ”편집(editing)"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 자료와 관찰 기록지 내용, 현지 문서와 각종 기록물

들을 반복적으로 숙독하여 연구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유의미한 문장과 단어

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분석적 메모를 작성해가면서 구조화, 계열화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편집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적절한 기술

과 읽기 좋은 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글쓰기 전략들을 고민하였다.

나. 분석

Wolcott(1994)는 분석을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이라

고 하면서 분석을 “질적 연구의 양적 차원”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코딩

(coding)”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코딩이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

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LeBar, 1970).

연구자는 이런 코딩을 위한 분석 단계에서 스트로스(Strauss, 1987)가 제시한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중추적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개방적 코딩이 분석 초기에 행하는 것

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해보는 방식이라면, 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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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은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카테고리들을 수렴

시켜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와 달리, 선택적 코딩은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카테

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2016).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코딩 작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코딩의 범주와

주제들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들 과정을 상호보완적으로 관련지어 공통

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하위 주제로 분

류하여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포괄하는 상위 주제를 도출하고 이

러한 상위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쳤

다. 이러한 과정을 순환적 과정으로 보고 여러 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였다.

다. 해석

Wolcott(1994)는 해석을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

(understand) 하는 일”로서 해석은 기술과 분석에 이어서 제기되는 “그래서 어쩄

다는 얘기냐(So what)"는 질문에 답하는 일이며 기술과 분석이 자료를 ‘변환하

는(transform)' 작업이라 한다면, 해석은 자료를 ’초월하는(trenscend)' 작업이라고

본다. 즉, 해석은 특수사례의 경계를 넘어서서 보다 일반적인 의미와 적용 가능

성을 따지는 일이며, 자료를 보다 포괄적, 거시적, 주관적인 맥락에서 통찰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16).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작업이 서로 마음을 열고 뜻을 나누기 위해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일(조용환, 2016)로 간주하고 질적 연구자들이 흔히 활용하는 해

석의 도구 ‘형식’, ‘주제’, ‘규칙’, ‘전략’, ‘유형’, ‘모델’, ‘비유’, ‘양식’, ‘구조 체제’,

‘이론’ 등의 해석적 도구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

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표현하려고 노력

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정확한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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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양적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같이 질적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연구의 진실성(trusworthiness)’이란 개념으로 이해한다(Guba,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ncoln(1985)이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

해 제시한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triangulation)',‘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질적 연구에서는 각종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나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미

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대

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영천(2006)은 이러한 과정을 연구 참여자

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하

며 자료의 진실성 확보에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참여 관찰 기록지, 현지 문서 및 기록물 등과 관련된 각종 수집 자료와

분석과정, 도출된 결과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나.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동료 간 협의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의 가능성 또는 잘못된 오류들을 줄임으로써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

지만 학문적 배경이 유사한 연구 동료들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

구의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동일한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

인과 박사과정생 1인, 석사과정생 2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연구 사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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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현직교사 또는 교직 경력자이다.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

고 실질적인 조언을 구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삼각검증법은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다는 뜻이며, 다

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김영천,

2016). Mathison(1988)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에 의존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의존했을 때 그 연구 대상에 대한 탐

색과 이해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 현지 문서 및 기록

물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고 타당한 자료 분석과 결론을 도출해냄으로써 연

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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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여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러한 과정에서 중요하게 관여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여학생의 운동향유력

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제시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들을 탐색하였다. 기존에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점철되어왔던 ‘하기’ 방식을 넘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을 폭넓

게 깊이있게 향유하는 방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기 시작

하는 데에, 운동향유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폭넓게 즐기는 데에, 운동을 삶의

맥락과 관련짓고 보다 의미있는 방식으로 깊이있게 즐기는 데에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2가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이 운동

을 평생동안 향유하는 능력인 운동소양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9> 운동을 즐기는 다섯 가지 향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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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학생의 운동향유 방식 양상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는 다섯 가지 방식 즉, 실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수행

향유), 구경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관전향유), 표출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표

현향유), 탐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분석향유), 감응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

(감흥향유)로 도출되었다. 이 다섯 가지 방식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

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향유되었다.

가. 수행향유(修行享有) : 실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

수행향유는 운동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운동을 실행한

다.”는 말은 운동을 몸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

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하기 방식’과 다름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움직

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운동을 게임으로 즐기는

<그림 10> 실행하는 향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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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의미한다. 운동 기능을 위한 기술 연습이나, 복잡한 전술 및 전략을 위한

경기기능 연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운동은 게임뿐만 아니라 엑서사이

즈, 레저, 댄스, 마샬 아트 등과 같은 모든 신체활동을 포함한다(최의창, 2018b).

학교체육에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된 방식이며, 현재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안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운동을 즐기는 데 ‘하기’ 방식을 가장 선호

하고 있었다. <그림 11>과 같이, ‘하기’는 여학생들이 과거에 경험한 방식 그리

고 미래에 향유하고 싶은 방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림 12>와 같이, 현재 운동을 즐기고 있는 정도 면에서 여학생의 57.4%가

하기 방식을 “즐겁다.”, “매우 즐겁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1> 과거와 미래의 향유방식 비교  

<그림 12> 여학생의 향유방식의 현재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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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수행향유 양상은 ‘정과 체육활동’, ‘정과 외 체육활동’, ‘학교 밖 체

육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다수가 체육수업을 통해 운동을 향유

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특정 소수의 여학생들만이 학교스포츠클럽이나 일상

생활에서 운동을 즐기는 편이었다. 체육수업과 정과 외 체육활동이 운동 그 자

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학교 밖 체육활동은 주로 외적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직까지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이 일상으로의 체험으로

전이가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며, 평생체육으로의 연계를 위한 학교체육의 노력

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정과 체육활동 : 모든 학생들이 즐기는 체육수업

연구참여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체육수업의 목표는 “체육수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특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참여교사들의 수업 초점은 운동기능 수준이 가장 낮

은 학생들에 있었다.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이었으므로,

이들의 체육수업을 위한 주요 초점은 여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모든 학생들 중에서 기능수준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에요. 뭐 기능이 뛰어난 여학

생들도 있는데 여학생들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그 기능수준이 떨어지

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여학생이라 여학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 친구들이 또 

아예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고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게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조금이라도 얻게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0905-1차)

근데 제가 여자다 보니까 좀 더 여학생들에게 저도 모르게 초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 

위주로 가르쳐요. 모든 실기나 이런 것들은 다 초보자들에게 맞춰서 가르치고 뭔가 설명하거나 피드백

을 주더라도 여학생 위주로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안 하려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좀 하려고 하고 성공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레이업 못하다가 하게 

되니까 “어? 되네?” 하면서 계속 하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안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소망 선생님, 소망중 교사 면담, 190702-1차)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은 교사들이 운동기능 수준의 차를 성별의 차로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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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혼성학급 내에 운동 기능 수준

이 높은 여학생도 당연히 존재하며, 반대로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수업의 초점을 여학생으로 삼은 궁극적인 의도는 여성

이라는 성별보다는 그동안 운동에서 소외되어 왔던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

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16>과 같이,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수행향유는 주로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활동으로는 ‘변형게임’, ‘뉴스포츠’,

‘새로운 종목’, ‘놀이방식’, ‘건강활동’, 표현활동‘으로 총 6가지였다. 그리고 6가지

활동을 3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여 <그림 14>과 같이 도출하였다. 3가지 특성은

변형게임과 뉴스포츠를 통한 ‘공평한 체험활동’, 새로운 종목과 놀이를 통한 ‘호

기심 자극 활동’, 건강활동과 표현활동을 통한 ‘여학생 친화적 활동’로 구분하였

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면담을 통해 분석된 주요 특성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이러한 모든 특성이 각각의 활동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전통스포츠 뉴스포츠 놀이 표현활동

배어진
§ 변형게임
§ 실제게임

§ 대나무춤
§ 치어리딩

한소망
§ 변형배구
§ 변형도구

§ 플라잉디스크

류믿음
§ 변형게임
§ 변형도구

§ 패드민턴

§ 제기차기
§ 감자캐기
§ 가 위 바 위 보 릴

레이

§ 치어리딩
§ 창작체조

조정직

특별한 기초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종
목
§ 배드민턴
§ 탁구
§ 사격

§ 킨볼
§ 투투볼
§ 티볼

유사랑

§ 변형게임
§ 변형도구
§ 실제게임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손으로 조작하는 
종목

§ 치어리딩
§ 펌프

황고운
§ 육상
§ 배구
§ 농구

§ 디스크 골프

<표 16> 연구 참여 교사별 하기 방식의 활동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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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학생의 수행향유는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 가능한 공평한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형게임이나 뉴스포츠 등을 통해 운동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들은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 이는

타인에 의한 수동적 참여가 아닌, 본인 스스로 운동 체험의 주인이 되어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과정이였다.

제가 그 축구경기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만 주어져 있는 핸

디캡이니까 남자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으로 잡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니

까 제가 그 경기를 조금 더 제가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뉴 스포츠. 그니까 규칙이 단순해야 돼요. 여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농구보다는 넷볼이 재미있어서. 이

번에 킨 볼도 되게 재미있게 참여했고 단순한 것들. 이건 뉴 스포츠라는 게 규칙을 단순화해서 거의 

만든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한소망 선생님, 소망중 교사 면담, 190905-1차)

여학생들은 경기규칙이나 방법을 단순하게 변형시킨 뉴스포츠나 변형게임을

통해 능동적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었다. 특히, 혼성경기에서 여학생을 위해

제공된 어드벤티지는 남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림 13> 수행 향유를 위한 활동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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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즐기는 데 자신감을 더해주었다.

이처럼 간단한 경기 규칙과 방법으로 특징짓는 변형게임과 뉴스포츠는 높은

수준의 운동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여학생들이 운동을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공평한 체험활동은 모두가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의 의지

와 노력에 따라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운동을 즐길 수 있

도록 하였다.

둘째, 여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은 여학생의 수행향유를 위한 가

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16>과 같이,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에

게 운동향유를 위한 동기유발 기제로서 처음 접하는 ‘새로운 종목’, ‘놀이 방식’

을 제공하고 있었다.

터치 럭비? 하는 거 했는데. 엄청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경기 시간동안 그것도 처음해봤어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같고. 이제 저글링이랑 스피드 스태킹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글링도 진짜 처음해보잖아요. 

저글링도 해보고 있는데 기억에 엄청 남아요. 처음에 너무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잖아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여학생들은 수행향유를 위한 활동으로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종목’에 대해

언급하였다. 처음 접하는 활동은 여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관심과 흥

미를 유발함으로써 운동향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대부분의 여학

생이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임으로, 모두가 동일한 수준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

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3월에는 무조건 보통 선생님들이 PAPS 이제 많이 측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팝스 측정은 측정인데 

놀이를 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친할 수 있게끔 놀이의 경험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게 애들이 서먹하잖

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스킨십을 통해서 애들이 같이 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분위

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그냥 놀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체활동을 막 하게끔 해서 팝스의 이런 종목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런 활동을 근력 근지구력을 조금 놀이로서 경험해보고 나서 우리가 근력 근지구력 측정을 

할 거다. 요런 식으로 해서 놀이를 통한 체력운동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팝스의 영향을 미치는 

하기에서 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류교사는 놀이를 학기 초 학생들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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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러한 놀이활동은 스포츠보다 경쟁적인 속성이 덜하고, 즐거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류교사는 놀이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교과내용과 연결하여 교육적 의미

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서 향유가 될 수 있

었다.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대중문화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활동과 표현활동은

여학생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어떤 활동보다 여학생

들이 주도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건강활동을 통한 여학생들의 향유 양상은 운동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운동을

통한 자신의 건강 또는 외모를 가꾸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활동과는 다

르게 건강활동은 여학생들이 일상에서도 실천하는 드문 활동 중 하나였다.

항상 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하고 나면 흘린 땀을 보면서 뿌듯했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꾸준히 하지

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타바타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운동을 스스로 하

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906-1차)

<그림 14> 신체이미지 활동지와 타바타 운동 프로그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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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믿음 고등학교에서는 건강활동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중 하나로 타바타

운동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타바타 활동은 여학생에게 운동 그 자체로

는 달갑게 받아드려지지 않았으나,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와 극복의 의

지 그리고 성취를 통한 뿌듯함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체

이미지 활동을 통해, 운동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편향된 신체 이미지

인식을 올바르게 형성시켜주어, 여학생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여학생이 운동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강활동과는 달리, 운동 그 자체로서 향

유하는 강력한 활동에는 표현활동이 있었다. 춤, 음악, 가사, 스토리 등 다양한

예술 감각적 요소들은 여학생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치어리딩을 했는데, 치어리딩을 노래를 정하고 저희가 다 만들어서 기본 동작은 배우고 그걸 만들어서 

직접 선생님께 가서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처음이였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

주신 거에요. 그래서 그때 재미있었어요. 치어리딩 했을 때.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Bryant & Veoroff(2007)은 하나의 긍정적 체험 속에 둘 이상의 감각이 포함되

어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복합감각의 향유’ 또는 ‘상승작용의 향유’라고

천명하였다(권석만, 임영진, 하승수, 임선영, 조현석, 2010). 표현활동은 춤으로

인한 신체적 즐거움, 음악으로 인한 청각적 즐거움, 스토리로 인한 서사적 즐거

움 등 다양한 즐거움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증

폭시키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제일 반응 좋았던 거는 일단 표현활동 수업이었던 거 같아요. 여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같고 물론 뭐 수업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쟁활동 안에서 생소

한 종목들을 새로 접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지금 표현활동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이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안무를 짜고 이렇게 협력적 활동을 하는 거를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래서 실제로 매년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도 하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더 중요한 것은 여학생들이 관심과 재미를 넘어,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

하려는 협력적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맞닥뜨린 시행착오와 극복의 노

력은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정규수업에서 춤을 배우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활동이며, 공동으로 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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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활동은 학생 들의 정서적 협동적 연대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Zander, Kreutzmann, West, Mettke, & Hannover, 2014). 

이처럼 여학생들은 기능수준과 관련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본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향유 가능한 활동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

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통해서 운동향유의 시작을 여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여학생의 취향을 저격하는 즐거운 활동들을 통

해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향유체험이 단지 체육수업에만 머물게 하

는 것은 체육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체육교육의 목표는 평생에 걸쳐 운동을 즐

길 수 있는 기초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체육수업에 의한 향유범위를 보다

다양한 맥락으로 폭넓게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

는 체육수업과는 달리,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정과

외 체육활동은 여학생들이 성인기 이후 운동을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

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2) 정과 외 체육활동 : 우리들만의 특별한 경험

성명 학교
참가하고 있는

정과 외 체육활동 유형

스포츠클럽 

참가종목

1 조예쁨 소망여중 자유학기제 축구

2 이다해 소망여중 스포츠클럽 농구

3 박가름 사랑여고 스포츠클럽 티볼

4 박나희 사랑여고 스포츠클럽 티볼

5 최수지 정직중 스포츠클럽 배구

6 이준혜 정직중 스포츠클럽 배구

7 이예진 어진고 불참 -

8 김근영 어진고 불참 -

9 최재민 믿음고 스포츠클럽 티볼

10 신유정 믿음고 스포츠클럽 티볼

11 이승희 온유중 스포츠클럽 농구

12 배령미 고은중 자율동아리 댄스

<표 17> 연구 참여 학생별 정과 외 체육활동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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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외 체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 학

생들은 총 14명 중 12명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기능 수

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 17>은 연구 참여 학

생별 정과 외 체육활동 참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육

수업과 다르게 학교스포츠클럽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활동이므로, 소

수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편이다. 따라서 대회 참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친구

들과의 돈독한 우정, 팀에 대한 소속감 등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학교스포츠클럽만의 특별한 즐거움이었다. 

○○시에서는 시도별로 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것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런 대회에 그때 특히 이제 여

학생들 피구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피구에 참가했던 여학생들 같이 대회를 나갔고 우리가 다른 

애들이 경험해보진 못한 그런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를 같이 선생님들하고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저도 그렇지만 여학생들도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했던 여학생들이 좀 생각을 많이 나네요.

(류믿음,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학교스포츠클럽의 꽃은 ‘대회’라고 할 수 있다. 대회는 여학생의 수행향유를

위한 강력한 유인가로 작용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쟁의식과 승부욕은 남학생들

못지 않았다. 여학생의 수행향유는 반드시 승리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았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동료, 교사와의 협력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여학생의 승리

에 대한 즐거움은 배가 될 수 있었다. 

제일 기쁠 때는.. 밤늦게까지 연습할 때요. 언니들 하고, 애들.. 언니들이 연습을 하고, 끝날 때 수고

했다고 얘기해 주고,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T볼 할 때도 재밌었고. 쌤도 같이 나와서 연습할 때가 제

일 재밌었어요.

(박나희,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박가름 : 전날에 비가 오는 거에요. 태풍이 와가지고. 근데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왔는데, 비를 맞고

서 연습을 하고 수건을 주시길래. 그걸로 머리 감싸고서 T볼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 그게 왜 기억에 남아?

박가름 : 비 오는 날, T볼을 해가지고. 그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박가름,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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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학생들은 승리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전 과정을 기억하며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중에

서도 여학생들은 좀 더 특별했던 경험 예를 들면, 야간자율학습을 빠지고 밤늦

게까지 연습했던 경험, 비오는 날 비를 맞으며 연습했던 경험 등을 잊을 수 없

는 즐거운 순간들이었다고 말하였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노력했던 과정에 더하여, 긍정적인 결과까

지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회 우승의 경험은 여학생

들에게 평생 잊지못할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정직중

학교 여학생들은 연구참여학생들 중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유일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우승을 하기 전 그들에겐 치열한 접전 끝

에 따낸 ‘1승’만으로도 운동을 향유하기에 충분한 경험이었다. 운동을 하면서 느

낄 수 있는 짜릿한 순간들은 여학생들에게 운동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향유체험의 열매와도 같았다.

<그림 15> 범계중 여자 스포츠클럽 3부 리그 대회 우승 장면 사진



- 99 -

예선전에서 너무나도 아쉽게 져서 우리들은 1~2시간 더욱 연습하고 틈틈이 만나서 연습하고 반성하고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보다 일찍와서 체육관 청소하고 서브 연습하고 개개인마다 많은 연습을 했다. 

그리고 본선에서 노력한 결과에 맞게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선생님이나 코치님에게 혼나거나 힘들 

때는 정말 힘들고 내가 왜 하는 지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와준 친구나 후배 선생님, 코치

님이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사실, 정직중학교 여학생들의 우승은 3등팀끼리 모인 리그에서의 우승이였다.

물론, 이들에게는 3부리그 우승을 위한 여정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3부

리그 대회가 있기 전, 이들은 1승 2패의 성적으로 조 3위를 차지하며, 패배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낳는 법, 3부 리그 대회에서 이

전 대회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연습에 몰두한 결과, 대회

우승을 거머쥐을 수 있었다.

정과 외 체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회의 경험, 우승의 경험들은 여학생

들에게 모두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결과에 있

다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열정적으로 노력

했던 여학생들의 의지와 열정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기

쁨도 덜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우승이란 경험이 더욱 값지고 소

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는 것이다.

3) 학교 밖 체육활동 : 평생체육으로 가는 길

학교 밖에서의 체육활동은 체육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할 최종적인 목

표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독립적인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평생에 걸쳐 운동을 향유하게 하는 체육교육의 목표와 맞닿아 있

다. 물론, 학창시절의 학교 밖 체육활동이 평생체육으로 가는 길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과 비교하면, 그 가능성은 훨씬 농후하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성인 67%가 학창시절에 체육과목을 잘하고, 운동에 흥미가

높았다는 결과도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안타까운 사실은 연구참여학생들 중 학교를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은 흔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클럽

활동에 따라다니며 운동을 즐겼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급하고부

터 여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 밖 체육활동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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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다해 : 애들이 같이 연습하는 게 너무 좋죠. 항상 먼저 하자고 꼬맹이들이 먼저 하자고 하고 

연구자 : 언제쯤 주로 하자고 해? 

이다해 : 토요일이나 일요일. 애들이 다 학원가야 되니까요. 

연구자 : 평일에는 학원가야 되니까.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주말에 배드민턴을 친구하고 쳐본 적이 있는데 그 때 아파트 단지 내에 배드민턴 장이 있었는데 거기

는 라켓이나 공을 다 빌려줘 가지고 친구하고 많이 쳤었는데 계속 주고 받는 텀이 점점 길어지게 되

면서 우리 실력이 늘었다는 마음에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기회가 된다면 배드민턴을 

해보고 싶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일상에서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들은 주로 주말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운동

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스포츠를 즐길만큼 인원들이 충분하지 않

았다. 여학생의 학교 밖 운동체험은 소수의 여학생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이러한 종목으로는 개인 스포츠나 엑서사이즈 형태가 주로 향유되고

있었다. 물론,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상당

수 여학생들은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학업 유지, 외모의 가꿈 등의 외재적인

이유로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연구자 : 필라테스나 요가하면 뭐가 좋아

이다해 : 자세교정. 엄마가 자세 좀 교정하래요. 자세교정하고 근력 키워주죠. 

연구자 : 한 지는 얼마 안되었구나

이다해 : 이번 3월 정도부터.

연구자 : 그거의 매력이 있어? 필라테스나 요가의 매력

이다해 : 딱히 매력은 없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좋아서? 

연구자 : 스트레칭 하면 잠이 깨고 이런 느낌인가?

이다해 : 아침에 운동을 꾸준히 하다보니까 약간 좋다고 하기보다는 습관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이다해 학생의 경우, 자신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정적인 운동을 즐긴다고 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운동을 하고, 학교

에 등교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적인 운동 자체가 재밌기보다는

학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을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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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였다. 비록, 운동 자체를 즐기지는 않다러다도, 이와 같은 일상운동은 여

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만족감을 채워주고 있었다.

한편, 여타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춘기에 접어든 조예쁨 학생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이전부터 작은 키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예쁨: 저 밑에 집 친구랑 줄넘기 자주해요.

연구자: 줄넘기는 왜해

조예쁨: 키 크려고

연구자: 키 크려고 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조예쁨: 300개까지 하는 것은 별로 안 힘든데, 한 500개 넘어가면 힘들어요.

연구자: 키가 크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티는 거야? 

조예쁨: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컸어요.

연구자: 아 그래? 힘든 과정을 참고 500개를 끝내 면 어떤 느낌이 들어?

조예쁨: 그거해서 키가 크면 기분이 좋죠.

연구자: 키가 크지 않으면?

조예쁨: 네, 약간 왜 했나 싶고, 허무하죠.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조예쁨 학생처럼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신체를 보다

멋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향유한다. 또한, 이다해 학생처럼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학업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도 운동을 향유한다. 과연, 이러한 외재

적 목적을 위한 운동체험도 향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긍정적인 체험만이 향유를 누리는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부정적인 체험이라도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이끌 때 향유는 가능하다(Aronson & Linder, 1965). 여

학생들은 운동체험 과정이 부정적이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의지와 긍정

적인 기대 및 결과가 맞물려 나타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수행향유는 학교 안에서의 수행향유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특히, 학교 밖에서의 수행향유 양상은 운동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외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향유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외

적 동인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잇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내와 극복의지, 책임감 등은 삶의 맥락에서 필요한 덕목이

기도하다. 그러나 수단적 운동향유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 이

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근절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운동향유를 위해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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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아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교육은 학

교 안에서 내실화를 다지고, 이것이 학교 밖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평생

체육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 관전향유(觀戰享有) : 구경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

관전향유란 운동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운동에 관한 내용

이나 현상을 학습자가 시각적 · 청각적으로 수용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행향유와 같이 운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

게 표현되는 운동양식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운동에 관한 실제

장면, 이미지, 영상 등을 시·청각적으로 향유하는 ‘보기’, 운동에 관한 언어적 표

현을 시각을 통해 향유하는 ‘읽기’, 운동에 관한 음성, 음악적 표현을 청각을 통

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듣기’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자는 외부로

부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적절하게 통

합하면서 궁극적으로 발전적인 형태의 관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들

이다.   

<그림 16> 구경하는 향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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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

보기는 운동에 관한 실제적인 장면, 이미지, 영상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양식

들을 시·청각을 통해 향유하는 방식이다.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루어지며, 청각적인 요소도 함께 통합되면서 향유체험이 보다 풍부해진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무용수의 화려한 춤사위부터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플레이까지 운동체험을 관전하거나, 운동에 관한 회화나 조각, 사진, 건축 등과

같은 예술적 작품들을 감상하며 즐기는 방식이다. 모든 운동체험은 전문적인 수

준뿐만 아니라 평범한 수준까지 포함한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기는 여학생들이 과거에 즐겨했거나 미래에 즐

기고 싶은 방식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과거에 즐겼던 향유

방식은 하기 91.6%, 보기 86%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즐기고 싶은 향유방식은

하기 68.5%, 보기 48.3%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8>과 같이, 현재 즐기고 있는 정도 면에서 하기와 보기를 비교

했을 때, “즐겁다”, “매우 즐겁다”라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비율은 보기 57.4%,

하기 57.4%로 두 방식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에 가장 즐

기고 싶은 방식은 ‘하기’인데 반해, 현재 즐거움 정도는 ‘하기’와 ‘보기’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17> 과거와 미래의 보기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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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는데, 보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선수들이 하고 있으

니까 그냥 잘하는 거 보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이승희, 고은중 학생 면담, 191004-1차)

조예쁨 :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같이 안 하니까 같이 안 하면 재미없어요.

연구자 :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조예쁨 : 그럼 저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어질 것 같기는 해요.

연구자 :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좋다는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 정말 많다면 하는 게 더 좋아지려나?

조예쁨 : 저랑 친한 애들이 한다면 하는 것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2차 면담, 190422 )

위와 같은 차이는 여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세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첫째, 여학생이 ‘보기’ 자체를 즐거워하는 성향이 강하다. 둘째, 하기에 대한 자

신의 한계로 인해 ‘보기’로 대리 만족하고 있다. 셋째, 여학생들은 ‘하기’를 선호

하고 있으나, 동료들의 부재로 ‘하기’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여학생이 ‘보기’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실력 향상”, “정보의 습득”, “지식 이해

의 용이”, “대리 만족”, “즐거움과 재미” 등이 언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규칙을 배우기가 용이하고, 동작을 이해하기 쉽다.”, “선수들의 열정과

경기의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경기 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 “영화나

<그림 18> 하기와 보기에 대한 여학생의 즐거움 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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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볼 때 감동을 받는다.”와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기는 하기를 제외하고 여학생이 가장 즐거워 하

는 방식이었다. 현재 즐기는 정도 면에서는 하기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여학생

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렇다면 여학생들의 보기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들이 향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식들을 어떻게 향유되고 있는가? 본 항에

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여학생들의 보기 향유 방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학생들의 보기 향유는 교사들의 수업자료로 주로 활용되는 ‘스

포츠 영상 보기’, ‘스포츠 관람 하기’로 분류하였다.

가) 스포츠 영상 보기

영상 보기는 시각적인 이미지화를 가능하게 하고, 청각적인 요소까지 복합적

으로 어우러져 여학생의 관전향유를 풍부하게 해준다. 운동에 대한 호기심을 유

발하며,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또는 운동에 담긴

의미까지 전달되어 여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주요 활동

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영상에는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준비한 스포츠에 관한 다

양한 장르의 영상들이 포함된다. 스포츠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스포츠 영화, 스

포츠 애니메이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부터 교사나 선배들이 직접 제작

한 영상까지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우선, 스포츠 영상들은 수업 전에 특정 종목을 소개하거나, 관심을 가지게 하

는 등의 동기유발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영상들은 낯선 운동을 처음 맛

보려는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제기차기를 하기 전에 수업을 교실에서 한 시간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

고.. 그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 테면, 제기차기의 유래 역사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동작에 대한 설

명을 하는 영상도 있었고, 제기차기 활동이 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의

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기차기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늘 저는 어떤 종목을 하기 이전에 영상교육을 먼저 한 시간을 하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류교사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학생이 앞으로 배우게 될 운동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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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들을 활용하였다.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된 영상뿐만 아니라 운동에 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영상들도 함께 제공하여 영상보기가 교육적인 활동임을 상기시켰다.

일단, 알게 된 것도 많고 해보게 된 것도 많아서 예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도 관심을 만들게 

되고. 예를 들면, 럭비같은 것도 잘 해보지도 못하고 경기 규칙같은 것도 잘 몰랐고 했는데 동영상도 

보고 직접해보니까 새로운 경기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미리 보고 하

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연구자 : 영상을 보면서 주로 뭘 많이 찾아봐?

이다해 : 단어. 엘리훕. 이거 하는 영상. 직접 보는 거랑 그림은 안 움직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엘

리훕이나 더블 클러치. 그런 거. 그냥 하는 거를 많이 찾아봐요. 하는 거량 약간 가끔씩 경

기 같은 거 보는데 속임수 쓰는 거나 공수 교대 같은 거요.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또한, 여학생들은 영상 보기를 통해 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운동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짐으로써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보통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도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정

보들을 알고 보면 더 잘 감상할 수 있듯이, 운동에 관한 지식과 정보들을 잘 파

악하는 것은 운동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여

학생들은 보통 성장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

에(곽은창, 홍은택, 2000), 운동을 향유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영상

보기는 여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운동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

도록 하여 운동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어진고 여학생들은 배교사가 제공한 럭비 영상을 통해 운동에 담긴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운동을 보다 의미있는 수준에서 향유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럭비 문화랑 경기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2번~3번. 그런 어떤 보기 활동이 영향이 좀 큰 거 

같긴 해요. 시각적으로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뉴질랜드 럭비가 얼글렉스라고 하는 건데 그 팀들의 경

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문화! 하카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하카라는 의식을 보

여주고 그거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럭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거지.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선생님이 그 경기도 직접 보고 앞으로는 패스가 안 되니까 그런 정신들도 배웠단 말이에요. 팀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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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경기하고도 했고, 경기하기 전에도 좀 했는데) 팀원들을 생각해서 “나 혼자하는 게 아니고 

다같이 해야된다.” 이런 거 같이 배워서 좋았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럭비의 역사와 유래, 전통과 의미를 담은 영상은 여학생들이 럭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하나의 커다란 문화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이러한 영상들은 운동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었다.

여학생들은 영상을 보면서 럭비가 단순하고 격한 운동이 아니라, 팀원과 상대방

을 모두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활동임을 깨달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수행향

유를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영상 보기의 또 다른 형태에는 스포츠 영화가 있다. 연구참여교사들은 체육수

업에서 스포츠 영화를 자주 활용하였는데, 스포츠 영화는 스크린 안에서 펼쳐지

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매력적인 주인공, 의미있는 교훈까지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영상이었다.

여성 레슬링에 대한 영화룰 본 적 있었는데 매우 재미있었고 문화적 특성 때문애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는 여성이 당당히 래슬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임자현, 사랑여고 온라인 설문, 191009)

신유정 : 영화 같은 거? 그 막 누구지? 그 에이전시 나오는 영화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거 관련된거 

제리 맥과이어 그거 막 유명했던 거 그것도 보고. 그 브레드 피트 나온 거 뭐였지? 머니볼 

그것도 재미있게 봤었고. 

연구자 : 그런 거 봤을 때는 뭐가 도움이 됐어요?

신유정 : 그때 에이전트가 하고 싶었어서 저에게 관심 있는 분야니까 재미있게 봤어요. 그 분야가 어

<그림 19> 연구 참여 학생들이 즐겨 본 스포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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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건지 살펴볼 수 있었서 좋았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특히, 사랑여고 학생들은 유교사가 제공한 “당갈”이라는 영화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었는데, “당갈”은 인도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의 권리를 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편협된 인식, 운동이 주는 삶의 의미 등 다양한 생각거

리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여학생들에게 여성의 권리를 구현하는 데에 스포츠가

하는 역할을 일깨워주웠다. 또한, 자신의 진로 설정과 탐색을 위한 주요한 정보

처로서 영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정보들까지 얻을 수 있

어 보는 즐거움이 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학생은 스포츠 영상을 통해 운동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하고 이해함으로써 운동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었으며, 운동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운동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

게 되었다.

나) 스포츠 관람하기

운동을 보는 또 다른 측면은 경기 그 자체의 흥미진진함을 만끽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주로 선수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가 뛰는 경기를 실제로 보면서 운동에 대한 즐거움은 더

욱 커지게 된다.

<그림 20> 연구 참여 학생들이 경기장을 방문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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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 들어와 빼곡하게 들어앉은 관중들, 널찍하고 광활한 그라운드, 그

안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를 보는 것은 여학생들의 취향을 사로잡

기에 충분하였다. 경기장에 처음으로 방문한 여학생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한다.

연구자 : 그러다가 이제 야구장을 그때 처음으로 가본 거야? (네) 직관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최재민 : 완전 신기했죠. 좀 일찍 가면 선수들이 몸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물 바로 넘어서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신유정 : 신기했어요. 완전 신기했어. 너무 신기한 거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연구자 : 가까이서 잘 보인다. 

최재민 : 목소리도 다 들리고, 

신유정 :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뒤돌아봐주고.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그토록 선망했던 선수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기 위해 경기장에 간다는 것은

마치 열성팬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 직접 콘서트장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수들의 표정, 목소리, 움직임 하나까지 온몸으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여학생들에게 경이로운 광경일 따름이다. 뜨는 공 하나 잡는

플레이도 티비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지만, 실제 경기장에서는 플레이 하나하나

에 감탄하고 경외한다.

신유정 : 작년에 우승한 거. 그 경기 그게 진짜 대박이에요. 다시 봐도 대박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최재민 : 집 갈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 그냥 내일 한 경기 더 해야할 것 같은

데.

신유정 : 근데 정말 극적인 순간에 김○○이 2루타를 쳐서 저희가 역전을 한 거에요. 그 경기는 말도 

안돼요. 인생경기였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향유를 강화시켜준다(Wilson et al., 2005).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의 연출은 여학생

들에게 울림의 감동을 선사하였다. 여학생들은 경기를 보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음을 졸이다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였을 때 느꼈던 그 순간을 잊지 못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향유 경험은 미래의 향유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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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읽기는 운동에 관한 언어적 텍스트를 시각을 통해 향유하는 방식이다. 보기가

비언어적 표현을 즐기는 향유방식이라면, 읽기는 언어적 표현을 즐기는 향유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기사나 칼럼과 같이 운동을 소재로 하는 사실적

텍스트나 스포츠 시, 스포츠 소설, 스포츠 에세이 등과 같은 문학적 작품 등을

읽는 것을 말한다. 물론, 스포츠 만화와 같이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의 혼합된

형태의 활동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읽기 방식은 보기 방식과 더불어 간접적인

운동체험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운동을 간접

적으로 체험하여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의창, 2018).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현재 여학생들이 읽기를 통해 운동을 즐기는 정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 읽기 방식에 대해 “즐겁지 않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33.6%를 차지했고, 반대로, “즐겁다.”, “매우 즐겁다.”라

고 응답한 여학생들은 12.6%에 그쳤다. 앞으로 희망하는 향유방식에 대해서도

읽기 방식을 선호하는 여학생들은 13%에 불과했다.

읽기 방식이 즐겁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읽는 것을 싫어하는 자신의 성

향”이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탓”이라고 말하였다. 흥미

로운 점은 읽기 자체는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소재로 하는 읽

기 방식에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책을 읽는 것은 본래 좋아하지만,

<그림 21> 여학생의 운동 읽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 111 -

운동에 대해 무관심이나 부정적 인식은 운동 읽기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

었다. 또 다른 이유는 운동을 단지 ‘하는 것’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운동과 읽기

를 서로 관련짓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운동의 다양한 향유체험 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읽기라는 활동에 의미를 두고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생들도 분명 존재했다. 이

들은 운동 읽기를 통해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에 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여학생들도 운동 읽기를 통해 운

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읽기 향유의 모

습을 살펴봄으로써, 여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악한 여학생들의 읽기 향유방식은 , ‘스포

츠 시 읽기’, ‘스포츠 만화 읽기’ ‘스포츠 도서 읽기’, ‘스포츠 저널 읽기’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가) 스포츠 시 읽기

시는 학습자에게 문장이나 단어를 해석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좋은 도구로서

작용한다. 시에서의 기교나 함축적인 구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주제를 어

떤 식으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Brown & 

Rodesiler, 2019). 스포츠 시는 운동의 체험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생각을 짧고 강

하게 서사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최의창, 2018), 여학생들은 운동의 의미나 운

동 체험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읽는 활동은 고등학교에서 와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포츠를 가지고 시를 쓴다. 이

런 거는 상상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너무 시랑 스포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럭비의 

혼’이라는 시를 읽었거든요. 근데 시에도 스포츠가 잘 녹아나 있는 거에요. 막 정신이나 글로 적혀있

는데 시에 맞게 운율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서 진짜 신기하고 “스포츠를 이렇게 

읽는 걸로도 즐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그냥 럭비라는 스포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어졌어요. 원래 딱 처음 들어와서 처음 저희가 수업 뭐 

하는지 설명할 때 럭비하면 막 게임 캐릭터 그런 것도 다 어깨 이만해가지고서 다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런 거로 연출되고 그러니까 되게 험악한 운동이다고 생각했는데 시를 읽고 그러니까 그런 시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해 보이지만 끝나면 다 같이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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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거를 빗댄 문장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험악한 경기가 아니고 서로가 경기 끝나

면 딱 다시 친구로 지내는 되게 긍정적인 경기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럭비라는 활동을 할 때 

제 마음가짐에 도움 되었던 거 같아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여학생들은 스포츠 시를 접하기 전까지 운동에 관한 시가 있다는 사실을 전

혀 모르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시라는 문학적 장르와 운동이란 활동은 전혀 관

련성없는 다른 성격의 것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시를 읽으면서

여학생들은 우선 시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운동과 시의 절묘한 조합에 놀라움을

내비췄다.

또한, 여학생들은 스포츠 시를 통해 운동에 담긴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럭비를

즐길 수 있겠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긴 하였으나, 텍스트에 담긴 감정과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공감하면서, 운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확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 운

동이 단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양식들이 존재한다는 사

실 말이다.

<그림 22> 교사가 제공한 시 읽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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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 도서 읽기

스포츠 도서에는 운동을 즐겼던 사람들의 운동체험 과정과 이를 통해 얻게

된 삶의 교훈 등이 담겨져 있다. 여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운동향유

과정을 앞서 겪었던 스포츠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

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었다.

10대를 위한 슈독을 읽고, 그동안 남들의 시선에 치우쳐 살았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앞

으로는 남의 시선에 치우쳐 살지 않는 나만의 주장을 펼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읽고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

고 있다. 

(김수진, 소망여중 학생 설문, 191009)

특히, 김수진 학생은 필 나이트의 『10대를 위한 슈독』을 통해, 자신을 되돌

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의식하지 못

했던 자신의 권리와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를 실제 삶

에서 구현하려는 실천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육상 선수로서 내가 고민이 있거나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선수들의 쓴 자서전을 읽으

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선배들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내가 한 단계 발전

<그림 23> 김수진 학생에게 영감을 준 스포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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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주연, 소망여중 학생 설문, 191009)

또한, 여학생들은 스포츠 자서전에 묻어난 스포츠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본인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인들의 운동체험기는 여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

해주는 삶의 가르침”이 되어주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운동에 담긴 삶의 의미와 교훈들

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를 거울삼아 점점 발전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감

을 얻고 있었다.

야구 수업 발야구 수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야구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야구 

생각을 소설화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줬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되게 재미있어해. 내 경험을 문수의 

야구 공책이라고, 애들이 되게 재미있어해. 왜냐하면 내 얘기거든 선생님 얘기거든. 이야기잖아. 여학

생들은 이야기에 빠져요.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 면담, 190813-1차)

한편, 여학생들은 이야기에 집중한다. 특히,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스포츠 에

세이는 여학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읽기 자료였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선

생님의 운동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으며,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운동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이 운동을 향유했던 전 과

정을 스토리로 맛보는 체험은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하게 하는 초석이 되어

주었다.

다) 스포츠 만화 읽기

읽기 중에서 “여학생들이 가장 즐겨 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단연, ‘스포츠 만

화’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만화는 생동감 있는 그림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함께 제시되어 보는 재미와 읽는 즐거움을 전부 가져다주는 복합적인 향유 방

식이다. 연구참여학생들은 ‘슬램덩크(농구)’나 ‘하이큐(배구)’와 같은 경쟁 스포츠

를 소재로 한 만화에서부터 ‘볼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댄스스포츠)’와 같은 무

용을 소재로 한 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스포츠 만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우선, 스포츠 만화에서의 실제적인 이야기 구성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여학

생의 읽기 향유를 위한 핵심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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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큐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수행평가 때 하이큐의 일부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재

미있겠다고 생각해서 하이큐 그 영상이랑 만화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하이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려

운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나가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 되게 재미있었다.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하이큐 우선은 주인공이 키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근데 점프력이 좋고 해서 기술도 없어요. 이제 되

게 조그만한 배구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께 막 하는 데 되게 딱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막판에서. 그러니까 보통 다 이기잖아요. 이제 처음 나가서 좀 작은 도시니까 준결승까지 어떻게든 

가는데 블로킹 마지막에 듀스 갔는데 막혀서 져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그거 보고 왠지 “나도 하고 싶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또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나

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히 배구 관심 없었어

요. 그런데 배구 만화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만화책을 안 봤으면 배구를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특히, 주인공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거울삼아 본인의 한계를 극복

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처

지에 놓여있는 주인공의 상황에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여 “나도 한번 해보고 싶

<그림 24> 읽기 방식으로 향유되는 스포츠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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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수행향유를 위한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만화는 스포츠 영상과 더불어, 여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기본적

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운동 기능과 경기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

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이큐를 읽으면서 배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설명 같은 거 많이 나와 있고 기술

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배구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좀 더 책에 나와 있는 동작 기술들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서브 넣을 때도 오버를 넣은 적도 있고 게임도 되게 즐겁게 참여했었다.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스포츠 만화를 통해 형성된 운동에 대한 지적 정보들은 여학생이 운동을 즐

길 수 있게하는 바탕이 되어 주었다. 특히, 스포츠 만화는 스토리, 시각적 이미

지, 텍스트 등의 요소들이 통합되어 향유를 위한 복합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오

게 함으로써, 다소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운동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츠 만화는 운동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여학생들

이 그러한 정신을 운동체험 과정에서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다해 : 최근에 슬램덩크를 읽었을 때 제일 감동 깊었던 거는 3점 슛을 쏘는데 옆에서 너무 체력이 약한 

사람이 3점 슛을 계속 쏘는데 옆에서 계속 서포트해주는게 제일 인상깊었어요. 서포트가 제일 중

요한거지 넣는 거보다 사실. 

연구자 : 그런 게 좀 새로 알게 된거야? 슛이 내가 쏘는거지만 주변에서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좀 알게 

된거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다해 : 그전에는 몰랐죠. 예전에는 슛 넣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리바운드도 받

아줘야 되고 막아도 줘야하고 하니까. 패스도 주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이다해 학생이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를 읽으며 배운 가치는 팀워크 정신이

었다. 팀의 성취는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특정 개인의 성과가 모아져야만 팀의 성과가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눈부신 활약 뒤에는 항상 이를 지원해

주는 팀원들이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보이는 것

만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지 않게 묵묵히 옆에서 돕는 팀원들의 지지와 노력 덕

분임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이처럼 스포츠만화는 여학생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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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라) 스포츠 저널 읽기

스포츠 저널은 학습자들에게 스포츠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공

유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체이다(Simon, 1991).

운동에 대한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현상에

대한 저자의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여학생들은 자신이 선망하는 선수와 관련된 스포츠 기사, 스포츠 관련

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서 선수들에 대한 근황을 파악한다거나 팀에 대한 정

보 등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승우 선수 나오는 기사들은 그냥 자주 읽어봐요. 그리고 가끔 축구보다가 이해 안되면 인터넷이나 

기사 같은 거 읽으면서 알아가는 게 재미있어요. 손흥민이나 다른 선수들이 해외에서 경기 뛰었을 때 

평점이나 경기 진행이나 결과 같은 정보를 알려고 보고, 관심 있는 분야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에 가서 뛰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뿌듯해서 계속 알려고 하고 계속 그런 사이트를 접하다 보면 나중

에 경기를 보거나 다른 사이트를 볼 때 더 재미있고 집중이 잘돼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여학생은 스포츠 기사 등을 통해,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선수들의 근황이나

경기 관련 인터뷰, 경기 평점, 경기 기록 및 순위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운

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었다.

<그림 25> 조예쁨 학생이 읽었던 축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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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쓰는 게 각자 다른 기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써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도 기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기사마다 기자

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즐거워요. 

(김서연 어진고 온라인 설문, 191009)

여러 저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점들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한 근거나 논리

들을 파악하는 것을 즐겨하는 여학생도 있었다.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저자들 각

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저마다 다른 저자들의 생각을 읽

고, 이해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저널은 여학생이 궁금해

하는 관련 정보나 지식들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생각들을 파

악하면서 여학생의 인식을 보다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듣기

듣기는 운동에 관한 음성 언어 또는 음악적 표현을 청각을 통해 이해하고 감

상하는 향유방식이다. 전자는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동과 관련 있는 주제

에 관한 이야기, 운동 기술에 대한 피드백, 운동 경기에 대한 중계 해설 등을

듣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운동에 관한 음악 또는 운동의 의미가 담긴 음악을

통해 즐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의 의미가 담겨진 선율, 박자, 가사 등으로

구성된 노래, 특정한 운동 상황에서 듣게 되어 의미 지어진 노래 등이 있다. 가

장 대표적인 장르로는 스포츠 영화 OST, 각종 응원가,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

행사 주제곡 등이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27.3%는 듣기 방식이 “즐겁다.”, “매우 즐겁다.”라고 응답

하였으며, 20.3%는 듣기 방식을 “즐겁지 않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응답하

였다. 특히, 듣기는 여학생들이 과거에 경험한 향유 방식 중에서 하기와 보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방식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향유를 위한 방식으로는 하기,

보기, 그리기에 이어 네 번째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듣기’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듣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음악

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시간에 교사의 일방적인 이론 설명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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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해서는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답변들이 가장

많았다.

가) 스포츠 음악

음악 듣기는 여학생의 운동 즐김을 강화시키기 위한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전략이었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음악이 여학생들의 감성과 정서를 자극

하고, 흥을 돋우어, 긍정적인 신체 반응을 이끈다고 밝혀왔다(김윤희, 2010; 심

충섭, 민현주, 2014; 조연우, 2013; 정겨운, 2015).

애들이 잘 참여 안하고 그럴 때는 음악을 좀 틀어줘. 그렇게 음악을 활용해서 전달해주니까 되게 좋

아하더라고. 특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찾아오라고 해서 들려주면 더 좋아하더라고. 여학생들

은 음악에 되게 민감하니까 좋아하니까.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 면담, 190813-1차)

대부분의 연구참여교사들도 여학생이 즐겨하는 활동으로 음악 듣기를 언급하

고 있었다. 특히,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직접 찾아오게 하여 수업시간에

들려주는 전략은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더욱 촉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학생이 듣고 싶은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악을 틀어서 저는 이제 수업에 좀 더 적극적

으로 참여했으면 하는데 반대로 음악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악도 약간 의미부여를 해서 예를 들면, 농구다. 농구와 연관된, 농구를 하면서 들었던 느낌과 관련된 

<그림 26> 여학생의 운동 듣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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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좀 들려주려고 해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그러나 음악과 관련 없는 활동에서 음악을 듣게 하는 전략은 자칫하면 여학

생의 운동향유를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교사

는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의미가 부여된 음악을 활용함으로써 여학생의 향유체

험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래 <표 18>

은 황교사가 여학생에게 의미가 담긴 노래를 찾아오게 하여 리스트화한 것이다.

 순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선정 이유

1 하늘을달리다 허각 힘차게 달리며 농구를 하자는 이유입니다

2 Up 에픽하이 가사가 농구랑 잘 어울려서 이다

3 shooting star owl city
가사 중간에 It's time for you to shine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농구 할 때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4  뛰뛰빵빵 허각 농구 공 뛰기는 리듬과 비슷해서

5 The Great Escape Boys Like Girls 농구할때 들으면 힘이 날거 같다 

6   I see fire Ed sheeran
해석하면 나는 불을 봅니다. 인데 열정을 본다는 뜻인거 

같아 좋다

7 야누스 보이프렌드

야누스는 두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라고 알고있는데~저는 

농구가 재미있다는 생각과 어렵다는 생각! 두가지가 

들어서 이걸 선정했어요^o^

8 외톨이 아웃사이더
빠른 템포가 신이나기 때문이다. 농구로 외톨이를 

벗어나고 싶다.

9 HAPPY 2NE1
힘이들때 힘을나게 해주는 노래여서 농구할때도 힘들때 

들으면 좋을것같다.

10
Just the way you 

are
Bruno mars 

그리고 당신이 웃을 때, 온 세상이 멈춰버리고, 잠시 

당신에게 빠져요

라는 구절이 체육시간에 만큼은 다른 안 좋은 생각 안하고 

농구를 즐겁게 하고싶단 마음과 비슷하게 표현되었고 

실제로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곡을 들으면서 

농구하면 즐겁게 할수있을것 같기때문입니다.

11 마지막승부 김민교
농구 노래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하나이고 농구할 때 듣기 

좋아서

12 빠빠빠 크레용팝

Jumping Jumping Everybody Jumping Jumping 다같이 

뛰어뛰어~!!!!!!

            하는 가사 부분이 농구공을 골대에 

넣기위하여 너도 나도 점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3 투낙투낙툰 달러 멘디
이 노래의 반복되는 가사가 농구의 드리블 하는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표 18> 운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노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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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 중계 듣기

중계해설 듣기는 운동 보기를 즐겨 하는 여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향유방

식으로, 경기를 보게 되면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중

계해설이 주는 즐거움을 연구참여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해설은

경기 진행자들의 입담을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하고, 경기를 이해시켜주는 게 좋

기 때문이다.”, “선수나 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규칙들과 경기의 흐

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경기도 이해하기 쉬워져서 재미있게 느

껴진다.” 중계해설은 경기에 대한 규칙이나 관련 정보들이 부족한 여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경기를 이해하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된

다고 말하고 있다.

최재민 : 듣기에 중계해설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좀 더 귀담아 들을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양○○이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양○○ 방송이면 더 챙겨보

게 되는 게 있어요. 

신유정 : 다른 방송사 해설가는 목소리 톤이 계속 똑같은 말로 가는거에요. 다른 데는 막 목소리도 

막 커졌다가 줄었다가 뭐 넘어간다 했으면 또 목소리 막 커지고 하는데.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그리고 여학생들은 듣기 방식에 관한 또 다른 재미로는 해설가의 “입담”과

“설명 방식”을 언급하였다. 말하는 사람의 전문 지식과 말하는 어투와 어조, 말

에 담긴 솔직함, 유머 등은 여학생이 운동 듣기를 통해 운동을 보다 즐겁게 향

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반면, 온라인 설문에서 여학생들은 “교사의 단조로운

이론 설명을 듣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교사들이 여학

생에게 운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야함을 시사한다.

다) 교사 또는 친구의 조언 듣기

위에서 언급했듯, 여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이고 단조로운 설명을 듣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유머나 재치’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현우(2010)는 교사의 유머가 여학생들의 운

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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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여학생들은 관심을 보인다. 농담을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그런 교사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며, 체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자결성 이론(Ryan & Deci, 2000)에서도 관계성의 중

요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여

학생들의 운동 즐김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유머나 재미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자신에게 제공하는 진지한 조언들을 듣

고 싶어 하였다. 자신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자 운동향유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자 너꺼” “나이스” “넘겨” “나이스, 잘했어” “사인하자.” “이런 볼 계속 나와” “이건 너가 할 수도 

있고 쟤가 할 수도 있다” “누가 할 거야” “사인을 넣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

아.” “누가 할 거야” “내가 할까?” “그럼 너가 계속 해야 하는 거야.” 지○○ 코치의 열정이 느껴진

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지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한 마디는 꼭 빼먹지 않는다. 

(필드노트, 7월 4일 목요일 범계중학교)

특히, 교정적이며 구체적인 피드백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는데 중요한 요

소였다(정겨운, 2015). 여학생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교사의 열정과 관련지었으

며, 자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피드백도 모호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는 교사에게 여학생들은 “운동하는 것이 재미없

다.”, “배우는 게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증진시켜

주었다. 마음이 잘 맞고 편안한 친구들과는 운동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터놓

고 얘기할 수 있었다.

이다해 : 그냥 확실히 애들이 조언해주는 거 다 듣고. 영상 하면서 느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연구자 : 뭐가 더 큰 거 같아?

이다해 : 조언해주는 거. 

연구자 :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

이다해 :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 저보고 제가 패스를 위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밑으로 하란 말

이야. 밑으로 해. 이러면서 요즘은 되게 계속 들으니까 걔네 하는 말은 바운드를 주는 거를 

자주 하게 되었어요. 좋아요. 

연구자 : 친구들의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다해 : 옆에서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영상은 한 번 보는 건데 걔네들은 몇 번을 들어야 해서.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 123 -

이다해 학생은 영상을 보는 것보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자신의 운동

향유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친구와의 친근한 관계는 조언을 서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관전향유는 자신 또는 타인의 운동향유 체험을 직·간접적

으로 보고, 읽고,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향유 과정을 통해 여학생들

은 운동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며, 운동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

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운동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자신

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체적 인식과 사고의 확장을 가져

왔으며, 향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미있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다. 표현향유(表現享有) : 표출하는 방식으로 향유방식

표현향유는 이전에 받아들인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형태로 표현해내는 방식이다. 관전향유가 운동체험을 수용

하는 과정이라면, 표현향유는 운동체험을 표출하는 과정이다. 전자가 체험의 정

적인 상태를 의미하면, 후자는 체험의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전자가 체험을

<그림 27> 표출하는 향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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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체험을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현하지 못하면 받아들인 운동체험을 진정으로 내면화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운동체험을 보다 깊이 있게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그 체험을

드러내는 방식들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1) 쓰기

쓰기는 운동체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향유방식

이다. 운동체험의 쓰기 활동은 운동 체험을 내면화하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머리 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글로써 표현해내지 못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면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정아, 2009). 따라서 운동체험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운동체

험을 보다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방식이 된다. 예시로는 운

동 관한 시 쓰기, 운동 일지 쓰기, 감상문 쓰기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문

자로 표현하는 것은 뭐든 포함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15가지 운동향유 방식 중에서 쓰기는 여학생들이 가장 즐거워 하

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무려 40.6%에 달하는 여학생들이 쓰기 방식에 대해

“즐겁지 않다.”(25.2%), “전혀 즐겁지 않다.”(15.4%)라고 응답하였다. “즐겁다.”, “매

우 즐겁다.”라고 체크한 여학생들은 10%정도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향유하고 싶어

<그림 28> 여학생의 운동 쓰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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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에서도 10.5%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쓰기 방식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루하다.” “어렵다.”는 식의 답으로 간단하게 일축했다.

이승희: 생각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외워 이런 게 싫은 거에요.

연구자: 그런 게 싫은 거구나. 쓰기 자체가 싫은 거 보다는.

이승희: 네.

연구자: 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이승희: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좋긴 한데, 지금 수업하는 방식이 너무 외우라고 강요하는 

거 같아요.

 (이승희, 고은중 학생면담, 191004

그러나 모든 여학생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글쓰기도

글쓰기의 형태에 따라 즐거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

는 여학생은 차치하고, 글 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활

동을 통해 써 내려가는 방식은 즐겁지 않다고 말하였다. 암기한 내용을 쓰는 방

식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을 선호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운동 쓰기를 즐기는 또 다른 이유로는, “운동 일지를 쓰면서 어떤 훈련을 했

는지 다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해주었다.”, “내가 운동을 어

떻게 했는지 다시 볼 수 있고 일지를 쓰면서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훈련이 나

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처럼 쓰기 방식은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운동체험을 되돌아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정리하게 함으로

써, 그것이 본인의 성장에 보다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 스포츠 시 쓰기

위에서 언급했듯, 여학생들에게 스포츠 시를 접하게 하는 것은 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스포츠 시를 읽는 것이 다소 난해할 수 있으

나, 여학생들은 스포츠 시를 통해 타인의 감정이나 표현들을 공감할 수 있었고,

운동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저는 체육시간에 항상 신체적인 활동위주로만 했으니까 되게 이렇게 막 시를 쓴다고 해서 저는 살짝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약간 살짝 의아해 했었

어요. 어려운 점은 그거를 시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할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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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 고운중 학생 면담, 191010-1차)

그러나 스포츠 시를 읽는 것에 비하면, 스포츠 시를 쓰는 일은 여학생에게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을 뿐더러, 본인의 운동

체험을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여학생들에게는 다소 의아스러운 활동으로 비

추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운동은 항상 ‘하는 것’으로만 여겼던 여학생들의 고

정화된 인식으로 인해, 시쓰기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시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제가 배드민턴을 할 때 저희 팀끼리 뭐 잘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들

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점을 잘

못했고 아니면 우리 팀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

던 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배령미, 고운중 학생 면담, 191010-1차)

시 쓰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시 쓰기를 통해 자신의 운동체험

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운동체험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 지 반성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향유

체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림 29> 연구참여학생들이 작성한 스포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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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체육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점수를 내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협력하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친구들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누구랑 탓을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지금은 표현하는 수업이 없는데 작년에 했었던 수업에서는 직접 느꼈던 감정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어

서 내가 안 좋았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감정은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박나희,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시쓰기를 통해 배려나 협력과 같은 덕목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표

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

함으로써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 감정들은 표현하

는 과정에서 과거의 향유를 지속 · 연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향유의 감정들을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향유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나) 반성일지 쓰기

여학생이 반성일지를 쓰는 주된 목적은 본인이나 팀의 경기능력을 발전시키

는 데에 있었다. 물론,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글을 써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한 이해롤 돕기 위해서는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전에 자신의 운동체험에 대한 기억을 다시

금 끄집어내야한다는 것이다. 녹화된 영상은 그러한 기억을 더욱 정확하게 해주

는 매체로 활용된다.

다은이 : 내 반성도 조금 나한테 뭐가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뭘 좀 더 하고 뭘 잘 했고 그런 거를 써

주는 거죠.

연구자 : 그런거를 쓰는 거랑 안쓰는 거랑은 뭐가 더 좋은 거 같아

다은이 : 쓰는 게 좋죠. 아무래도. 

연구자 :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다은이 : 쓰는 거를 하면 생각 정리하는 그런 느낌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글을 쓴다는 것은 어찌보면 성가신 일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

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어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여

러 번 언급했듯, 어렵고 힘든 과정은 여학생의 성장의 일환으로 그 결과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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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수록 향유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이렇듯 일지를 쓴다는 것은 단지 운동 기능의 향상이라는 단편적인 목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자신과 팀의 운동체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독선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직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반성능력을 촉진하였다. 결과적으로,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

중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박미라, 2009),

연구자 : 경기에 관해서 쓰다보면 쓰는 활동을 하고 나니까 그걸 안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 

같아?

이예진 : 보통, 저희가 할 때 말고는 쉬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애들 경기를 보니까 보는 

거에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잘 안 보는데 보게 되는 거죠. 

연구자 : 어떤 재미가 있어?

이예진 : 저희가 할 때랑은 다르게 저희가 할 때는 잘 안보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위

에서 쭉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공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되는 구나가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우리가 저랬나? 막 이러면서 보고 그랬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그림 30> 이다해 학생이 카페에 올린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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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지쓰기는 여학생들이 경기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데 가장 강력한 유

인책이었다. 여학생들은 쓰기 위해 보아야 하고, 보아야만 쓸 수 있었다. 여학생

들은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쓰는 활동이 없었다면 집중해서 보

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쓰기 활동이 없었다면, 보기 활동은 단순히 즐기

는 수준에 머물렀거나 불필요한 활동으로 간주되었을 것이었다. 여학생들은 동

료들의 경기 장면을 보게 되면서 경기 진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기 활동은 여학생들이

경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음 경기에서 보다 심도

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2) 말하기

말하기는 운동의 직 · 간접적으로 체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구두

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쓰기 방식이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말하기 방식은

구두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말하기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

으로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여학생들에게 중요한 방식이다. 권민정

(2014)은 학교체육에서 여학생 문화의 한 가지로 ‘수다문화’를 언급했듯이, 여학

생에게 말하기란 하나의 문화로서 간주될 정도로 중요한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는 낮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즐겁다”는 응답이 23.8%인데 반해, “즐겁지 않다”라는 대답은

39.2%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말하기 자체는 즐겁다고 하더라도, 운동에 관한

말하기에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었다. 말하기가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

<그림 31> 보기 방식과 쓰기 방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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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없다.”, “토론은

어렵다.” 등과 같은 이유를 언급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됐던 방식들과 마찬가

지로, 여학생들의 운동 말하기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차이 이거나 운동에

대한 관심 여부였다. 결국, 운동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

동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말하기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었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학생들의 말하기 방식은 운동체험을 상대방과 ‘대화하

기’, 자신의 관심분야를 동료에게 ‘발표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 동료들과 ‘토론

하기’로 나타났다.

가) 대화하기

여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

는 사실일 것이다. 연구참여학생들은 본인이 과거 또는 현재의 즐거운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하려는 성향이 강하였으며, 연구참여교사들도 여학

생들이 말하기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근데 말하는 건데 제가 있을 때는 잘 

얘기 안하는데 그래도 자유롭게 뭔가를 던져주면 처음에는 좀 안하다가도 한번 빡 터지면 거기서 애

<그림 32> 여학생의 운동 말하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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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활동을 엄청 좋아해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신유정 :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거에요. 엄마한테 해도 못알아듣고 아빠도 관심없고 야구

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주로 말을 많이해요. 만나서도 하고 경기를 보면서 계속 카톡해

요. 

연구자 : 확실히 남자들은 잘  안그러는데. 

신유정 : 맞아요. 근데 저랑 제 친구는 무조건 6시 반에 야구 시작하면 “야 시작했다” 이러고. 키고 

딴 짓 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막 엄청 다급하게 오는 거 보면 무슨 일이야? 그러면 달려가

서 바로 보고.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조예쁨 :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다 같이 청학중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톡방이 있는데 거기 축구

부남자애들이랑 조금씩, 근데 재미없어서 아빠랑 하는데 아빠가 요즘에 귀찮아서 안들어줘

요.

연구자 : 그런 얘기를 따로 할 친구는 없는 거야? 주변에

조예쁨 : 제 친구들은 제가 너무 얘기하니까 너무 질려 해서 그냥 얘기 딱히 안 해요.(슬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특히, 신유정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에 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하였다. 그는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상관없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눈는 것이 즐겁다고 하였다.

반면, 조예쁨 학생의 경우에는 축구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도 함께 나눌

여자친구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축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유일하게 남자친구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자주 있는 것은 아

니었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말하는 방식으로 더 즐기기 위해서는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얘기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얘기터에서 이런 얘기하는 활동을 자주 해요. 지금도  

배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이큐의 명대사를 제가 이제 뽑았어요. 코팅을 해서 얘기터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명대사를 보고 자기의 경험을 애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런 대사의 느

낌의 경험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는데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같은 대사를 뽑을 수도 있고 자기

가 특이한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먹서먹 하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런 오그라든다고 

하죠. 자기 경험 얘기하는거니까. 근데 시작은 좀 어려운데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나면 여학생들끼리 친밀감이 형성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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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말하는 방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황교사는 여학생

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여학생들이 자

신의 운동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

은 여학생들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표현을 공감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여학

생들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발표하기

여학생은 본인이 향유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동료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통

해서 운동향유를 보다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발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

터 본인의 관심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운동 즐김을 높여줄 수 있었다.

최수지 : 막 준비해서 사진 첨부하고 영상 찾아보고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경기 시간부

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전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빠져들었어요.

연구자 : 더 빠져들었어? 보통 어떤 게 매력이었어? 조사해보니까

최수지 : 저 사실 춤을 추면서 기본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본기가 있더라고요. 흐흐 그래

서 그거 하는데 오~~~ 놀랐어요. 처음에는 채점 기준을 잘 몰랐어요. 라틴계도 또 나눠져

요. 쌈바. 에이 퀵, 등등 써머가 제일 느끼하구나. 걔가 제일 부비부비 거려요. 저는 퀵 스

텝이 좋아요. 제일 빨리 발을 구르는데 서로 맞잡고 하는데 되게 발을 빨리 굴러요. 진짜 

총총 뛰어다녀요. 그게 신기해요. 여자가 구두를 신고 그렇게 하는 게.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최수지 학생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평소에 즐기던 운동에

대해 더욱 깊이 빠질 수 있었다.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본인이 미쳐 알지못

했던 다양한 지식들과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아는만큼 즐

길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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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면 알수록 운동에 대한 즐거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운 일이 되며, 이러한 과정

들이 재순환되면서, 운동에 대한 즐거움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어 말하기 시간에 “볼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사교 댄스를 했었어요. 만화책 보여주고 했

는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조금 운동 종류도 많고 이런 것도 

있고 너네가 생각하는 사교댄스는 스포츠댄스의 한 종류이고 다른 것은 라틴계 댄스가 있다. 애들한

테 알린다는 게 좋았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뿐만 아니라, 발표하기는 여학생이 본인이 즐거워하는 운동에 대한 지식과 정

보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향

유체험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수지 학생은 만화책과 같이 운동

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주고, 운동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 지를

전달해줌으로써 동료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있었다. 이처럼 운동향

유의 체험은 어느 한 학생의 특정한 체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즐거움으로 전이될 수 있음으로 체육교육 장

면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다) 토론하기

토론하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

면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핵심은 서

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보다 나은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사실, 토론하기는 말하기 방식뿐만 아니라 듣기 방식까지 함께 포함하는 활

동이다. 본 연구에서 토론하기를 말하기 방식으로 구분한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생각

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과정이 보다 중점적인 활동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팀 전술도 따로 짜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막 자석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찍었고 근데, 

전략 짜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하는 것보다 짜는 것

도 엄청 힘들었고 그리고 다른데도 경기 중에 하기도 힘든 거에요. 애들도 다 어려워했었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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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

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학생들

은 이러한 과정들을 극복해야 하는 토론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

연하였다. 특히, 전술전략을 수립해야하는 활동은 운동을 깊이있게 알고 있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설령, 전술전략을 수립했다 할지

라도,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함

께 호소하고 있었다.

혼자 할 때보다는 한 여섯 일곱명이 같은 팀이니까 여섯명이 생각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의견

도 일단 많아지고 혼자 생각할 때보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경기에서 적은데 여러 명이 하면 

이쪽 저쪽으로 다 갈수 있잖아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활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혼자보

다는 여러명에서 하는 활동이 여학생들에게는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설명 이후에 아이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략짜고 

이런 거를 할 때도 자기 의견을 내게끔 하죠.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음 학기에 치어이런거 할 때 

동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거는 진짜 댄스 했던 애들이 주도하잖아. 저는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1인 하나씩은 해오게. 근데 그거는 룰을 정해요 이제. 청소년 체조 순서 룰같이 그런 식

으로 룰을 주고 예를 들어서 얘가 팔을 선택했어. 그러면 얘가 다리를 선택하게 해서 그 동작을 해

오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씩은 자기가 해가지고 와야돼. 그래서 자기가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거죠.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토론활동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소수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문화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토론활동은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어

야 하며, 이러한 의견들은 합리적인 조율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교사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모

든 학생들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

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

력,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함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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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기

그리기는 본인이 경험한 운동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

적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방식이다.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운동 상황을 떠올리

며 그 순간을 감정으로 표현하려 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추상적인 사고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운동에 관한 시화 그리기, 포스터 그리

기, 만화 캐릭터 그리기, 안무 도안 그리기, 경기 전략 및 전술 대형 그리기 등

이 있다. 보통은 정규수업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에서 여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리는 경우들도 있다.

현재 여학생들의 운동 그리기 향유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는 <그림 34>와

같다. “즐겁다.”, “매우 즐겁다.”라고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25.2%)이 “즐겁지 않

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한 여학생들(24.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기로 향유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기 자체가 재미있어서”,

“나의 진로와 연관되어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등을 언급하고 있었다.

반대로,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성향”, “운

동에 관심이 없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좀 잘하더라고요. 모든 여학생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활동이면 스토리보드를 만든다. 아니면 캐릭터를 만든

다. 이랬을 때 좀 아기자기하게 하는 모습들이 잘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그림 33> 여학생의 운동 그리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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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이 가장 즐겨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그리

기를 언급하고 있었다. 모든 여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기

활동을 선호하고,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도 질 좋은 작품들이 여학생들에게서 자

주 나온다고 하였다. 여학생 특유의 세심함과 꼼꼼함,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 등의 성향들이 그리기 방식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추측해볼 수 있

다. 실제로, 온라인 설문에서 여학생들은 향후 운동을 즐기고 싶어하는 방식으

로 “하기”, “보기” 다음으로 “그리기”를 선호하였다.

가) 스포츠 시화

스포츠 시 쓰기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시화 그리기는 본인의 운동체험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고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지속시키고 확장할 수 있었다. 시 쓰기와 더불어 그리기가 포함되어

있어 여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시화는 학생들이 수업으로 진행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자신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인상 깊

었던 장면 등을 떠올려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했어요. 몇몇 학생의 경우 자작시를 구성하는 부

분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국어에서 배운 시를 패러디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습니

다.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류교사는 자작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배운 시를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시화 그리기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 자신의 미적 재능을 체육시간에까지 확장

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좋은 점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한소망 선생님, 소망중 교사 면담, 190905-1차)

미술대학을 지망했던 어떤 학생은 1학년 학년 초 체육 시간마다 저에게 늘 시비조로 “이런 거 왜 해

요?”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후에 그 학생의 반성일기에서 확인한 바, 동계올림픽 후 진행

되었던 스포츠 시화전에 참가하면서 체육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주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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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도 관계없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열심히 하고 즐기면 된다.”는 말이 힘이 되었다는 말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특히, 미적 재능을 가진 여학생들은 그리기 활동을 통해 운동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류교사의 면담내용과 같이, 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학생들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

면서 운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잘

하지 못해도 관계없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열심히 하고 즐기면 된다.” 라

는 류교사의 말은 운동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본인의 잠재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나) 스포츠 그림

<그림 35>와 같이, 유교사는 학기초에 여학생들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즐여주

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팀별 포스터 과제를 제시하였다. 팀명과 팀좌우명,

팀 마스코트를 선정하고, 팀원들의 역할과 자기소개까지 포함하는 포스터를 제

작하게 함으로써 팀원간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림 34> 팀포스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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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6>과 같이, 안무 도안 그리기, 그림 일기 등과 같은 활동은 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머리 속

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가

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공 피라미드라는 활동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표현하도록 하는, 다소 지루해할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그림을 통해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그리기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림 37>은 연구참여학생인 이다해 학생이 스스로 운동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생

각과 감정들을 자유롭게 그려낸 그림이다. 공을 한 손가락으로 돌리는 장면, 친

구들과 골을 넣고 박수치고 파이팅하는 장면, 경기가 끝나고 코트에 누워서 뿌

듯해하는 장면, 자유투를 던질 때 떨리는 자신의 모습 등을 표현해내고 있었다.

과거의 향유 경험을 다시금 표현해낼 수 있어서 즐거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래의 향유를 기대하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었

다.

<그림 35> 그리기를 통한 수업활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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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족. 농구그림을 보면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재미있는거죠. 딱히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를 그리니까 재미있고 생동감있는 것을 그리니까 농구는 그림 연습도 하고 좋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그림 그린다는 거는 일단 늘어가는 것도 재미있고 실력. 어릴 때 그림이랑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약간 할 거 없거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죠. 책 읽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 확실히. 

혼자 있을 때 하고 친구랑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 있으면 돌려보고.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운동 그리기 활동은 여학생이 좋아하는 운동 자체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즐거

울 뿐만 아니라 그림 연습 차원에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표현한

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활동이었다. 또한, 혼자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이었으며, 본인이 그렸던 이전 그림과 비교

해가며 그림 실력이 향상될 때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36> 운동체험의 감정과 생각을 떠올리며 그려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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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이포그라피

유사랑 : 타이포그래피 이게 글씨로 만드는 거에요. 

연구자 : 글씨를 좀 꾸미는 건가요

유사랑 : 네네. 글씨를 체육이면 체육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꾸미는 거죠. 야구 가지고 잘되는 애들이 

야구 방망이를 꾸미기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 아이들이 상상력도 풍부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운동 종목의 이름을 운동에 담겨진 의미를 담아 표현하도록 했어요.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연구참여교사들이 그리기 방식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타이포

그라피라는 활동이었다. 운동과 관련한 단어를 가지고 꾸미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그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저마다 다른 관점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운동에 담긴 의미나 상징 등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통해 운동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4) 만들기

만들기는 운동체험을 특정한 형태로 모방하거나 창조해내는 방식이다. 특히,

운동에 관한 행위나 현상 등을 어떤 형태로 모방을 한다거나,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하는 활동은 기예적인 노력을 요구하므로 ‘예술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운동체험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 표현활동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는 동작이나 안무를 구성하는 것, 운동을 체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그림 37> 사랑여고 학생이 그린 체육 타이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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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들을 제작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여학생들은 만들기로 운동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 “즐겁다”, “매우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25.2%)이 “즐겁지 않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2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면담에서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이 만들기 방

식을 즐겁게 향유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리기 방식에서 언급한 것과 마

찬가지로, 남학생에 비해 산출물을 완성하려는 책임감이 강하고,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도 여학생들의 작품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말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서는 여학생들이 만들기가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 “힘들지만 만들고 나면 뿌둣

하다.”,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만

드는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즐겁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가) 작품 만들기

작품 만들기는 운동체험의 과정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한 결과물을 산출

하는 활동이다. 작품이라고 해서 거창한 예술적 작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

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독특하게 구성해서 만들어놓은 소소한 결과물이라고 생

각하면 된다.

특히 영상 만들기는 체육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되는 활동으로, 여학생들의 운

동체험을 생생한 화면으로 기록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즐거움을 유

<그림 38> 여학생의 운동 만들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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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함으로써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

는 활동이었다.

어진고등학교의 치어리딩 영상 만들기 과제는 응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 본인들이 연습한 치어리딩 작품을 선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

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응원을 받은 대상에게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들어보는

영상도 함께 첨부하게 하였다.

연구자 : 선생님들한테 해줄 때는 어땠어

이예진 : 저희가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해드렸는데 하는 박자가 좀 힘들었는데 공간이 되게 좁아서 촬영을 

하면서 찍어야 되서 막 2번씩 찍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인터뷰를 엄청 잘해주시

고, 고맙다고 자주 오라고 위클래스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했어

요.

연구자 :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어

이예진 : 자기 선생님께서 위클래스가 많이 안오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찾아와줘서 고맙고 좁은 공간에서 

열심히 해줘서 힘이 됐다고 해주신게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 그랬을 때 예원이 이 활동을 끝내고 나서 뭔가 느꼈던 점은 뭐가 있어? 

이예진 : 평소에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도 응원 못해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업 계기로 

가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여학생들은 치어리딩 영상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응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

칠 수 있었다. 치어리딩이 단순하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작이 아니라,

실제로 응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힘

을 주는 일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응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응원을 받은 사

람들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활동으로 남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여학생들은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을 위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치어리딩 활동을 체육시간에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학생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나 팀에

관한 영상들을 스스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최재민 : 제가 E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거 계속 따라다니면서 영상 찍으니까 영상 찍은거 모아서 짜

집어가지고 유투브 올리고 트위터에 사진 제가 보정해가지고 올리고 그랬어요. 

연구자 : 영상을 찍어?

최재민 : 개네가 있는 거 영상을 찍기도 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 게임하는거. 그날 게임 방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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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해가지고 약간 엑기스만 추려서 올린다던가. 그런 거

연구자 : 어디다 올려요? 그거를?

최재민 : 개인 유투브에 올리고, 트위터랑 같이해서 영상 올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러와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일단 제 스스로 뭔가 창작 한다는 자체가 뿌듯하고 또 제가 올리고 하면은 걔네가 더 볼 수 있거든

요. 야구선수들은 조금 먼데 걔네는 제가 올린 영상을 보기도 하고 걔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받아서 

보고 방송에서 말을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 면담, 190822-2차)

최재민 학생은 본인이 좋아하는 E스포츠 선수들의 활동 장면들을 본인이 직

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즐겨하였다. 이는

본인이 창작하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에 더하여, 제작한 영상을 자신

의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

타이포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의미를 엄청 담아내서 쓰리 카운트를 생각해서 원, 투, 쓰리 카운트 점

진적이고 그런 타이포에 넣어가지고 티이포를 디자인하고 그걸 인용해서 거기서 선수들이 삼진을 당하

거나 아웃 카운트 하나 당할 때 마다 표정이 좀 더 격해지잖아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또한, 프로구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야구의 의미를

담은 타이포 디자인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야구의 원, 투, 쓰리 카운트를 작품

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카운트가 늘어날수록 선수들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담아

내어 익살스로운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었다. 최재민 학생이 원하는 진로가 디자

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본인의 진로와 연계시켜

시키는 활동은 여학생의 향유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9> 최재민 학생이 만든 타이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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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품 만들기

여학생들은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 교구, 체육복, 소품 등에 관심이 많

다(조연우, 2013). 소품 만들기는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사용할 교구들을 직

접 만드는 활동으로, 여학생들은 자신만의 교구를 만들어서 수업시간에 활용함

으로써 해당수업에서 더욱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글링 공을 만드는 건데 되게 저글링공은 중학교때도 저글링 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산 공을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산 공도 자기 물건이 아니고 되게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절반을 잃어벼렸거든요. 새거를 사셨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

학교 올라와서 자기공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들 자기공이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자기공을 만들어서 자기 물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기 활

동한 거 좋았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기존까지 여학생들에게 저글링 공은 단순히 학교에서 제공한 도구에 불과했

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본 저글링 공은 이전의 공과는 다르게 본인

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 그 전에는 공을 잊어버려도 상관하지 않았으

나, 자신이 직접 만든 공은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소중한 공이 되어버렸다. 마치,

보잘것없는 구리조각을 가치 있는 금으로 바꾸어놓는 연금술사의 마법처럼 말

이다.

또한, 여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공에 자신이 하지 못한 것,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 자신의 성찰 체험을 공에다가 새겨 저글링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 : 이게 공 만들 때 의미를 몇 가지 써서 거기다 쓰게끔 한다거나 했던 거 같은데 뭐를 적어써?

김근영 : 해야하는 것 거기다가는 공부 적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에는 좀 오랫동안 갖고 싶어했던 

향수 적고, 하고 싶은 거에다가는 시간 제약 없이 자는 거 적었고, 그리고 하지못한 거에는 

“방학동안 제가 과학 그 부분을 공부를 다 끝내겠다 했는데 그거 못해서 그거 적고 그렇게 

5가지 해서 이렇게 1개씩 적었어요. 

연구자 : 해보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 직접 적어서 만들어서 하는 거 자체가

김근영 : 공을 체육시간마다 매번 봐야되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공부 못하는 거 볼 때는 한숨이 나오

기도 하고, ‘향수’를 볼 때는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저글링의 적어놓은 자신들의 문구를 여학생들은 체육시간마다 봐야한다.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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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다가도 저글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저글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자신이 새겨놓은 문구를 떠올리

며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별거 아닌 것처

럼 보이는 활동이지만, 보다 진지한 의미로서 활동을 내다보면 보다 여학생의

운동향유는 성찰과 의미로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학생이 운동

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는 것들이다.

5) 부르기

부르기는 운동에 관한 음악적 형태나 의미가 부여된 상징적 언어 등을 표현

하는 방식이다. 말하기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 즐거움을 누린다고

한다면, 부르기는 부르는 행위 그 자체의 즐거움을 맛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에 관한 가사에 곡조가 붙여진 노래를 부른다거나, 서로의 화합을 다

지는 상징적인 구호를 부르는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운동과 관련된 영화 OST, 팝송, 응원가 등 노래 부르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그림 42>와 같이, 여학생들은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즐겁다는 의견이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즐겁다.”, “매우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즐겁지 않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8%로 나타났다.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를 부르는 게 신이 나서”, “경

기장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게 즐거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이 뿌듯해

<그림 40> 어진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만든 저글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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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합이 잘 돼서” 등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나, “노래 부르기를 싫어해서”, “남들 앞에서 부르는

활동이 창피해서”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가) 응원하기

여학생들은 직접 경기장에 찾아가 경기를 관람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3가지

‘선수’, ‘경기’, ‘응원’ 을 언급하였다.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는 점, 그리고 화려하고 역동적인 선수들의 플레이와 예측불가능한 접전의 경기

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여학생들

에게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응원하는 재미에 있었다.

연구자 : 경기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 때문에? 

박나희 : 선수들. 응원가, 응원재미

박가름 : 중독적이에요. 응원가, 율동 추고 안무 외워가지고 추고 노래 부르고 

박나희 : 가사 외워 가지고.

박가름 : 그 선수에 맞게

박나희 : 경기 보는 게 콘서트보다 더 재미있을 걸

연구자 : 그래 그 정도야?

박나희 : 네.

박가름 : 콘서트 가보진 않았는데.

<그림 41> 여학생의 운동 부르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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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희 : 콘서트보다 진짜 재밌어. 콘서트는 그리고 너무 멀어. 배구는 그나마 가까이서 보니까.

(박가름, 박나희,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응원하는 즐거움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흥겹고 즐거운 노래들이 흘러나오며, 앞에서는 치어리더

언니들의 매력적인 율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응원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각 선수들의 특징을 살려 만들어낸 응원가나 팀을

대표하는 노래 등은 노래 가사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어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신유정 : 응원도 재미있었는데.

최재민 : 아니요. 응원도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무조건 막대기를 입구에서 샀어요. 

연구자 : 응원하는 재미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최재민 : 응원가 부르는 거랑 그 응원가 맞춰서 계속 보다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고 춤도 자동으로 나

오니까 그게 재미있어요.

신유정 : 다같이 하는 거. 

연구자 : 다같이 하는 게 재미있어요?

최재민 : 네. 다같이.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응원하는 즐거움에 가장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응원

한다는 데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노래, 똑같은 춤, 똑같은 구호를 외

치며 본인들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행위는 이들 모두를 공통적인 소속감으

로 묶어 그들의 유대감을 높여준다. 이처럼 즐거운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여학

생의 운동향유를 강화시킨다.

배구는 서브할 때, “오~~~~~~~” 막 이러고. “하나~ 둘~ 셋~!” 무조건 하고. 계속 선수 이름 막 

하고 목 터져라 얘기하고. 배구는 되게 재미있게 응원했던 거 같아요. 나도 같이 한다는 느낌. 뭔가 

내 응원으로 이겼다. 힘이 됐으니까 좋다.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응원하는 사람들은 제2의 선수라고 하지 않던가? 여학생들은 본인의 응원이

선수들의 마음에 전해지길 간절히 바랬다. 그런 바램으로 혼신을 다해 열심히

응원하였다. 응원의 열정은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로 이어질 때 더욱 강렬

해질 수 있었으며, 이런 강렬함이 팀의 승리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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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향유를 위한 의지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계기가 되었다.

나) 팀노래 · 팀구호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팀을 구성한다. 팀이 구

성되면 팀원들과 상의하여 팀명을 만들고, 팀구호, 팀노래 등을 정하게 된다. 사

실, 일반적인 수업에서 팀명은 자주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팀노래나 팀구호

등은 팀을 구성할 때 행해지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기 마련인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을 잘 활용하면 여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활동으로 여겨지며 운동을 향유

할 수 있게 해준다.

엑소 으르렁 가지고 야구 포지션이랑 야구 규칙을 응용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때 그 당시에 지필 고사가 있던 시절이니까 만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르느라고. 그거 되

게 좋아해. 애들을 흥얼흥얼 되며 따라부르는.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그림 42> 여학생이 즐기는 배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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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학생들이 주로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음악이 있음을 이야기

했다. 음악은 여학생들에게 흥미를 돋구고, 하기 방식을 이끌어주는 여학생 친

화적 활동이었다. 음악은 들을 수도 있지만, 음악을 부를 수도 있다. 여학생들은

음악 자체를 좋아함으로 음악에 관한 활동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특

히, 본인이 알고 있는 노래들을 운동에 관한 가사들로 개사하여 자신들만의 노

래로 만들어 부르는 활동은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증진시켜 주었다.

럭비할 때 항상 시작하기 전에 그 팀구호 만들고 팀구호 외치면서 막 그걸 했거든요. 막 몸짓하면서 

이런거 하면 어꺠동무 하고 그러고서는 시작하고 끝날 때도 서로한테 한 마디씩 해주면서 끝났단 말

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하니까 막 팀활동을 하다가 그 친구가 내 패스를 안받아 줬다

거나 혼자 공을 들고 나가다가 패가 뜯겨나가거나 했을 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니까 그냥 화도 안나게 되고 되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한팀이다 이런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되게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또한, 팀구호를 외치며 게임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활동은 여학생이 경기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침은 여학생들에게 서로의 유

대감을 강화시켜주는 활동으로 여겨졌다. 이는 팀정신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실

천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나 의례처럼 수행되는 것이었다.

라. 분석향유(分析享有) : 탐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

분석향유는 운동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운동체험 과

정에서 반성적 성찰을 이끌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어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운동에 관한 외부의 대상이나 현상들을 분석하여 운동체험을 이해하

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까지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

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경험했던 운동경기에 대해서 장단점

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기를 보다 나은 경험으로 향상시킨다거나,

운동체험에서 느꼈던 가치있는 덕목들을 자신의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덕목으

로 여기고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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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셈하기

셈하기는 운동에 관한 양적 또는 질적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거나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수를 활용한 정보들은

대체로 양적 정보들로서, 이들 수치 간의 통계치를 분석함으로써 의미있는 결과

를 가져온다. 그러나 수로 표현될 수 없는 정성적인 자료들은 현상에 대한 해석

적인 작업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전자는 시합 상황에서 점수

기록, 점수판 관리, 팀 순위 매기기 등과 같은 양적 통계 활동을 말하며, 후자는

경기 전술 및 전략 짜기, 운동체험에 대한 반성 일지 쓰기 등과 같은 질적 분석

활동을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

(Barron-Cohen, 2002, 2003). 물론,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

도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본 연구의 설문

에서 여학생들의 셈하기에 대한 즐거움 정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즐겁지 않

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답변한 여학생이 26.6%인데 반해, “즐겁다”, “매우

즐겁다”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23.8%로 나타났다.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43> 탐색하는 향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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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즐겁다고 한 여학생

들은 “경기 규칙과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좋다.”, “정말 심판이 된 느

낌이 들어서 재미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가)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셈하기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심판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통계적인 처

리는 심판 중에서도 부심이나 주심보다는 시합상황에서의 정보를 숫자로 처리

하는 기록 요원일 것이다. 이들은 친구들의 시합 보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수행

을 체크 하고, 점수를 기록하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집계하고 순위를

매기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체육 시간에 다른 팀 경기를 보면서 같이 웃고 경기의 승패를 나누면서 점수계산을 하는 것이 재미

있었다.

- 고등학교 1학년 때 방과 후로 농구 기록을 맡아 활동하는데 농구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규칙과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좋아지게 되었다.

- 정말 심판이 된 느낌이 들어 재미있다.

(온라인 학생 설문 중 ‘셈하기’ 내용)

여학생들은 기록 요원 역할을 하며 수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향유하

고 있었다. 계산하는 과정 그 자체로서 즐겁기도 하지만, 경기 기록을 정확하게

<그림 44> 여학생의 운동 셈하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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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고 그 일을 즐겁게 해내는

모습도 보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체크한 경기 기록이 경기를 직접 뛰고 있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을 해 나가면서 친구

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 또한 여학생들이 셈하기를 통해 운동을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최재민 : 기사 같은 거 계속 읽으면서 타율도 보고, 방어율도 보고. 그날 기록을 다 보니까. 

신유정 : 그리고 또 그 갤러리가 있단 말이에요. SK 갤러리. 거기 보면 걔네들이 다 정리를 해놔요. 

이번 주, 이번 달 아니면 역대 투수 순위 이런 거 하면서 

최재민 : 그런 거 보면 그냥 궁금한 거 그냥 풀리고, 재미있고 

신유정 : 생각보다 얘 조금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거 하고.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기록 요원 역할을 직접 하는 것 외에도, (내가 기록된 정보들을 보면서 느끼

는 것) 여학생들은 프로구단 사이트나 스포츠 기사 등에 나와 있는 팀 또는 선

수들의 통계 기록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운동을 향유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관

심 있어하는 팀이나 선수들 중 누가 더 잘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잘

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얻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

시키는 과정을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인 결

과를 내보였을 때 여학생들은 즐거움을 더 만끽할 수 있었다.

나) 질적으로 분석하기

셈하기의 또 다른 방식은 경기의 정성적인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양적인 수적 정보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기에 참여하고 있

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경기 상황과 같은 질적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

에게 경기분석 일지를 제공해줌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고양 시키고

자 하였다.

경기를 제가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경기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하는 활동이 처음이라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그 딱 보는데도 얘네팀이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좀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되게 이런거 자주 찾아 보면서 하다보면 되게 경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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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석 일지를 작성하는 일은 여학생들에게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능

력을 향상시키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여학생들

은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경기에 대한 흐름이나 공의 움직임 등을 유심

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여학생들 본인이 직접 경기를 체험할 때는

파악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2) 생각하기

생각하기는 운동에 관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이성적 · 반성적으로 사고하

고 성찰하는 방식이다. 운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운동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

는데 필수적인 지식이 되며,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운동에 관한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사고의 확장은 운동체험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향후 체험이

나 삶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운동 경기 규칙이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운동경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한, 운동경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기능향상과 더불어 경기 기능 향상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팀워크 정신을 길

러주기도 한다.

<그림 45> 여학생의 운동 생각하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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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즐거운 정도 면에서는 여학생들의 25.9%가 “즐겁다.”고 응답했으며,

17.5%는 “즐겁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과거의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학생들의 약 50%가 생각하기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각하기’가 여학생들이 ‘하기’, ‘보기’, ‘듣기’ 방식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경험해 본 방식으로, 추측컨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도록 해왔음을 암시한다. 향후 생각하기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싶어하

는 여학생들은 20.3%로 나타났으며, 15가지 향유방식 중 6번째를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 생각하기는 ‘지식의 습득과 이해’, ‘반성과 성찰’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전자는 1차적인 수준에서 운동 경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과정이다. 후자는 전자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운동

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보다 성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생

각하기의 이러한 특성은 다른 향유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하기, 보기, 읽기, 쓰

기, 말하기 등 다양한 향유 방식들은 그 자체로서 향유되는 방식이면서도 생각

하기의 방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유의 과정이 보다 깊고 풍부해진다.

가) 지식의 습득과 이해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학생들은 경기 규칙이나 경기 방법 등과

같은 경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운동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다. 여학생들은 운동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으며, 기회가 적다보니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 알지 못하니 즐길 수 없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이정

민, 2013).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나 지식없이 운동을 즐기라는 것은 밑 빠

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격이다. 여학생들에게는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운동을 향유토록 하는 밑거름이자 토대가 되어준다. 연구 참여 교사들

은 여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나 자료들

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영상 같은 거 볼 때 영상과 경기를 조합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어. 하이큐로. 그거를 보여주면 나도 이제 

막 써핑 하다가 찾은 건데. 그거를 보여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 이제 배구에서 저런 게 있었네? 에이퀵, 

비퀵, 씨퀵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세세하게 딱 보면 알 수 있게 해놔서 그걸 보면 아이들이 배

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되지.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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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과 이해는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하는 자

극제가 되어준다. 그전까지 배워본 적도, 관심도 없었던 운동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됨으로

써 기존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하이큐와

같이 만화를 소재로 한 읽기자료 또는 영상자료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생각하

기 방식을 보다 즐겁게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자: 그러면 그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랑 내가 직접 하는 거랑 뭐가 더 재미있어?

조예쁨: 직접 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찾아보는 게 더 재미 있이요.

연구자: 어떤 게 재미있어?

조예쁨: 그냥 알아보고 뭔가 이런 게 진짜 재밌는데, 축구 할 때 뭐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알아가는 게 재미있어요. ‘하는 것’ 보다는 좋아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최재민 : 처음에는 김광현 사진만 찾아보고 네이버 스포츠.

신유정 : 그 때 또 한창 젋었을 때니까. 

최재민 : 한창 인물이 좋았을 때니까.

연구자 : 그 때 뭐를 알아봤어요? 사진을 찾아보다가

최재민 : 사진 찾아보고 프로필 찾아보다가 경기내용 이렇게 그걸 찾아보고 자책점, 어떻게 던지고 이

런 거 설명 써있는 거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연구자 : 원래 김광현 선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에요

신유정 : 네. 처음에. 그리고 막 플레이오프 이런 것도 아예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시리즈가 있고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죠.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한편, 여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기사나 영상 등을 탐색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이러한 학생들

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점차 운동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 선수의 사진과 프로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

보들만 찾아보다가 그 선수의 경기 영상, 팀에 대한 정보 등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는 것이다. 관심이 생기면 궁금하고,

궁금하면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즐기게 되는 것

이다. 이처럼 운동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향

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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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성과 성찰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은 그 자체만으로 향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향유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기본적 바탕이 되어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질적 체험은 여학생들의 운

동향유를 보다 깊이 있게 한다. 특히, 자신들의 운동체험을 자신의 일상적인 삶

과 연계하여 의미있는 방식으로 향유가 이루어질 때, 향유 체험의 질은 높아지

게 된다.

여학생들은 운동향유 체험을 통해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뿐만 아니라, 반

성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자 : 야구 보면서 느낀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어렵지만 삶과 연결되서 뭔가 느껴졌던 경험들. 

그냥 단순히 보고 즐겁다. 재밌다. 이거 말고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최재민 : 그냥 늘 하는 거. 9회 말 투아웃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유정 :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작년에. 

최재민 : 늘 느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교사 배구 대회를 보고 나서, 옛날에는 조금 저희끼리만 했을 때는 무조건 공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합을 하면 할 수 록 공격도 공격인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멀리 가는 공이 

있잖아요. 내가 못 잡을 것 같아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리시브를 좀 더 잘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 이제는 뭔가 확실히 더 열심히! 처음 했을 때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공 멀리 나온 것

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보고 우리도 끝까지 받아야하지 않을까 하면서.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럭비활동 하면서 저희가 남자애들 경기 지켜 보면서 그 경기에 대한 감상문을 적었는데 그 감상문을 

적었는데 그 감상문 적으면서 되게 솔직히 저희 경기 끝나면 저희들끼리 떠들고 놀고있지 되게 경기를 

되게 잘 안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활동하면서 보니까 진짜 다 열심히 하는 거에요. 진짜 다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승부욕 넘쳐가지고 막 넘어지면서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자극 받

았던 것도 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여학생들은 운동체험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다. 9회 말 투아웃에서 짜릿한 끝내기 안타

를 통해 승리를 거둔 팀의 ‘끈기’, 교직원 배구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하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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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교사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 스포츠 만화 읽기를 통해서 공을 살리려

고 몸을 날리는 주인공의 ‘열정’, 체육시간에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남학생들의 ‘근성’ 등은 여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그 사람들이 추는 이유가 심사위원을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관심을 끌어야지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심사위원하고 관객을 1분 1초라도 더 관심을 끌게 하려고 더 화려한 춤을 출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저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사람 앞에 

나가서 그런 거 잘 못해서 되게 그런 거에 의의를 얻죠.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연구자 : 그 언니를 보면서 내 목표가 생기는거야?

이다해 : 네. 당당하게 사는 거. 그런 거랑

연구자 : 그 어딘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았어?

이다해 :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문제 시워시원하게 풀어요. 사는 게 

되게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사는 게. 

연구자 : 그런 거를 동경하는 거야?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이다해 : 네네.

연구자 : 어떤 노력을 했어? 그렇게 되려고

이다해 : 마인드 컨트롤. 제가 별로 소심한 편이라서 약간 어디 들어가서 점원한테 물건 가격 물어보

고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낯선 사람한테 말거는 거를 되게. 근데 약간 언니 생각하면서 내

가 이렇게 말거는 거는 당연한 거다. 나의 권리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은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행위자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

을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사회학계에서는 그런 행위자를 “주요 타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본받을 수 있는 대

상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은 이러한 주요 타자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기 위해 화려한 춤사

위를 뽐내는 무용수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자극받는 것은 최수지의 내성적인

성향이다. 평소에 함께 농구를 하던 학교 선배 언니의 ‘떳떳함’과 ‘대담함’에 자

극받는 것은 이다해의 소극적인 성향이다. 두 여학생들은 눈앞에 보이는 존경의

대상을 롤모델로 삼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향유는 자신의 내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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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흥향유(感興享有) :감응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

감흥향유는 감응하는 방식으로 향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운동체험을 통해 학

습자의 마음에 감성과 울림을 주는 방식이다. 마음의 감성과 울림은 학습자의

변화를 유발하고 촉진을 자극하는 감동의 씨앗을 의미한다. 특히, 운동에 관한

서사적인 체험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요 내용으로서, 학습자의 마음에 깊이

있게 관여하여, 운동에 담긴 가치와 의미들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이는 궁극적

으로 자신과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연결하고 삶과 연계시켜 학습자의

심성의 변화를 이끈다.

1) 모으기

모으기는 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의미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 또는

사물 등을 한데 모으려는 방식이다. 모으기의 대상을 사람으로 간주하면, 공동

<그림 46> 감응하는 향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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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사

물로 간주하면, 자신에게 특별하고 의미있는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모아 팀

을 꾸리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와 관련된 각종 기념품 등을 모으는

일 등이 있다.

모으기는 여학생들이 현재까지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15가지 방식 중 제일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모으기로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

서는 그만큼 운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소수의 여학생들만이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

생들의 모으기에 대한 현재 즐거움의 정도는 3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만

족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으기가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팬이다 보니

팀 유니폼이나 모자 등과 같은 물건을 모으는 것이 좋다.”, “수집품을 모으면

그 시절의 분위기나 느낌이 느껴져서”와 같은 답변이 언급되었다.

가) 친구 모으기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여학생의 경

우 운동 그 자체가 향유의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조

<그림 47> 여학생의 운동 모으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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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운동을 하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러한 관

계를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며 운동을 향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여학생들

은 운동을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친구들을 끌어 모은다.

지금은 많이 꼬셨어요. 1, 2학년 애들이 처음 시작하니까 “방학 때는 선생님 매일 나오셔서 하니까 

이때 단련하고 2학기 때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서 막 꼬셔요. 선생님이 짜장면도 사준다고 그러

고. 저희가 스스로 꼬셔요. 제일 처음 할 때 진짜 그랬어요. 저희 영주라고 주장 한 명 있는데 걔가 

1,2학년 반 다 들어가서 “얘들아 여자배구 사람이 진짜 없어. 없으면 우리” 그랬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여학생들 3명이 처음에 농구 방과후를 신청했는데,  이제 주위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온거죠. 팀이 구성

이 되야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남녀 혼성으로 방과후를 운영하다가 이제 인원이 확대가 되니까 여학

생 방과 후 농구반을 별도로 개설하게 되었어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흔히, 여학생들의 전용 스포츠라 간주되는 피구나 댄스 동아리를 제외한 다른

종목의 스포츠클럽이나 동아리 등은 초창기에 여학생의 인원수가 적어 남녀가

혼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 남학생들과 함께 운동에 참여해

야하기 때문에 운동 소외를 겪는 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자신들만

의 팀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를 한다거나, 친한 친구들에게 권장하는 편이었다.

나) 물품 모으기

<그림 48> 여학생이 모은 경기장 티켓과 유니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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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은 이미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통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또는 팀에

관한 물품들이 많았다. 주로 선수들의 사진, 팀 유니폼, 경기장 티켓 등을 모으

며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모으는 방식이 즐겁다고 하

는 것일까?

살짝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모았을 때 그 모아진 그 쾌감도 있고, 그러고 뭔가 그거를 

샀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선수한테. 그래서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살짝 사서 친구들한

테 자랑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 둘 그런 이유들로 사는 거 같아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김근영 학생은 모으기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었다.

첫째, 모으는 재미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모으려고 다짐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모으는 성취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좋아하는 선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이다. 팬으로서 선수에 관한 기념품들

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선수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에 즐거움

을 느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운동즐김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

기 위함이다. 함께하는 향유는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었

다.

Bryant & Veroff(2007)는 특정한 사물 즉, 사진이나 기념품 등은 긍정적인 경

험을 재생시켜준다고 한다. 자신이 모은 것들을 통해 당시의 향유 경험들을 회

상함으로써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학생들도 본인이 모은 물건들을 보

며, 그 물건 속에 담겨진 즐거운 경험들을 회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간에 여학생의 모으기 향유는 물건 그 자체에 있다기 초점이 있다기 보다 그것

에 부여된 의미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2) 느끼기

느끼기는 운동체험에 의한 신체적인 감각이나 정서적인 감정 등을 바탕으로

운동을 즐기는 방식이다.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이나 운동

속에 담겨진 감정이나 생각들을 체험하며 운동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켓으로 공을 칠 때 느껴지는 손의 감촉, 운동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몰

입 상태, 무용수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무용 속에 담겨진 스토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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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것이 있다. 느끼기는 여학생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로 나

타났다. 31.7%의 여학생이 느끼기를 즐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느끼기가 즐겁

지 않다는 여학생들은 18.2%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느끼기 방식에

는 여학생들이 “감각으로 누리기”, “감정으로 맛보기”, “심미적으로 즐기기”로

나타났다.

가) 감각으로 누리기

인간의 신체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적인 정보를 지각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인간은 운동을 하면서 신체를 통해 다양한 감각들을 느낀다. 따라서, 운동을 통

해 느끼는 신체적 감각들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느낌을 의식할 수 없

고 향유할 수도 없다. 이는 평상 시에 길가에 피어있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

들을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여학생들은 운동하기를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인 체험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몸으로 전달되는 신체적인 안락이나 신체적인 쾌락과 같은 상태를 향유하고 있

었다. 여학생들은 배드민턴, 농구, 달리기 등의 향유체험을 여학생들 특유의 정

서적 민감성과 섬세함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

배드민턴을 어렸을 때 친구하고 쳐본 적이 있는데 그 때 아파트 단지 내에 배드민턴 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라켓이나 공을 다 빌려 줘가지고 친구하고 많이 쳤었는데 배드민턴을 할 때 기분이 좋았던 거

는 공을 딱 쳤을 때 그 맞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공이 앞으로 쭉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시원

<그림 49> 여학생의 운동 느끼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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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연구자 : 한국무용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

김근아 : 되게 동작들이 부드러운 거? 막 걷는 것도 이렇게 발 뒷꿈치, 중간, 앞발 이런 식으로 진짜 

온몸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는 게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연구자 : 그리기를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김근아 : 스테킹 하는 거요. 뭔가 다다닥 딱 그 쌓이는 느낌이 좋아서요. 스태킹 하면서 순서대로 쌓

아가고 이걸 다시 해체하면서 손에 느껴지는 그 촉감 따다닥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이예진 학생은 면담 중에 운동을 향유 했던 순간적인 감각들을 자세히 떠올

리며 당시의 느낌들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었다. 그는 “공을 라켓

한 가운데 딱 맞췄을 때의 촉감”, “공이 멀리 나아갈 때 느껴지는 시원함”, “플

로어와 발바닥 부위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감촉”, “스태킹을 쌓고 해체하는 과정

에서의 느낌” 이라 표현하며, 자신의 감각과 사물이 리듬을 타고 얽히고 설키며

어우러지는 하나되는 감각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느껴

지는 다양한 감각들에 주목할 수 있다면, 운동을 하기로서 보다 다채롭고 풍부

하게 향유할 수 있다.

그냥 달릴 때가 제일 좋았어요. 달릴 때 아무 생각 안 들잖아요. 머리에. 그래서 시합할 때는 되게 

달리기 그거 때문에 되게 달리기를 더 좋아하게 돼서. 달릴 때 머리 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또한, 이다해 학생은 운동을 하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텅빈 상태”를 표

현하며 이러한 상태가 즐겁다고 말한다. 이는 서양에서 말하는 Csikszentmihaly

의 몰입(flow) 체험,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의 상태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을 향유하는 측면이 운동 그 자체를 추구하

는 것인지 운동을 통해 다른 잡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외재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여학

생들이 운동하기를 통해 이와 같은 체험의 순간, 체험의 찰나를 느끼면서 즐거

움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내면적으로 보다 풍성함을 지니며 살아가고(Ver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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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na, Kulka, 1981), 강렬한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다(Diener, Sandvik, & Larsen,

1985). 따라서 운동을 통해 체험하는 감각적인 느낌들에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느껴보도록 하는 것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략

이 될 수 있다.

나) 감정으로 맛보기

여학생들이 운동을 체험하며 향유하는 정서에는 ‘성취감’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신이 득점을 하는 것, 팀에 기여하는 것, 대회에서 승리를

하거나 우승을 하는 것 등과 같이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을

통해 여학생들은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진짜 좋았어요. 그때 그거는 체육대회 티볼 우승은 반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여서 티볼부 애들은 티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반 애들은 일단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원 간다고 하거나 자기 운동 못한다고 좀 빼는 애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연습은 선수

로 못 뛰어도 연습은 다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방과후에 공 던지는 거 이런 거 같이 연습하고 그랬거

든요. 그러고 제일 마지막 결승 때가 제일 강한 애가 있는 반이랑 붙었는데 그때 이겨가지고 뿌듯했

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 면담, 190822-2차)

성취감은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학생들

이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을 자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여학생들이 ‘하기’라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은 반복된

실패경험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토록 하기 위해서는 성

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성공 경험들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성취한 경험은 여학생들에게 향유를 일으킬 수 없거나

향유의 감정을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한 난

이도의 과제가 주어져야만, 여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여주고 운동을 향유할 수 있

게 한다. 물론, 성취한다는 보장 하에 어려운 과정일수록 여학생의 향유 정도는

증가하였다. 김근영 학생의 면담 내용 중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어요.”

라는 말처럼 여학생들은 향유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즐거움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난이도는 여학생들에게 좌절

감을 가져다 줄 위험부담이 존재하므로, 적정 수준의 난이도 과제가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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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적인 성취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도록

한다. 반복된 실패경험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가져다주지만, 반복된 성공경험은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져다준다.

한국 무용 하면서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때 한국 무용 대회 나갔다가 상을 받아서 미국도 

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무용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막 자신

감 같은 게 한국 무용 때문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운동 수행 상황에서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은 여학생들의

운동 수행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운동

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넘어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던간

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여학생들은 운동체험 과정에서 책임감이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할당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여학생들이 더 호응이 좋은 거는 있어요. “선생님!” 

하면서 옆에서 막 붙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적을게요.”라고 해

요. 애들이 그 기록을 측정하고 기록을 적을 수 있게끔 애들한테 역할들을 부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여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학생들이 더 잘하지 않나 싶어요.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선생님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연구자 : 어떤 게 힘들었어?

이예진 : 일단 애들이 시간이 체육시간 말고 더 해야 잘 맞출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수

업 빠지고 이랬을 때 시간이 없어서 맞출 때 좀 어려웠어요. 짜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막 

나중에 애들이랑 체육수업시간 아닌데 짜고 그랬었어요. 

연구자 : 언제 주로 만나서 했어?

이예진 : 밥 먹는 시간 아니면 아예 집에서 만들어와서 가르쳐주고 이랬어요. 

연구자 : 그래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던 요인은 뭔거 같아? 

이예진 : 얘들이 다 집에서 열심히 해와서 체육시간에 딱 맞춰볼 수 있게 좀 개인적으로 다 해와서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특히, 팀 활동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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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것을 찾아다니는 적극성도 보여주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이 해야할 일도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책임감

이 강한 여학생들은 하기 방식 이외의 대부분의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

로 이끌어가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다) 심미적으로 즐기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공감하기를 더욱 잘한다

(Baron-Cohen, 2003; 김혜리, 이승복 역, 2007). 실제로 여학생들은 무용을 감상

하면서 무용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읽어내려 했고, 그들의 표정이나 움직임 하

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술을 통해 느껴지는 심미적 체험을 향유

하고 있었다.

댄스. 되게 신기해요. 막 보통 아이돌 추는 그런 춤은 딱히 그냥 이러는 데. 댄스 보면 우와 이러고 

보고. 뭔가 보면서 진짜 그 사람들이 되게 저를 보고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나를 봐” "나를 봐 하

면서". 이러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럽기도 해요. 현장에 가면 실제로 진짜 아이 컨텍을 

진짜 다 해요. 선수들이 관심을 끌어야 하니까 갑자기 가서 얼굴 들이밀기도 하고요.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보면 파트너가 딱 끌어당겨서 “왜 저 남자를 보냐?”는 눈빛으로 보고, 여잔 또 “장난이

야”라며 도망치고 남자가 또 따라가고. 흐흐흐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저희 같은 학원 언니가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언니가 다이어트 그런 거 때문에 엄청 스

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무대 위에 서서 딱 조명도 한 곳에만 받잖아

요. 근데 딱 춤을 추는데 진짜 뭔가 하나가 된 거 같고 진짜 멋있어서 “그 언니처럼 되고 싶다” 이

렇게 생각했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최수지 학생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춤사위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

정을 읽어내며,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나를

봐! 나를 봐!”하면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들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자신도 모르

게 빠져들었던 것이다. 또한, 김근영 학생의 경우에는 평소에 자신과 알고 지냈

던 선배의 완벽한 공연이 선배가 쏟아냈던 노력과 땀의 흔적임을 알았기에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무용을 단지 외면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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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그치지 않고 춤을 추는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향유체험이 가능하였다. 즉, 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견뎌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들과의 마음 속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향유하는 과정 속에서 여학생들은 그들

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은연히 내비추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모습도 보여주

고 있었다.

김근영 : 보통 발레같은 게 어떤 스토리를 두고 그 스토리에 맞게 춤을 추고 연기를 하니까 그런 게 

그냥 발레라는 특징 상 보이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러면 그 스토리가 재미있는 건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김근영 : 막 밝았다가도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막 춤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연구자 : 즐거웠다 슬펐다 이러 변화들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매력이 있어? 

김근영 : 네. 그냥 연기를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라 호흡을 맞추고 근데 살짝 볼 때 

대부분 좀 “스토리”가 있는 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연기하면서 춤이 이렇게 자

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런 게 재미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춤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춤을 추는 사람들의 내면의 대화를 읽는 것과

다름아니다. 무용 공연 자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있었다. “이를 얼마나 잘

표현해내는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 가?” 하는 것은 운동을 향유

하는데 중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었다. 정서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이 뛰어난 여

학생들은 무용 속에 담겨진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 즉, 스토리를 잘 읽어냄으

로써 무용을 더 즐겁게 향유할 수 있었다.

3) 나누기

나누기는 운동체험에 관한 정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이

다. 향유하는 순간을 다른 다른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즐거움을 강화하고 지

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격언처럼, 홀로 즐기는

기쁨보다 같이 누리는 기쁨이 향유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과 운동을

함께 즐기기 위해 스포츠클럽에 가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러 함께

경기장에 간다거나, 어제 있었던 경기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

는 등의 나누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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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 비해,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여학생들은

나누기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32.2%의 여학생이 나누기를 즐긴다고 답한

반면, 17.5%의 여학생이 나누기를 즐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즐거운 이유에 대

해서는 “다른 친구를 도왔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있어서”, “서로 부족한 점을 가르쳐줄 수 있어서” 등을 언급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나누기 방식에는 여학생의 운동체험을 “함께하기”, “기여하기”,

, “관계쌓기”로 나타났다.

가) 함께하기

운동을 통한 즐거움을 누군가와 함께한다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운동을 즐기는 향유체험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농구는 시합 뛰는 것도 그냥 웬지 모르게 되게 좋아해요. 뛰는 것도 좋고, 농구공 드리블하는 것도 

좋고. 근데 애들이랑 같이하는게 확실히. 지금은 팀원이 너무 좋아서 작년부터는 팀원이 되게 좋아서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여학생 무리들이 참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는 잘 안해요. 무리가 같이 있으면 이 무리가 뭘 하든 같이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그

<그림 50> 여학생의 운동 나누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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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그 무리들이 생각나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대부분의 연구참여학생들은 친구들과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였

다. 특히, 친구들과 화합을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즐거움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여학생의 향유체험을 높이는 데 제한적일 수 있

다.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분위기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박나영 : 분위기가 중요해요. 다들 칭찬도 안 해주고

박가름 : 맞아 칭찬도 안 해줘. 잘 받으면 “나이스”이런 거 안 해주고.

박나영 : "나이스"는 우리가 해줘.

박가름 : 전 학교에서는 한 명 시작하면 나이스 시작하면 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이런 

거 하는데. 

박나영 : 먼저 시작을 안 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박가름 : 우리가 하잖아. 

박나영 :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러고

(박가름, 박나희,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아무리 다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팀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학생들은 운동을 향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대

로 분위기가 향상되면 운동 참여를 꺼리는 여학생들도 함께 하는 분위기에 이

끌려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신뢰와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

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하는데 중요하다.

나) 기여하기

앞서 여러번 언급한대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

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다. 여학생들은 운동을 통한 즐거움을 자신에게서도 찾지

만, 타인에게서 얻기도 하였다.

이겼을 때 하고 제가 득점 냈을 때. 근데 다 좋아요. 제가 어떻게든 살려서 보낸 공은 제 친구가 넘

겼을 때도 너무 고맙고 그러다 득점 따면 더 좋고 내가 살린 공이였으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내가 



- 170 -

받지도 않은 거.. 나도 좀 참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살짝... 제가 너무 뭔가 안하면 뭐지?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스태킹 수업 때 옆에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때 친구를 가르쳐주고 친구가 그걸 

성공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

꼈어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듯, 여학생들은 자신이 득점을 하지 않아도, 내

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타인의 성취에 자신도 뿌듯함을 느꼈다는 김근

영 학생은 동료의 성취에 대해 감정이입 또는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향

유한다고 볼 수 있다. Bryant & Veroff(2007)는 이를 ‘대리기쁨(vicarious joy)’이라

고 명명하고 있다.

친구 가르쳐주기가 즐거웠어요. 저도 배울 때도 있고 가르쳐줄 때도 있는데 치어리딩 할 때도 서로 

다 알려줬어야 했고 왜냐면 집에서 해오니까 서로 디테일 같은 거 맞출 때 서로 알려줬어야 했고 럭

비도 처음에 연습할 때 패스 연습할 때도 2명씩 3명씩 이렇게 연습했어서 한 쪽 이 안되면 이렇게 던

지라고 막 알려주고.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그니까 아까 말했듯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보완도 해주고 이 친구가 못해도 옆에

서 같이 으샤 으샤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모자른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친구들이 

“아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 “알겠어, 미안하다”고 그러고. 좀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그게 좋았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또한, 여학생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운동

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여학생들에게 상호 보완적

인 관계의 형성은 운동을 향유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일방적인 가르

침이나 도움 주는 것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본인의 부족함

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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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쌓기

여학생들은 운동체험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친

한 친구들이나 학급 동료들과 함께하는 향유체험은 서로 간의 대인관계를 향상

시켜, 이전보다 강한 결속력을 맺어주는 단초가 되어주었다.

연구자 :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 말고도 학교에서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운동을 할 때

이다해 : 요즘 같은 반에 농구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가끔 나가서 농구하는 거? 재

미있게 해요. 농구 하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연구자 : 그 우승하고 나서 어떤 영향력. 이 이후에 어떤 영향력이 끼쳤어요? 대회우승이

최재민 : 아 애들하고 좀 더 끈끈해졌어요. 원래 반 애들 다 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친하고 친해도 인사만 하는 정도? 근데 좀 애들이 다같이 친해졌어요. 

연구자 : 두루두루 다 같이 친해졌구나

최재민 : 이렇게 무리가 아니라 다같이 친해졌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 면담, 190822-2차)

여학생들에게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향유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관계를 더욱

촉진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라는 운동 자체가 팀의 협력적 과정과 노력

없이는 공동목표의 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처럼 집단 내 사람들과 함께 관련을 맺으며,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공유된 향유”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공유하는 향유를

통해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고 특별한 연대감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yant & Veroff, 2007). 여학생들은 함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집단 내 강

한 결속력을 맺게 되며, 이로 인해 운동의 즐거움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게 된

다.

팀을 만들면 아이들이 선배도 만나죠. 후배도 만나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그

러면 애네들은 어떤 소속감을 느끼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저희는 좋은 거 같아요. 얘네들 보

면 지금 1,2,3학년 다 있는데 잘 지내요.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 소속감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괜찮

은 것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학교생활측면에서는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에요.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



- 172 -

학년이 되고 1학년 밑에 후배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언니들도 제가 추가로 꼈죠. 그러면서 이제 선후

배간의 그런 유대감이 생기는거죠. 그런 활동 안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생일도 챙겨주고 그

런 활동 등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 같더라고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90905-1차)

선후배 간 관계의 끈끈함 또는 돈독함은 여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

한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었다. 운동향유 체험을 통해 여학생들은 관계적 유대감

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까지 향상되고 있었다.  

4) 사랑하기

사랑하기는 운동에 관한 특정 대상이나 체험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즐길

줄 아는 방식이다. 선망하는 대상이나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대상이나 종목에

한정되어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이 총체적으로 연결

되어 향유되는 방식이다. 선수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운동

에 대한 사랑으로 커져가는 것, 운동을 향유하는 체험이 점차 확장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기는 감흥향유 방식에서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

로 나타났다. 39.2%의 여학생이 “즐겁다.”고 답하였으며, 14%의 여학생이 “즐겁

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랑하기 방식을 “선망하는 대상”, “운

<그림 51> 여학생의 운동 사랑하기 방식에 대한 즐거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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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매력”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선망하는 대상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는 사춘기 시절은 여학생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대부분의 여학생의 경우 아이돌 가수를 안 좋아해

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이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참여학생들 중 다수의 사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선수에 대해 관심

을 쏟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본인들이 선망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기 위해 운동

을 향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예쁨 : 저한테는 그냥 애들이 연예인 좋아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

는 것을 보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이 연예인 찾아보듯 찾아보는 것 같아요.

연구자 : 볼 때 기분이 어떤 거야

조예쁨 :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알게 되고 좋아하니까 그냥 빠져서 봐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그렇다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학생들은 선

수들과 연관된 내용이나 대상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선수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수들의 사진이나 프로필, 경기영상

등을 검색하여 선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가는 재미 또한 향유하고 있

었다.

<그림 52> 조예쁨 학생의 SNS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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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선수에 빠져서 김광현을 치면 나오는 게 미니홈피 찾아서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경기 하이라

이트 좀 잘하는 거 올라오는 거가 상단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봤던 거 같고 네이버에서. 그리고 옛날

에 나왔던 올림픽 경기였나? 그거를 다시 봤던 거로 기억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2차)

연구자 : 김광현에 일단 빠진거에요

최재민 : 네. 처음에 김광현.

신유정 : 네. 처음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최재민 : 그리고 두 번째는 sk와이번스 전체

연구자 : 김광현을 추천받아서 찾아보다보니까

최재민 : 경기를 같이 보니까 경기를 자꾸 보니까 팀, 선수 다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다 애정

이 생겨서. 

신유정 : 그 팀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최재민,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흥미로운 사실은 여학생들이 특정 선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선수와 같은 팀에 소속된 또 다른 선수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소속된 하나의

팀으로 향유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한 명의 선수에 대한 관심으

로 시작된 소박했던 향유체험이 팀 전체로 퍼지고 결과적으로는 야구라는 운동

자체가 좋아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선수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

작한 향유체험이 운동 자체에 대한 향유로 커지게 되면서 운동을 총체적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운동에 대한 매력

앞서 이야기한대로, 운동 사랑하기는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

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에 대한 매력으로부터 향유를 시작하는 여학

생들도 있다. 개인마다 매력을 느끼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여학생들은 특정 운

동만의 독특한 매력을 장점삼아 운동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육상은 고독해요. 뭔가 육상은 같은 팀이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이 같은 경기 뛰면 제가 걔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 반 승리 반. 이겨도 슬프고 져도 슬프고. 맨날 그것 때문에 어게 해야되지?

그런데 배구는 한 명해서 잘해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서브를 넣고 무조건 리시브를 받아야지 올려주

고 누가 때려줘야 득점 되는데 그게 재미있어요. 같이 하는 게.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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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용은 장구나 부채나 그런 소품들도 많고, 옷도 조금 더 치마도 길고 막 돌 때 막 펄럭펄럭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는 발레도 되게 우아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발레는 막 치

마도 되게 짧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하늘하늘한 그런 게 더 멋있었던 거 같아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최수지 학생은 배구라는 스포츠가 특출난 한 명을 위한 개인 스포츠가 아니

라, 팀원 모두의 협력을 요구하는 팀스포츠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육상과 같은 개인 스포츠는 이기면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지면 본인의 기분이

상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김근영 학생은 한국

무용이 발레보다 다채롭고 화려하며 곡선의 미가 발레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말

하고 있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운동에 대한 매력을 느끼며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동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기간 동안 나타나는 단

순한 즐거움의 감정이 아니다. 관심과 좋음을 넘어 평생동안 운동을 즐기고 싶

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 사랑하기는 운동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향유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에도 농구 자체가 좋아서 왔거든요. 수업방식도 있었지만 하는 

것을 좀 더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신청 한 거지. 근데 와서 여러 가지 방과후 안에서도 

같이 이제 만화책도 저는 이제 방과후도 그런 식으로 스포츠클럽도 인문적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

다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 않았나. 그리고 최소한 이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아이

들 농구로 시작을 했지만 농구 외에 스포츠에 대한 반감은 적어도 없는 거 같아요. 시작은 농구를 

좋아하서 농구를 가지고 푹 빠져왔지만 다른 체육활동, 체육수업, 학교생활에 전체로 전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90905-1차)

연구자 : 운동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 

조예쁨 : 좋아하면서 제 꿈도 찾아지고, 취미 같은 것도 생기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거를 통해서 변화된 게 있다면?

조예쁨 : 체육활동을 싫어하지 않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애들이 놀 때 같이 노는 거, 연예인 

같은 거 안 보고 축구관련 소식을 찾아보는 것.

연구자 : 예전에는 싫어했어?

조예쁨 :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게 축구를 좋아해서 그게 그렇게 생각이 바뀐거야?

조예쁨 : 그런 것 같아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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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운동을 향유하기 위해 체육수업 외의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려 노

력하고 있었으며, 향유하는 방식도 다양한 측면으로 즐기면서 운동에 대해 총체

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사들은 다양한 향유방식들을 따로따

로 구분지어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운동 시작 전 흥미를 유발하고, 의미를 이

해시키는 향유 방식들을 제공하였으나, 이후에는 하기 방식과 함께 다른 방식들

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순환적이고 동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운동 사랑하기는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

럽, 일상생활에서까지 운동을 향유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확장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

러한 변화는 여학생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진로 탐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

고, 모든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를 키워주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주는 등

여학생의 삶 전체를 바꿔나가고 있었다.

2. 여학생의 운동향유 영향 요인

운동을 향유하는 체험이 시작되고, 넓어지며, 깊어지는 데에는 개인, 타인, 프

로그램, 환경/문화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운동향유체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시작하는 데에는 개인적 성향 및 특성, 함께할 수 있는 동료, 향유를 위

한 다양한 시작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신과 맞닥뜨리는 주변환경이 중요한

<그림 53> 여학생의 운동향유 영향 요인



- 177 -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향유체험의 폭이 넓어져 지속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데에

는 여학생의 학습성향, 인품과 성향이 우수한 역할모델, 정규교과 외 프로그램,

긍정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운동향유체험의 깊이

가 더해져 운동을 의미있게 즐기는 데에는 운동향유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교

사의 확고한 신념, 서사적인 차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향유 시작 요인

1) 개인 요인 : 개인적 성향 및 특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기 또는 하기

외 방식으로 향유하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자신”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하기 방식과 하기 외 방식에서 각각 66.4%, 34.3%의 비율

로 운동 향유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요인이 가장 강력하게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여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운동을 하기로 향유하고 있는 여학

생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여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해 온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54> 하기 방식과 하기 외 방식에 도움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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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제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어떤 운동을 주로 했었어? 운동 많이 했었어? 어렸을 때도?  

이다해 : 네. 뭐 전문적으로 뭐 한 거는 아니고 마을에서 애들이랑 뛰어놀고 자주 수영장가고 그런거 

밖에 안 했는데요.

연구자 : 어렸을 때 했던 운동이

이다해 : 달리기

연구자 : 뛰어노는 거랑.

이다해 : 네 그거밖에 없어요. 딱히 배운 것도 아니고 다.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연구자 : 언제부터 운동을 계속 좀 좋아하게 됐었던 것 같아?

최수지 : 그냥 옛날부터 쭉~~~~ 

연구자 : 어떤 운동을 많이 했었어?

최수지 : 육상 같은 거. 달리기.

연구자 : 그걸 재미있게 즐겼었어?

최수지 : 열심히 했었어요. 그니까 다른 운동은 조금 준비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육상 같은 거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축적되어 온 긍정적인 향유체험은 여학생들이 현재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과거에 경험했던 즐거웠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동을 향유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험은 여학

생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연구참여학생인 최수지 학

생은 초등학교 때 꾸준히 운동을 즐겨했던 경험들이 지속되면서 그 즐거움이

몸에 배겨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스포츠클럽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말하고 있었다.

저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게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와서 뭔가 하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배구하고 배드민턴 이렇게 두 

종목 있었는데 뭐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엄마가 배구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배구를 했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이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향은 여학생들이 과거에서부터 향유경험

을 반복적으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운동을 향유하고자 하는 습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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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 경험은 운동을 하는 사람의 운동 감각적 신경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

므로, 이들은 애초부터 운동을 잘하고 좋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중요

한 것은 운동 신경이 부족한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일테

다. 이미 형성되어버린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하기 방식뿐만 아니라 하기 외의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생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들은 운동을 즐기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다른 방식

을 그 자체로서 향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리기로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생

들은 이전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현재도 그리기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

거나, 진로를 그림 관련 분야로 설정하고 있었다.

연구자 : 그림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이다해 : 그림은 원래 그린건 데 관심 생기니까 그거에 관해서 그려보고 그런 거죠. 초등학교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거는 아마 4학년때? 샘이 쉬는 시간 안줘가지고 

그리고 수업시간에 일어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책 읽거나 그림 그리거나. 

연구자 : 그림은 슬램덩크를 그리는 거야?

이다해 : 슬램덩크까지는 못 그리고 제가 하는 농구 포즈같은 거

연구자 : 너의 모습을 그리는 거야

이다해 : 아는 거 그리는 거죠. 농구공 그리고, 유니폼 그리고, 슛 넣는 거 그리고 그런거.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연구자 : 그거 어떻게 보게 됐어

최수지 : 애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찾다가 오? 새로 나왔네? 

연구자 : 애니메이션 만화책을 말하는 거지? 

최수지 : 만화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연구자 : 만화책도 많이 읽었어 어렸을 때?

최수지 : 다 읽었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차)

따라서, 하기 이외의 방식에 적합한 개인적 성향은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었다. 위에 제시된 면담 참여 학

생들은 운동을 하기로도 향유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다른 방식 그 자체

를 향유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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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다른 방식들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향유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기 외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것도 여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하기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

하고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운동과 연관 지을 수만 있다면, 선천적인 운동 감각

적 신경을 타고나지 못했더라도,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향유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여, 특정한 방식만으

로 운동향유를 고집하는 것은 운동의 다양한 차원을 향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하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여학생들에게 하기외 방

식들은 분명 운동을 향유하는 출발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한 방

식만이 운동을 즐기는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마치, 하기

를 즐겨하는 여학생들에게 하기로만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처럼 말

이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방식은 제외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적합한 방식들을

통해서 개인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창구이자 통로로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못하는 것 또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

의 운동향유를 가능케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방향에서도 적합하다고 사료된

다.

2) 타인 요인 : 친구들의 추천이나 권유

가) 동료 : 친구들의 추천이나 권유

남학생은 자신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찾아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하지만, 여학생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기 위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Barron-Cohen, 2003). 남학생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를 추구하지만, 여학생들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 즉, 친밀성에 초점을

둔다.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어울리려는 성향이

강하여 운동 향유를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친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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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 훨씬 더.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갑자기 티볼부, 야구에 관심이 생긴 게 언제부터야? 

최재민 :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거 같은데. 친구가 제가 그때 야구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 

때문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여자인 친구가 너 야구 좋아 

할거면 이런 선수 있는데 어떠냐 추천해줘서 찾아보다가 좋아지게 됐어요. 

연구자 : 원래 그 전에 친구는 남자친구고 그 친구는 직접 하는 애였고. 

최재민 : 직접하는 애. 야구 선수였어요. 운동부. 초등학교가 야구부가 많아서. 걔는 원래 야구를 하

는 선수였고

연구자 : 그때부터 관심이 좀 생겼었네.

최재민 : 네 그러다가 다른 여자인 친구가 너 야구 좋아할거면 이선수 괜찮으니까 한 번 좋아해봐라 

이렇게 던져줘서 그때부터 좋아지게 됐어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 면담, 190822-2차)

연구자 : T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박가름 : ○○랑 ○○가 꼬셔서 애들이랑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자고 해서.

연구자 : ○○이가 안 하자고 했으면 안 갔을 거 같아?

박가름 : 그랬을 거 같아요.

연구자 : 응. 그게 중요한가?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박가름 : 그런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냥 혼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그렇게

박가름 : 여럿이 하면 더 재밌으니까요.

연구자 : 가면 여럿이 있잖아

박가름 : 그래도 제가 아는 애들이랑 하니까 더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마음이 맞고 하니까.

(박가름,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여학생은 친구로 인해 운동을 시작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친한 친구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그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

은 운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친구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먼저 관심을 쏟는다. 박가름 학생은 티볼 스포츠클럽의 가입 동기에 대해서 “친

구들이 하자고 해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친구들의 권유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또한, “제가 아는

애들이랑 하니까 더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마음이 맞고 하니까”라는 말을

통해 여학생들이 운동을 참여하는데 있어 관계의 친밀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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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인라인을 하게 된 이유는 뭐야? 처음에?

이다해 : 인라인은 좋아하는 언니가 해가지고 같이 했다가 짱 재미있길래 열심히 

연구자 :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서

이다해 : 네. 존경하는 언니가

연구자 : 무슨 이유 때문에 존경을 했어

이다해 : 약간 걸 크러쉬 넘치고 여자애들이 핑크색 왜 입어야 되냐?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언니 

완전 멋있어요.

연구자 : 그 언니가 인라인하고 있는 게 멋있어보여서

이다해 : 그 언니가 유치원부터 가르쳐줬거든요. 저한테. 자기 인라인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타

게 된거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또한, 여학생들은 친구 외에도 존경할만한 인물이 모티브가 되어 운동을 시작

하기도 한다. 이다해 학생의 경우, 자신이 본받을 만한 대상이 운동을 잘해서도

있지만 그 사람의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배울 점이

많은 동료와 함께 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 어린 나이의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

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동료를 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으며,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도와주

기도 한다. 그러한 기준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려는 의지도 갖추도록 해준

다.

나) 부모 : 부모의 향유체험

앞서 연구자는 연구참여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성

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덕분이기도 하였지

만, 면담을 통해 여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에는 가족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유정 : 아빠가 그런 거 엄청 좋아해서 막 스쿠버 같은 거 막 어디 가서 하고 뭐 이런 활동적인거 

엄청 좋아하셔서 그래서인지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보니. 

연구자 : 그런 거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신유정 : 네. 수영도 뭐 다니고 그랬어요.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연구자 : 부모님들은 어떠셨어? 부모님하고 같이 운동하거나 운동을 보러 간다던가 뭐 이런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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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

최수지 : 네. 저희 집은 다 수영을 하고 저희 집은 보는 것보다 확실히 하는 쪽을 더 좋아해서 자주 

하러 갔어요. 배드민턴, 야구도요.

연구자 : 야구도 직접 하러 갔었어? 누구랑 아빠랑

최수지 : 네. 네 근데 처음 봤을 때 뭐지 해가지고. 야구공이 되게 맞으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빠 

티볼 부터 하면 안돼” 해가지고 티볼 부터 먼저 하다가 아빠가 “야구해봐, 야구해봐” 이러

면서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현재 하기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생들 대부분은 과거에 가족들과 함

께 운동을 향유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운동을 향

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운동을 향유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하기 외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데에도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조예쁨 : 아빠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슛돌이 할 때 엄청 보고, 그 때 에이매치 같은 것도 같이 보셨

대요.

연구자 : 그리고 나서 예원이가 생각하기에 언제부터 같이 보기 시작했어

조예쁨 : 5학년 초에 에이매치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기성용 나오는 거

연구자 : 그런 경기가 있으면 항상 같이 봤어? 엄마 아빠 모여서

조예쁨 : 그때까지는 계속 같이 있어서 볼 땐 같이 봤어요. 5학년 중반까지. 그 뒤에부터는 제가 좋

아서 제가 찾아서 봐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운동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부모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운동을 체험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계속 축적될 수 있었다. 조예쁨 학생의 경우에는

운동 보기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선수를 발견해낸 것이 경기가 있는 날

이면 함께 보던 가족들의 영향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학생들은 운동향유의 시작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들

이 여학생의 운동향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를 보

면, 아이를 알 수 있듯, 여학생들은 부모의 영향력 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

며, 운동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부모일수록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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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 학생과의 긍정적 관계

교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학생들은 운동향유를 위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교

사들이 학생들과 운동체험을 함께해준다는 것은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를 시작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

김으로, 선생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운동

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제 처음에는 신청해라 그랬더니 몇 명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아이들만 데리고 점심시간에 걔

네한테만 딱 개방을 했어요 체육관을. 그런데 얘네를 하고나끼가 옆에 저희가 코트가 6개 나오거든

요. 배드민턴 코트가 6개 나오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있었을꺼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하면 

안돼요? 해서 모여서 모여서 20명 이상이 됐어요. 누군가는 하나 시작하는게 어렵지 이거를 시작하고 

나면 애들이 모이는 거는 금방이더라고요. 탁구는 2명 처음에 데리고 했는데 지금은 꽉차있었어요. 그

래서 애들은 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 되게 재밌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그럼 나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류교사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신청하는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류교사는 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운동을 하였다. 여학생들은 교사와 함

께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도 이 말

을 듣고 몰려와 인원은 어느새 다 충원되었다. 체육수업 시간에는 교사 1인별

학생수가 많아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점심시간 활동은 여학생들에게 교사와 함께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즉, 여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운동을 즐긴다는

점(특별한 경험)과 교사가 자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받을 때(알아주는 것) 운동을 즐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교사와의 관계에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떤 이미지로 애들한테 다가서

냐면 츤데레에요. 츤데레. 선생님 되게 까칠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얘기하면 선생님 되게 잘해주더

라. 약간 츤데레로 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막 맺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과 

관계를 서먹하지 않고 좀 가깝게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애들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선생님이 좋아야 이 교

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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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친밀함과 관계 형성을 중요시 여김으로 교사와의 긍

정적인 관계형성은 여학생의 운동에 대한 인식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에는 동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여학생들을

위한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으며, 동성으로서 보다 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 요인 : 다양한 향유방식을 통한 시작점 제공

가) 내용 : 다양한 향유방식을 통한 시작점 제공

연구참여교사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

들에게 하기 이외의 방식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을 찾아 운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처한 현 상황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식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운동향유를 시

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참여를 안 하는 애들은 심판을 시키거든요. 아니면 기록원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환자들도 다 참여하

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 좋아해요. 자기가 환자야. 자기가 점수 넘겨주잖아요. 이거 좋아해. 그것도 

좋아해. 그리고나서 끝나고 나서 그거 하는 애들은 심판도 보게 하고 피드백 주기같은 거를 하거든

요. 그러면 이제 두명이면 한 명은 저쪽 피드백을 주고 너는 이쪽 피드백을 주라고 해요. 그러면 양

쪽에 지네들은 피드백을 주더라고. 조금이라도 역할을 주면 애들은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체적으로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는거지.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만화책이든 음

악이든 영화든 이런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소재들을 던져줌을로 인해서 난 이거 못하지만 다른 걸로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제공했던 거 같아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이러한 체험은 보통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들이 조금이나마 운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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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방법 : 패별수업과 분리수업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은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여학

생들에게 패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

다. 여학생들은 자신이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옆에서 친구들이 도움을 제공하면

끝까지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잘하는 친구들은 잘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애가 3학년 같은 경우 농구수업이었는데 활동이 거의 반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였는데 2명 그 

반이 또 쌘 애들이야. 근데 얘가 슛을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 또 6개를 넣었어 10개 중에 7개

가 만점인데.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게임 할 때도 그전에는 계속 서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씩 

자꾸 아이들이 주려고 하는 장소로 가. 이런 거는 향상 되는거지. 약간 자기가 공을 잡고 나서 주고

나 서 좋아한다거나. 이런거 그리고 애들이 걔를 따돌리지 않는다는거지. 이런 거 활동할 때 조금씩은 

이제 걔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전에는 수업시간에 거의 잘 안보는 스타일이였던 같은데.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수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저는 단체 활동들을 하거든요. 개인 활동들

도 꽤 하지만. 개인 활동으로 할지라도 이렇게 단체로 패를 구성해서 하는 편이라 그 아이한테 한 

명이라도 마음에 드는 친구들 혹은 그 아이하고 친한 친구들을 옆에 둬서 그 아이가 옆에서 설득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사가 이야기했을 때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상

황이.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해줄 수 있게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경험해본 적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또한, 여학생들의 향유시작을 위한 요인으로는 남학생과 분리하여 수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조예쁨 학생은 “여자애들하고 할 때는 안 쓰던 근육도 쓰고 하면서

하는데, 남자애들이랑 할 때는 좀 위축되서 해요.”라고 말하며, 여자끼리 운동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근아 학생은 “여자애들끼리 있

으면 다 똑같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이 여자애들끼리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라고 말하며 운동기능 수준 차가 덜한 여학생들끼리 운동을 참여하는 것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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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었다.

다) 평가 : 다양한 방식의 수행평가

다양한 방식의 수행평가 제시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운동을 잘하

지 못하는 학생들도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였다. 운동

감각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기 때문에 이를 타고나지 못한 학생

들은 반복적인 실패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운동 참여를 꺼려하게 된

다. 따라서, 기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하기 외 방식들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족한 하기 실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아니며, 운

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되어 줄 수 있었다.

수업에 잘 참여 안하게 되는데. 잘 못해도 읽고 쓰는 이런 활동도 반영된다. 반반이다. 실제로 반반

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잘 못해도 쓰고 잘하는 것만 해도 너희 체육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서 재미를 느끼긴 해

요. 100%재미를 느끼지는 않겠지만.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이게 보니까 수행(실기)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잘나오지 않거든 워크북은. 왜냐면 이거를 안내

면 안돼. 이게 10점 짜리인데 이게 지금 한 두 세 번 검사하거든요. 제가. 이거 있지. 첼린지 카드 

있죠. 이것도 10점이죠. 그다음에 게임평가도 20점. 팀 평가는 전 10점밖에 안 넣어요. 아니면 똑같

이. 개인평가 이거 개인은 자기가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해서 하면 되는 거고. 팀은 어쩔 수 없이 지

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팀 평가랑은 약간 조금 점수를 한 단계 더 낮게 줄 때도 있고 같

이 넣을 때도 있어요. 실기만 잘 한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수행평가는 입시에 민감한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

임이 분명하였다. 특히, 하기라는 방식으로 그동안 소외당했던 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향유 방식들로 이루어진 평가는 운동을 향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

주었다.

여기서 좋아졌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이미지가 좋아진거야. 제가 보니까 운동

에 대해서 체육수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하는 애들한테만 유리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점수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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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얘들은 꼭 점수랑 연결지어. 본인이 점수를 잘 받으면 좋은 수업. 좋아. 아니면 아예 지들끼리 

지들 멋대로 냅두는 수업이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가 오르니까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운

동 자체가 완전 빠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같아. 체육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지.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그러나 배교사의 말처럼 여학생들은 모든지 점수와 연결지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들로 운동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의 의미

를 받아드리기 보다는 단지 점수를 잘받아 운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뿐

이라는 점은 현재 여학생들의 수업운영의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향유 방

식의 수행평가는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에는 성공적인 활동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여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4) 환경/문화 요인 : 운동체험과 맞닥뜨리는 주변 환경

가) 매스컴

우리들의 일상에 이미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 청소년들

의 운동량 감소와 매체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우려가 많다. 하지

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적 효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

면, 매스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그림 55> 유교사가 활용하는 워크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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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연구참여학생들에게 매스컴은 운동 향유

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은 스마트폰,

TV,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형태의 매스컴을 통해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아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냥 티비 볼 거 없어서 보다가 딱 봤는데 너무 잘 생긴 거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 번 쳐봤어요. 

쳐봤는데 이미지를 보다보니까 너무 잘 생긴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 저희 아빠가 스포츠 관련 업

체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그렇게 찾아보다가 빠졌어

요. 

 (이승희, 고운중 학생 면담, 191010-1차)

연구자 :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계기가 갑자기 왜 생긴 거에요.

최재민 : 맨날 티비로만 보는데, 사람들이 직관 가면 재미있다고

연구자 : 어떤 사람들이? 

최재민 : 그냥 그거는 인터넷 보면서 야구장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많고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

서 치킨 먹고 그러자.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다들 직관을 좋아하잖아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 면담, 190822-2차)

매스컴은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앎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

으며, 이러한 앎은 운동향유로 나아가는 시작문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방

식의 운동향유도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문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나) 주변 분위기 : 나와 맞닥뜨려진 주변 환경

 

매일 아침 파아란 하늘 아래 눈앞에서 펼쳐지는 넓은 운동장을 상상해보자. 그

리고 운동장에서 매일 같이 땀 흘리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다고 가정 해보자. 매일 그러한 장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했을 때 우리

의 내면 속에서는 어떤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될까?

학교에 전통있는 운동부가 있다거나, 스포츠클럽이 있는 경우에 여학생들은 운

동장에서 연습하는 끈끈하고 돈독해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항상 마주하게 될

것이다. 몇몇의 여학생들은 이런 모습에 항상 노출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내면의 인식으로 자리매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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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운동향유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맞닥뜨려졌을 때, 여학생들은 운동향유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 : T볼을 어떻게 하게 됐어? 일단?

박나희 : 그 T볼 동아리 모집을 하는데, 모집할 때는 안 들어갔는데, 연습을 하는 걸 보고서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재밌더라구요.

연구자 : 연습을 언제 하는 걸 봤어?

박나희 : 아침 등교할 때요.

연구자 : 등교할 때? 어땠어? 그 때 장면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었어?

박나희 : 음.. 언니들 하고 1학년 애들 이렇게 하는데, 하고 막 캐치볼 같은 거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했어요.

(박나희,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최재민 : 근데 초등학교가 야구부가 완전 특화된 학교여가지고 늘 봤어요. 늘 뛰는 거를 보고 항상 

있고. 코치님 감독님 다 계시고 하니까 그냥 늘 항상 봤었죠.

연구자 :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최재민 : 그래서 저는 그 뭐지 탱탱볼 공 그런 거 던지고 노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옆에서 야구 코치님들 하고 선수들 구경하는 그 정도. 그 

때 저는 구석에서 하면 어떻게 던지고 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연구자 :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야구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

쳤다고 생각을 해요?

최재민 : 네. 야구 선수로 하는 애들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다가가기가 쉬었던 거 같아요. 

(최재민, 믿음고 학생 면담, 190822-2차)

올해부터 1학년 친구들이 방과후 여학생이 2명이 들어온 거에요. 너 방과후 왜들어왔니? 하니까 저는 

걔네들이랑 수업한 적도 없거든요. 남학생들만 맨날 농구장에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한 

<그림 56> 아침부터 티볼 연습을 하는 사랑여고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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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해보고 싶다 이거에요. 그래서 막 지난주에 첫 수업을 했는데 어? 얘네가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주

는 거에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면담내용과 같이, 운동부 또는 스포츠클럽 환경에 대해 노출된 경험이 있는 여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게 될 스포츠클럽 활동을 선택할 때 동일한 종목

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포츠클럽에 참여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여

학생들은 이전 학교에서의 운동부 또는 스포츠클럽 환경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참여학생들이 환경에 노출된 종목들과 그들이 운동을 향유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성명 학교
운동

선호도

운동

수준

스포츠클럽

참여종목

이전에 노출된 운동부 

또는 스포츠 클럽 종목

조예원
소망

여중
보통 보통 축구 남자 축구부(운동부)

박가름
사랑

여고
매우 우수 티볼 여자 티볼부(스포츠클럽)

최재민 믿음고 매우 보통 티볼
이전 학교 

남자 야구부(운동부)

<표 19> 운동 환경에 노출된 여학생의 운동 참여 종목

<표 19>는 본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학생들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운동 분위기와 환경은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이들이 실제 운동을 하기로서 향유하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 환경 분위기에 따라 여학생들의 운동

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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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유 촉진 요인

1) 개인 요인 : 여학생의 학습성향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시켜주는 것은 여학생들 본인들의 학습성향이었

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인성적 요소나 하기 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반감이 덜합니다. 여학생의 대다수는 수업 

활동에 어떤 불만을 가져도 정해진 수업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잘 소화하려고 하고 그 의미를 파악

하고자 노력합니다. 남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늘 자유를 갈망하죠. 여학생들은 대다수가 정해진 활동

과 경기를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할 때 가르치는 과정이 더 쉬우며 글쓰기나 글읽기에 남

학생에 비해 친숙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여학생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할 때 어려운 적이 딱히 없고 오히려 더 수월하게. 여학생들의 

분위기를 분위기에 엎어서 남학생들도 하게 만드는 것. 오히려 얘네들이 저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

지. 남학생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지.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요. 단 여기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이걸 하게 되면 보상이 있다는 부분도 들어와요.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여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구성된 조직된 활동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려

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향유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때 여

학생의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사들의 수업 취지

를 이해하고 열심히 해내려는 성향은 수업분위기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

적이지 않은 남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역할 분담도 하고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모둠 안에 모둠에 과제를 줄 때가 있잖아

요? 예를 들면 도전 과제도 과제이고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한 번 찾아내봐라 

해서 이렇게 모든 별로 의논하게 해서 거기에서 쓰게끔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봤을 때도 여학생들이 

더 잘해요. 꼼꼼하게. 남학생들은 귀찮아해요. 빨리 가서 뛰고 싶어 하고. 근데 여학생들은 그거를 책

임감 있게 해내는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이런 역할들에 여학생들이 제 역할들

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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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책임감은 여학생들이 남들의 정서적 측면에 대

한 관심을 기울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

다. 과제를 통해 팀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목적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과제에 대한 충실함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충실함은

향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주었

다. 그 결과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는 더욱 의미있는 방식으로 체험될 수 있었다.

이예진 학생은 “저희가 더 잘 하려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안하는 애들도 분명

있었고 저희는 그냥 저희 조를 더 높이려고 한 거니까” 라고 말하며,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본

인들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인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남에게 도움이 되었던 의미있는 체험을

향유하게 된 것이다.

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4행시, 5행시 같은 것도 그렇고 여학생들 기발하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

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수업 일기 작성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제에 맞게 잘 연결해서 

쓰고 본인감정 솔직하게 작성하고 남학생들은 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친구들 좀 운동을 잘하는 친

구들 또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잘 쓰려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아예 안 쓰던가 한줄 찍 쓰고 

무성의하게 글씨도 날려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70%이상은 그래도 일정하게 자

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 같더라고요. 글쓰기 활동도 여학생들한테 좀 적합해서...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데 확실히 여학생들이 글을 잘 쓰긴 잘 써요. 이건 여학생 특징일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잘 표현

한다고 해야되나? 어게보면 하는 것 외에 아이들이 이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 좋은 방식인 

것 같긴 해요. 어떤 과학적 원리나 이런 측면의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딱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가 여학생들한테 좀 더 적합한 방식이지 않나.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저는 시화작성 같은 것들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차례 해봤는데 시화 같은 거는 시도 쓰지만 그

림도 같이 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남학생들은 그림 그리는 거를 잘 그리는 학생들도 있지만 잘 그

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뭔

가를 표현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여학생들이 특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여학생들의 작품들이 훨씬 더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여학생들이 

좀 더 남학생보다는 더 잘 뭔가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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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의 학습성향 중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언급하였다. 여학생들은 하기 방식에 있어서는 체

력이나 골격근계, 운동 감각적 신경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하기

외 방식들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타고난 언어 능력이나 공감 능력 등이 시너

지를 발휘해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

들이 남학생에 비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즐겨한다고 말하였으며,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제에서 작품의 질도 남학생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을 언급하였다.

여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체육에 대해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틀에 잡혀 있어서 생각할 때는 하기가 체육이

라 생각이 드는데 엄청 여러 가지로 하니까 체육도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2) 타인 요인 :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가) 친구 : 함께할 수 있는 친구

많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체험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운동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학생들의 수가 적더라도 운동을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클

럽에서 단순한 기술 연습을 한다거나, 남학생들과 혼성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운동 체험은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를 오히려 저해하거나

지속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처음에 여자 배구부가 사람이 적어서 남자랑 같이 했었을 때 남자애들이 좀 인원이 적어가지고 여자

애들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했어요. 맨 뒤에서 서브만 넣고 리시브도 뭐가 없기도 하고. 그때 그

냥 “뭐지? 나 굳이 왜 여기 있는거지?”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차)

여학생들은 자신이 체험의 주체가 되지 못할 때 소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

다. 특히, 스포츠클럽과 같이 운동 기능을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연유로 여학생들은 본인들이 운동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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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가 되기 위해 자신들만의 팀을 꾸리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여학생들만의

팀이 만들어지려면, 적정 수준의 인원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여나 적은 수의

인원으로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정규과정 외 체육활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팀의 개설이 쉽지 않다.

연구자 :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어때? 어떤 차이가 있어? 

최수지 : 좋아요. 확실히 인원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랑 맞춰보기도 하고 같이 경기할 수 있잖아요. 저

희가 계속 사람이 적은데 못하면 더 안 되잖아요. 랠리가.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도 못하면 

서로 나눠서 어떻게든 랠리를 하니까. 재미있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차)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팀을 개설하려면, 적정 인원이 모이는 방

법밖에 없다. 인원수가 충원되어 독립적인 클럽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여학생들은 더 이상 남학생에게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운동체험의 주

체로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여학생들끼리 경기도 가능해지고. 기능 수

준도 비슷해 경기의 재미도 흥미진진해진다. 물론, 여학생들 간에도 기능 수준

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여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수준 차는 충분히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차이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학생들만의 팀을 개설해주는 것은

여학생들이 운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교사 : 교사의 열정과 노력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교사

일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은 능가할 수 없듯, 교사의 노력과 열정 정도

에 따라 교육의 질은 좌우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를 위해

서는 교사의 노력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들이었다. 우선, 이들은 자신들의 수업 행위를 항상 반성하

고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

저는 독서활동 책읽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책읽고 제가 또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교사모임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데서 아이디어나 활용가능한 것을 책 선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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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러던지 그런 인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했었고. 하나는 이제 일기쓰

기 교사의 체육일기 쓰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수업 아이디어 측면보다는 인문적 체육교사로서의 삶의 

할아갈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었지 않나. 나를 반성하게끔 하고 성찰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 같아요. 수업 읽기 쓰는 활동.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황교사의 경우, 독서 읽기를 통해서 수업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일기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자신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발판으

로 삼았다.

교사가 일단 모여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회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라는 이름으로 단위학교에도 무조건 있거든요. 그 활동.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에 대

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수 연수들도 좋은 연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연

수에 참가하는 것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그쵸 그전에 손○○ 선생님, 문○○ 선생님 있을 때는 완전히 좋았지. 딱 협력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선생님들이 맞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있어야할 것 같아. 지금. 2명은 그래도 협력이 맞아야 뭐를 하고 

싶고,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클럽도 4개정도 있거든요. 지금 체대입시도 제가 와서 여

기 시작했으니까 아까 멘토 선생님과 같이. 애들 진로 쪽도.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또한, 연구참여교사들은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도 협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각종 연수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과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수

업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했으며, 교내에서 같은 체육교사들끼리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팀워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하고 있었다. 이

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에 직접 적용해보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예산은 확보해야 해요. 여기가 제가 와서 2006년서부터 2007, 2008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계

속.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이제 많지. 그래서 한 번은 7560해가지고 2년 연속은 여학생 체육. 따와서 

타학교 스포츠클럽 하는 애들은 교육감배도 나가지만 타학교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주관을 했었어요. 애들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10월 정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스포츠클럽 대회를 해요. 토요일 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 문○○ 선생님 계실 때 

육상을 했었잖아요? 포환던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오전에 대회 열고 오후에는 단체 게임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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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돈이 되니까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유니폼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뿐만 아니라, 유교사는 여학생의 운동향유 촉진을 위해 예산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교사가 공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함으로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업

을 진행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타학교와 연계,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구상 등 추가적인 업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운

동향유 체험을 위해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연구참여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은 여

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해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부모 : 적극적인 지원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가로막지 않는 부모들의 영향력이 여학생의 운동향유

를 촉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

는 부모들이였다.

이다해 : 엄마가 공부하는 것과 운동하는 거로 뭐라 한 적 없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연구자 : 그렇게 터치를 안 하시고.

연구자 : 네. 엄마가 운동도 엄마가 시켜주고 하고 싶다고 하면. 학원도 안가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연구자: 축구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반응이 어때

조예쁨: 그런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해요. 근데 이제 본인보다 더 잘 안다고. 

연구자: 뭐라 하시지는 않고

조예쁨: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연예인 관심 있는 거보다는 한 개에 빠져서 끈기가 생겼으

니까 그런 것은 좋아하세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특히 조예쁨 학생의 경우와 같이, 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또래 아이들이 하

는 활동보다 오히려 더 건전하다는 부모들의 인식은 여학생이 운동을 지속적으

로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끈기있게 하나에 집중하는 자녀의 모습은 부

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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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 저희가 시골이라서 반이 하나거든요. 학년에. 그런데 4학년 때 여자애들끼리 다른 농구 클럽에

서 걔네 오빠가 농구를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여자애들도 팀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 다섯명~

여섯명이었나. 여자가 5명인데 그 중에 4명 하고 그 언니랑 그 언니 동생이랑 6명에서 이제 농구 클

럽에 가입해가지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이예진 : 방과후 체육은 안해봤고. 좀 옛날인데 드림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 해본 적 있어요. 여러개 

하는. 그냥 또래 애들이랑 피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이것저것 그냥 생활체육으로

연구자 : 그거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어? 

이예진 : 그거는 친구들이랑 다같이 어머니들이랑 얘기해서 팀을 짜서 같이 하게 됐어요. 

연구자 : 그게 어디서 신청을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야? 어떻게 알게된거야? 그게 있는지 또 어

떻게 알았어

이예진 :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 때문에 알았는데 부모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만들어서 

짰던거 같아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오히려 여학생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

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들은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부모들끼리 서로 이야기

를 통해 자녀의 운동향유를 촉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녀의 운동향유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시켜 주었

3) 프로그램 요인 : 과정을 인정하는 평가

가) 내용 : 도전과 경쟁 활동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경쟁

과 도전의식이다. 여학생들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남학생들 못지않게 강한 승부

욕으로 상대팀을 이기겠다는 집념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쟁은 여학생들에게 ‘승

리’라는 분명한 도전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운동향유 기제로서 작용한다.

초반에는 열심히 막 해요. 땀 안날 때. 딱 가서 처음 했을 때 배드민턴 처음 잡거나, 탁구 처음 잡

았을 때 그러다 점점 흥미를 잃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면 할수록 격차가 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한

데. 뭘 걸면 또 잘해요. 1등 애들 아이스크림 쏜다. 이러면 애들이 남자애들 막 치면서 막 해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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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못하니까 니네가 커버해야할 것 아니야 하면서.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차)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

드를 마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 정도에 누가 몇 개의 기록이 1위다 하는 것들을 전체 1학년들한테 

공개를 하니까 애들이 어 나 오늘 저가 한 번 깬다 하는 도전심도 갖게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물론, 이러한 경쟁과 도전이란 속성이 여학생들의 향유체험을 촉진시켜주는

것은 사실이나, 향유체험의 근본적인 가치 기준이 외적으로 작용될 경우, 실패

에서 발생되는 좌절감이나 무력감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오히려 저

해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은 비경쟁적인 활동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김문휘, 이규일, 2008; 유정애, 김윤희, 2002; 정겨운, 2015). 경쟁과

승리 중심의 전통적 스포츠는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주된 원인

으로 나타났다.

저는 경쟁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누가 이거를 해야지만 얘를 이겨야지

만 내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여기까지 나서 할 수 있을 거 같아. 조금만 

더하면 나도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쟁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유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여학생들은 도전과 경쟁의 속성이 포함된 운동체

험을 선호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들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시

켜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전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오로지 부정적으

로만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류교사의 말처럼, 경쟁이란 속성은 긍정적 · 부

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체육교육 장면에서 이러한 두 측면을 인식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해야 할 것이다.

나) 방법 : 구체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

스포츠클럽을 통해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향유를 촉진

하는 요인으로 교사 또는 코치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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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고 반복적인 운동 기능 연습도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

들의 운동 실력을 키우기 위해 온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있었다.

무작정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더욱 전문적인

수준을 바랬다. 훈련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수들

훈련 못지 않았다.

지○○ 코치는 국가대표 배구선수 출신이다. 코칭을 하기 전에 어깨에 테이핑을 감고, 온 몸을 구석

구석 스트레칭 하면서 자신의 몸관리를 하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코칭을 하는 방식은 마치 운

동 선수들을 다루는 것과 같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때론 엄격하게 아이

들을 대한다. 다른 말로 하면, 혼날 때는 혼내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는 노련한 코칭 스킬을 발휘

하는 것이다. 선수도 아닌 일반 아이들이지만 실력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좀 더 배구 기능 실력을 끌어

올려주려는 열정과 의지가 대단해 보인다. 조정직 교사는 “이렇게 엄격한 분위기에서 체계적으로 훈련

하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지? 안그래. 오히려 애들은 더 좋아해. 자세 하나하나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서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능 연습 후에 바로 게임을 하는데, 애들은 오히려 이런 방식

을 더 선호하더라고.” 라고 하면서 일반 학생들이 학생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배울 때는 효과

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드노트, 8월 1일 목요일 범계중학교)

대한배구협회와 교육청이 연계되어 범계중학교 스포츠클럽에 지원된 코치의

지도 스타일에 여학생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평을 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

<그림 57> 정직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훈련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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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능 연습보다는 게임을 선호할 줄 알았던 여학생들은 오히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적당히 연습하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본기능 향상에 더욱 도

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대로 된 게임을 위해서는 기초기능이 제대로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 그래도 많이 있네. 나름. 지금 한 팀 아니, 두 팀 나오겠네. 6명씩 해서 그럼 뭘 바라는 거

야?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대로 하려면

박가름 :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는 것

박나희 :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 것

연구자 : 그리고 대회? 뭐 이런 거? 티볼처럼? 이게 중요하네 결국에는 선생님한테 감사해야겠네. 선

생님의 열정이 진짜 필요한 거 아냐? 

박가름 : 맞아요. 열심히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 완전 잘 가르쳐주셔요.

박나희 : 맞아요. 세세하게

박가름 : 문제점 가르쳐주셔서 여기서 방망이 조금만 더 뻗어보라고 하고, 발 좀 더 깊숙이 넣어보면 

된다고.

(박가름, 박나희, 사랑여고 학생 면담, 190615-1차)

재미있었는데 뭔가 막 확실히 코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죠. 좀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할까? 좀 

잘 봐 주세요 확실히. 그리고 조정직 샘은 연습하고 서브 막 하다가 시합하자 이러고 시합하는데, 그 

선생님이 오실 때 1:9해가지고 넘기지도 못해요. 하면 “야 9:1인데 12대 8이야 12대. 거의 11대 3? 

이렇게 졌어요. 저희가. 너희 실수로 다 득점 낸 거라고.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이처럼 여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사나 코치의 방식에 따라 운동을 향유하는 정

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랑여고 학생들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

쳐주신 방식을 떠올리며, 현재 가르쳐주시는 교사의 지도 스타일에 대한 불만을

내비추었다. “맨날 하는 것만 계속해요. 선생님이 치면 저희가 잡는 것 밖에 안

해요.”라고 말하며 선생님의 가르침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여학생

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변화였다.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

리에 머무는 것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더 이상 지속시켜주지 못했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운동을 향유하는 체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 방식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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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 과정을 인정하는 평가

여학생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을 통해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즉, 운동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인

정해주는 공평한 체육수업을 통해 여학생의 운동향유가 이루어졌다. 배교사는

“여학생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리

시브를 ‘못 받은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했는데’에 방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고 해야 열심히 해요.”라고 말했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의 과정

을 알아줄 때 운동을 더욱 열심히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이것도 여학생들을 얘기를 잘 해서 너희가 기능은 물론 떨어지기는 하지만 “너

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독려하면서 하다보니까 남학생들 하는 거

에 밀리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거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경기 중에서의 과정. 여학생들 과정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

나. 예를 들어, 배구 수업을 하면 경기에서 질 수 있죠. 근데 지는 팀 중에서 내가 리시브를 받으려

고 했는데 못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했는데 에다가 

방점을 두고 받으려고 했는 거에 점수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주기도 하고 차곡 차곡 

쌓는거지. 내가 져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과정을 평가하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그

러니까 알아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게 좋겠네. 알아주는 게 여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었다. 긍정적인 결과라면 금상첨화겠지만,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노력의 과정에 의미를 두면 누구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은 “지더라

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직시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모든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환경/문화 요인 : 긍정적인 학교체육 문화

가) 긍정적인 학교체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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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여학생들이 운동체험

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체육수업 환경을 넘어 학교의 전반적인 환

경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사는 여학생들

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체육관을 항상 오픈 시켰다.

유사랑 : 우리는 체육관 오픈 시켜요. 아예. 기구도. 근데 주말에는 안 오지. 이제 입시 체육 하는 

애들만 오겠지. 그리고 스포츠클럽 하는 애들만 사용하겠지. 근데 뭐 3학년 애들 같은 경

우에는 공부 하다가도 와서 하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연구자 : 기구도 다

유사랑 :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오픈이에요. 여기 여자애들은 그런 게 없어. 쓰고 나서 정리만 잘 해

놓으라고 해. 여기는 점심시간에 매번 와요. 거기 체육관 앞에도 자전거 헬스 기구 같은 것

도 넣어놓는데 자기네들 타라고.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해. 운동을 즐기는 거지.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유교사는 체육관 앞에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헬스 기구 같은 엑서사

이즈 기구들을 배치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

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체육친화적인 환경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

진하는 요인으로서, 여학생들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

었다.

사실 그 밑에가 교실이야. 과학실이고 체육관 자하랑 밑에가 애들 공부하는데 그니까 얘네들이 아침

에 스포츠클럽 애들이 아침에 애네들이 이제 학원가고 그러니까 못모아지잖아. 그래서 아침에 얘네들

은 주로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 4팀이니까 월화수목 다 차여있어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 

하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 시합 시즌되면 연타로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용하는데 밑에 공부하는 공

간이 있다고, 하다보면 올라오시는거야. 선생님이. 시끄럽다고.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공 소리가 

들린다 이거지. 그거는 조금 계속 나 같은 경우는 얘기하죠. 아니 그것도 수업, 이것도 수업이잖아.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똑같이 자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인데 그렇다면 얘네들 보고 그거를 하

지 말라는 것 말이 안돼. 근데 그런 인식이. 아이 선생님들도 아직 안되어있어.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그러나 단지 체육친화적인 환경만 조성되었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

유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유교사의 말처럼, 여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즐기려고 하더라도, 일반교사나 학교의 전체적인 인식이

체육친화적이지 않다면 여학생의 운동향유는 촉진되지 못한다. 특히, 입시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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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인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운동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 자체가

운동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서는 체육환경뿐만 아니라 학교문화 전체가 체육친화적인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 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이 체육

수업은? 또 이렇게 하는 체육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조금 소통도 잘하고 좋은 수업을 하고 있고 잘하

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이런 간접체험활동도 사실 결과물이 

나오니까 전시도 할 때도 있었고 뭐 시화전할 때도 우리도 체육과에서 했다. 놀래시는거에요? 국어선

생님이 우리도 좀 내면 안되냐? 어 괜찮다. 그때도 이제 오히려 괜찮은 작품도 나오고 이런 체육과 

뿐만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됐던 거 같고 관리자들 뿐만아니라 교육청도 마

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90905-1차)

그리고 이제 또하나 했던 거 중에 1회성은 창의인성부랑 해가지고 패러림픽 했었어요. 프로그램은 제

가 짜가지고 일반 학생하고 장애우하고 같이 엇물려서 할 수 있는 거 만들었어어요. 작년에 1회성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올해는 2번 만들어서 하는거로.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연구참여교사들은 체육과의 업무를 넘어서서 학교업무와 서로 연계시켜 운영

하고 있었다. 체육교과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체육과 연계하

여 함께 운영해나가는 교사들의 협렵적인 노력은 관리자나 일반교사들에게 체

육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이는 궁극적으

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위한 다방면적 지원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에 대한 인

식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체육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개인적 수준 차원에서 벗어나 일

반교사, 일반교과, 학교업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

하다.

나) 매스컴의 활용

매스컴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빠르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

향유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을 대부분 자신이 궁금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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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 향유하기 위해 매스컴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운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향

유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다른 방식들의 운동향유까지 촉진할 수 있었다.

음 제가 아직까지 이런 발레나 한국무용같이 전공적인 춤은 아닌데 그냥 방송 댄스나 실용 무용 그

런 거는 추는 거는 아직까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춤 영상들을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 두 개씩 추천 영상이 떠서 “어 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 타고 

타고 들어가서.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원래 인스타그램도 안했는데 이승우 선수가 한다고 해서 깔았는데 이승우 소속팀이랑 다 공식 계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보고, 유투브에 우피터라는 사람이 계속 축구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이해 

잘 되게 왜 안 나오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아니면 해외경기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선수

들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런 것도 봤어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08-1차)

또한, 학교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와 팀에 빠져있는 여학생들은

프로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각종 기념품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선수

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여학생들이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촉진시켜 주었다.

프로구단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그런 거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랜덤이에요 근데 그 제가 이

번에 또 뭐. 저희가 올스타전 때 선수들 많이 뽑혀서 그 기념으로 선수들이랑 그라운드 안에서 셀카 

찍을 수 있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청을 했어요. 둘 다. 선수가 10명인가 있는데 얘는 

김○○ 신청하고, 저는 하○○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된 거에요. 근데 이게 동반 1인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재훈이랑 같이 가서 그라운드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지난 달에

(신유정 믿음고 학생면담, 190822-1차)

이와 같이 매스컴은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보기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스컴

은 운동을 향유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촉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

었다. 매스컴은 운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운동체

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 자신들이 선망하는 대상들과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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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시켜주는 주요 요인이었

다.

나. 향유 심화 요인

1) 개인 요인 : 운동향유를 위한 적극적 의지

여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운동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운동을 향유하

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운동을 향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학생들은 운동을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학교체육의 역할은 여학생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키

워주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체육의 현장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다. 특히,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여학생의 운동향유력은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는 오

히려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연구참여학생들의 운동향유

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을 보다 의미있게 해주었다.

조예쁨 학생의 경우, 축구선수를 좋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축구 보기를 향유

해오고 있었다. 이후 계속해서 운동향유가 이루어지면서 향유체험의 폭이 확장

되고 넓어졌다. 관전향유에서 시작된 향유체험은 수행향유로까지 연결되고 전이

되었다.

조예쁨 : 원래 제가 축구부 동아리에 첫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애들 다 한다는데 가위바위

보 하기도 좀 그렇고 가도 여자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자애들이 많은 댄스 했

어요. 

연구자 :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거녜? 남자애들이 간다고 하니까 여자 축구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예쁨 : 그리고 가봤자 공도 안줘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422-2차)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여자 축구부를 만들어달라고요. 여자들끼리 축구할 수 있는 동아리

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여자수도 모자라고, 방과후 수당 문제도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예쁨,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515-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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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조예쁨 학생의 수행향유를 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할 여학생 동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조예쁨 학생은 학교

의 동아리 구성방식 시스템이나 남성위주의 문화로 인해 수행향유의 권리를 누

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예쁨 학생의 수행향유를 위한 적극적인 의

지는 체육교사에게 직접 찾아가 여자 축구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1학기 때

에는 이러한 요청이 학교 사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예쁨 학생의 지속

적인 부탁에 2학기에는 여자 축구반이 만들어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자기가 했던 이러한 참여했던 활동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 만해도 고등학교 농구팀이 없었어요. 여학생 농구팀이 없었던 거에요. 걔네들이 고등

학교에 올라와서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리그까지는 아니어도 얘네들이 졸업

해서 각 학교를 갔잖아요. 각 학교 가서 소소하게 거기 안에서 만든 거에요. 동아리형태로 담당선생

님은 없지만.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이승현 학생은 중학교 시절 스포츠클럽을 통해 농구를 향유했던 학생이었다.

체육수업을 통해 다양한 향유 방식들을 체험하면서 농구의 맛을 알게 되었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진학한 고등학교

에 농구부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음을 자각하였다. 농구를

계속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구성하였으며, 중학교 때

함께했던 친구들끼리 주말에 모여 향유체험을 지속하였다.

두 여학생의 사례처럼, 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데에 제한점이 따랐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한계에 머물지 않고, 본인 스

스로 운동향유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운동향유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운동향유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향유체험

의 의미를 다지는 핵심 요인이었다.

2) 타인 요인 : 교사의 확고한 신념

가) 교사의 확고한 신념

하기 방식으로 운동을 즐겨왔던 여학생들에게는 서사적차원의 접근 방식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간 하기 방식만으로 운동을 체험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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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운동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습관으로 자리잡혔을 것이다. 한 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일은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교사들은 자신의 굳은 신념을 확고히 유지하며

운동에 대해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인식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물

론, 확고한 신념의 이행은 교사에 의한 강제성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잘못된 오개념을 초기화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정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압박’만이 더 나은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건

설적 방법일 수 있다(Gardner, 1999, 2000; 류승희 역, 2019)

배어진 : 그렇죠. 그렇니까 이런거지 아무것도 안 겪어 본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를 하면 애들이 

집중을 안하게 되겠죠? 내가 여기서 강압적이라고 했지만 너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덜 자

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자 : 애들이 체육은 하기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어진 : 그렇죠. 교육적으로 내가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자율성이라는 그런 틀에서는 다

가가지 않는거지. 흡수가 안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도 흡수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데 풀어나버리면 의미가 없는거지.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운동을 하기로만 체험해왔던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다차원적

인 방식은 생소하고 낯설다. 이는 체육시간을 몸 쓰는 시간으로 즐겨왔던 여학

생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체육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여겨왔던 여학

생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여학생들이 운

동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적으로도 올바르고 의미 있는 가치

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향유체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저는 딱 학기 초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할거야.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막 “에이 

그렇게 하겠어?” 하는 거지. 그래서 막 호응도 좋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애들이 이제 

투덜투덜 거리지만 내 앞에서 못해. 왜냐하면 내가 또 수업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아예 그냥 놀

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하니까. 이샘 불만은 있는데 말을 못해. 왜냐면 말할 건덕지가 없어. 내가 수업

을 준비안하고 오는 것도 안하고. 내가 걔네들보다 수업을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수업 준비 다하고 그러니까 불만있어도 말을 못해.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중학교 때는 약간 남자애들 축구할 시간에 여자애들 피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등학

교 오고 나서는 없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참여를 해야되잖아요. 어쩄든 다같이 해야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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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애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다양한 방식의 운동체험은 학기 초에 세웠던 계획과 실천이 일관성 있게 운

영되면서 여학생들의 운동체험을 보다 의미있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으며, 운동

을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

의 편협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는 것이 건설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나) 롤 모델

롤모델은 멘토라는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신의 삶의 나침반이라고 해

야 할까?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롤모델은 운동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들을 닮아가기 위한 목표가 생기고 이

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여학생들은 이러한 멘토를

자주 눈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부

족함을 깨달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성찰하기도 한다.

류믿음 : 체육부장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전 애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애들 수요를 보잖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들까 말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야 

여자도 체육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체육부장을 왜 여자가 못해. 왜 눈치를 봐. 이렇게 얘기 

했었을 때 애들이 손을 번쩍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지 않을까요?

연구자 : 롤모델로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의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류믿음 :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애들이 체육교사라고 하면 이게 남자 선생님들을 많이 볼 

기회를 더 많잖아요. 근데 타 교과에 비해서 여교사가 아무래도 적은데 그 안에서 여교사가 

여자체육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했었을 때 여학생들 눈에서 보면 그런 역할(롤모델)들을 조

금은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그리고 탁구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되기 떄문에 애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지만 “야 선생님도 지금 이렇

게 레슨을 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꾸준히 해야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애들도 여기서 하면서

도 그렇게 해서 레슨을 받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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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여자체육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운동향유를 위한 가장 정통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체육교사를 지켜보

며 여학생들은 스포츠 맥락에서 여성의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이를 통해, 여학

생으로서 경험했던 과거의 소극적인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류교사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었다. 학생들은 그러한 점을 인식

하고, 이를 본받아 현재 교사가 하는 운동을 즐기기도 하고, 이를 자신의 미래

로 투영시켜 성인기 이후에도 운동을 향유할 수 있음을 알고 자신도 미래에 운

동을 즐겨야 한다는 다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다해 : 그 전까는 시합하는 것만 좋아했는데 나머지는. 별로. 연습하는 거는 귀찮고 그랬는데 그랬

는데 확실히 여기 들어오고 나서 언니가 되게 멋있고. 

연구자 : 그걸 보는 게 즐거웠던거야

이다해 : 언니랑 같이 시합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보는 것도 멋있고 확실히. 

연구자 : 잘해

이다해 : 잘해요. 그래서 동경하고 또 근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연구자 : 그 언니를 보면서 내 목표가 생기는 거야

이다해 : 네. 당당하게 사는 거. 그런 거랑

연구자 : 언니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았어?

이다해 :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문제 시워시원하게 풀어요. 사는 게 

되게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사는 게.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한편 이다은 학생의 경우, 롤 모델의 존재 여부가 향유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전에는 농구 시합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향유체험

이었으나, 롤 모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다져

가며 한 단계 성숙한 자아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향유체험이 운동의 즐거움에 더하여 스포츠 맥

락에서 본받을만한 주위의 모델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반성의 과정으로 깊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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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요인 : 서사적인 내용과 체험

가) 서사적인 내용과 체험

서사는 신체적 감각이나 정서적인 느낌, 실천적 맥락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Charles, 2002). Estates & Mechikoff(1999)는 운동

에 담겨진 서사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주체적인 운동체험과 서사적

인 스토리로 소개하고 있다. 운동의 서사적 차원은 운동과 관련한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종교 등이 있다(최의창, 1997; Anderson, 2002; Charles, 2001). 운동을

체험하는 주체는 운동의 서사적 차원을 통해 운동에 담겨진 의미와 깨달음을

얻어 체육적 앎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운동의 서사적 차원은 운동과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의 구조적인 집

합체이며 삶 그 자체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차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방식들이 요구된다. 즉, 운동을 단지 ‘하는 것’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결지어 질 수 있게 된다.

여학생은 럭비 경기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체험했다. 럭비

경기는 종목 특성 상 전진 패스가 불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공을 받

을 수 있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공격 진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

운 것 이 특징이다.

선생님이 그 경기도 직접 보고 앞으로는 패스가 안 되니까. 그런 정신들도 배웠단 말이에요. 팀원들을 

위해서 팀원들을 생각해서 “나 혼자하는 게 아니고 다같이 해야된다” 이런 거 같이 배워서 좋았어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그런 얘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면서는 더 빠진 게 이 럭비가 혼자 죽어라 뛰어봤자 뺏기

면 상관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나랑 같이 뛰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이게 진짜 팀스

포츠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더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라는 친구들이 있었지.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배교사가 말한 것과 같이, 여학생들은 팀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

었다. 여학생들은 럭비 게임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

는 정신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다. 운동체험 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고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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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의 향유력이 키워진 것이다. 단순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넘어서, 운동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연결짓는 중요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운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일은 중요하다. 운동은 체력 향상과 스트

레스 해소 등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의

미를 가진다. 따라서 깊은 차원의 향유체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탐

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

식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방법 : 자신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여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여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향유체험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연구참여교사들은

여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여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여학생의 향유체험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나서서. 성실한 거는 알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너와 선생님이 둘이해서 기본 동작을 애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주

자. 그래서 그 여학생을 데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교육 자료로 다 활용을 했거든

요. 그 여학생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막 이렇게 보여지지는 안았어요. 근데 표

현활동에서 그 여학생의 진가가 발휘되었던.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학교 전체적인 문화가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댄스 동아리도 활성화되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

연스럽게 되는 거 같고 단지 체육수업에서 배운 것만이 끝난 게 아니라 요새 학교 체육대회라든지 동

아리 발표 대회라던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배운 거를 같이 또 표현하고 발표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거 같아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 전까지 여학생들은 체육교사와의 관계가 서먹하고,

체육수업에서 소극적인 참여를 보여왔다. 그러나 체육교사가 운동에 관해 본인

들이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이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체육교사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운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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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게 되었다.

거기서 구성이 돼서 그 학생들이 3학년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배도 나가고 교육장배도 

나가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물론 대회출전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 유대감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 수기 공모전” 이런 것들 내에서도 또 당선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통해서 파생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이들이 만족감을 얻었고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제가 홍보나온 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체육부 에체능부에서 포스터를 붙여줬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

던거죠. 평소에도 다른 것들을 지원해봤냐? 했더니 다른 거는 지원안해봤는데 체육이니까 거기는 지원

해봣다는거에요. 근데 작품을 냈는데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전국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거죠. 이제. 장

관상을 받았어요. 교육부장관상. 그래서 학교에서 칭찬해주고 그런 게 또 수업 참여에 또 적극성을 

뛰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특히, 황교사의 경우에 여학생들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

해주고 있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교내 대회, 경기도 대회, 전국 대회에 대

표로 출전하고, 다양한 향유 방식을 통해 농구를 체험했던 여학생에게 스포츠클

럽 수기 공모전에 참가하여 본인들의 운동체험을 글로 쓰게 하기도 하였다. 또

한, 체육수업시간에 그림 그리는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꺠달

은 여학생은 학교에서 홍보한 자료를 직접 보고 대회에 참가하여 장관상을 받

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은 여학생들의 향유체험을 깊은 수준에서 즐

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

동을 단순히 즐기는 수준으로 향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운동이 주는 의미

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와 관련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

로 여학생들의 인식과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다) 평가 : 부모와 연계된 평가

앞서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대부분이 부모가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어 자녀의 운동향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

음을 밝혔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녀의 운

동향유를 저해하고 가로막는 요인임을 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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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더라고. 왜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들이 진짜 얘는 보기

에도 체육이 진로야. 근데 부모님들이 안 시켜. 지금의 체육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진로도 바뀌어

있거든요. 어우 선호도 1위야. 건강쪽은. 직업비전도. 근데도 몰라. 못하게 한다니까.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물론, 이러한 현상을 단지 부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회문화적으로

입시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운동을 위한 시간 투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운동이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결국, 부모가 인식하는 운동에 대한 가치는 자녀의 운동향유 체험으로 반

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

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류교사의 수업

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운동에 대한 인식을 긍정

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의 운동향유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부모님들한테 예전에 계단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

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부모님들 의견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저는 광고 활용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광고에 무뚝뚝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대화도 없었는데 

광고 3년 하면서 여기에 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거 하는 게 있길래 고거로 그대로 이렇게 사

진을 따서 옆에다가 똑같이 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한테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십사 해서 유

<그림 58> 류교사가 제작한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기 위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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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받아보기도 하고.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입시라는 제도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전의 자신들의 부정적인

경험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류교사는 현재 여학생들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를 부모들이 알게 하여 부모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의 자녀들이 체육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너무 잘 되어 있던 거 제가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유인물로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아이고 우리 딸 너무나 고생한다.” “앞으로도 너의 노력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빛을 바랄거다.”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의 메시지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받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땀 흘렸는데 애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라고 했어

요. 활동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의 느낌 받아보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해봤어요. 뭐 이를 테면 

치어리딩이나 이런 거 할 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들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음악줄넘기 할때

에는 부모님한테 음악 추천받기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악으로 우리 음악줄넘기로 만들어보기 

이런식으로 해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연결을 짓게끔 그래서 너희들 하는 거 부모님한테 가서 알려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1021-2차)

또한, 교사가 부모와 여학생들을 운동을 통해 소통하고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서로의 이해를 돕는 상호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

녀의 운동체험을 격려하는 메시지는 여학생의 향유체험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4) 환경/문화 요인 : 지속적인 예산지원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보다 심화시키는 데에는 단위학교 수준에서부터 교육

청, 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론, 예산확보의 노력은 여학생들에게 운동향유를 시작하고, 보다 폭넓게 향유

하도록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지원이 지

속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를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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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관심 예산 같은 

거 만약에 100만원을 줬다면 지금은 많이 축소된 것 같거든요. 그게 지속됐던 사업도 없어진 거로 알

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한 문체부에서 했는지 교육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여학생체육활성화에 목표지 않을까 그게 좀 부

족한 것 같아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예산은 내려다주죠. 근데 한 학교에 한 번 이게 돌아가면서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조금은 변화가 

되어야할 것 같아. 왜냐면 여러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하는 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1년 같고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

거든. 지속력을 가지려면 그러면은 뭐 조금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참여는 연타 2번 해보니까 훨

씬 더 나은 거같기도 해요.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특히 면담내용과 같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시간이 지날

수록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확보되어 있는 예산조차도 연마다 학교를

달리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결과

적으로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단기적이

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얻게 되면서, 여학생이 평생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어렵게 만든다.

유교사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강사를 지원받아 여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보다

다양화하였으며, 교육청에서 공고되는 다양한 체육관련 사업들을 신청하는 노력

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역 구청의 예산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제 일반역량 강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학교는 체육 쪽에 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역 구청

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 쪽으로도 배정한 거죠. 연구과에서 돈이 남는다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 

줘” 그랬지 뭐.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쓰는 시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우리 지금 대학교 멘토 쓰잖아요. 우리 지금 멘토 선생님이 한 번은 교육봉사 활동으로 30시간 잡아



- 217 -

주는 거로 하는거고. 멘토 선생님은 지금 1시간당 ○만원씩 주거든 남구청에서 각 구청마다 돈을 준

단말이에요. 그거 다 애들 수업 공부하는 애들한테만 쓰잖아. 우리는 입시체육으로 예산 지원 받았거

든.

확보된 예산들을 통해 사랑여고는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위한 체육환경 및

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체육분야를 진로로 설정한 여학생들에게는 멘

토 교사를 지원하여 본인의 진로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

한 스포츠클럽 개설, 체육수업과 연계한 스포츠클럽 대회 등을 유치하면서 여학

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폭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지속

적인 예산 지원 및 확보는 여학생의 향유체험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었으며, 이러한 향유체험의 질은 궁극적으로 여학생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

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여학생의 운동 소양 증진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 방식과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인 ‘운동소양’(운동향유

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

하는 방안으로는 운동을 ‘높게 보기’, ‘넓게 보기’, ‘길게 보기’, ‘깊게 보기’로 제

<그림 59> 여학생의 운동소양을 증진시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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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운동향유의 주체적 체험 증대’, ‘사

회적 관계를 통한 향유체험 확장’, ‘삶과 연계된 향유체험 제공’, ‘향유체험 간

연결성 강화’, ‘지속적인 향유기회 보장’, ‘향유기회의 다양성 확보’, ‘운동에 대한

서사적 접근 강조’, ‘향유내용의 통합적 연계 노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59>과 같다.

가. 운동소양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원리

<그림 60> 운동소양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원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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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운동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교육적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적 원리를 <그림 60>과 같이 도출하였다.

여학생들이 체험한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들을 탐색하고,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

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서로 연관되고 공통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여 귀납적으로 범주화한 핵심적인 원리이다. 이는 ‘주체성’, ‘공동체성’,

‘맥락성’, ‘연계성’, ‘지속성’, ‘다양성’, ‘서사성’, ‘통합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적 원리가 적용되는 향유대상의 차원에 따라 4가지, ‘향유주체’, ‘향유체험’, ‘향

유기회’, ‘향유내용’으로 분류하였다.

   1) 주체성 : 운동향유의 주체적 체험 증대

주체성이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는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체험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수용적인 체험이나 타인에 따른 수동적인 체

험은 학습자의 향유를 위한 동기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딜타이가 말한대

로, 향유체험은 향유자의 주체적인 내적 경험을 통한 ‘온전한 체험’을 통해 구현

되어야 한다(권선영, 2017).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운동체험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했을 때 진정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 물론, 교사와

동료에 따른 타의적인 운동체험도 존재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주체적이지 못한

향유체험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다. 하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체험하는

향유방식은 여학생들의 성향과 적합한 방식으로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일구어낸 자기주도적인 체험은 여학생들의 자신감과 성

취감을 높여주기도 하였다. 이런한 맥락에서 주체성의 원리는 학습자 개인의 맞

춤형 학습을 강조하는 개별화 학습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며, 선택의 존중과 그

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원리와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2) 공동체성 : 사회적 관계를 통한 향유체험 확장

공동체성이란,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그들의 향유체험을 함

께 공유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이 의미있고 깊어진다는 말이다. 동

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에게는 운동체험을 함께 공유함

으로써 운동향유를 체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향유를 공유하는 운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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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운동에 관한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하며 학습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넘어 체험을 통한 긍정적 정서와 운동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는 것은 여

학생들의 운동체험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동료들

과 함께 힘을 모아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팀스포츠의 협력적 상황은 자신과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을 위한 배려가 운동에 담긴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대부분도 자신들의 운동체험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

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타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은 여학생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고도 중

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감도 부족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

유자였던 여학생이 당당하고 자기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

며 자신의 본보기를 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향유체험

공유는 함께함으로써 느끼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으로 서로를 통한 배움으로 확

장되어야 한다.

3) 맥락성 : 삶과 연계된 향유체험 제공

맥락성이란, 평생동안 운동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학생의 운동체험이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학생들의 운동소양을 증진시키는 데에 핵심

은 ‘온 마을’에 있다. 즉, 개인의 상황과 환경적인 맥락을 고려한 총체적인 관점

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운동소양 함양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학생들

이 일상의 삶으로 내던져졌을 때, 삶의 맥락에서 자신의 향유력을 어떻게 발휘

해야하는 지를 알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잠재력 구현은 여학생들에게 다양

한 환경적 맥락에 노출시킬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 참여 교사인

배교사가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의 실제적 삶과 탈맥락적인 운동체험은 운동소양

함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 개개인의 상황을 고

려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제공이 필요하다(Green & 

Whitehead, 2018).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총체적으로 연결된 맥락적

구조 안에서 여학생들의 운동체험이 향유될 수 있어야한다(Castell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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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성 : 향유체험 간 연결성 강화

연계성이란, 여학생들이 체험하는 다양한 운동향유 체험 간에 연계가 필요함

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맥락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맥락성

이 여학생들의 운동체험을 실제적 삶과 관련짓는 것이라면, 연계성은 다양한 상

황 속에서 향유하는 여학생들의 운동체험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체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궁극적

으로는 두 가지 원리는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향유하는 실제적인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서 동일한 의미로서

파악될 수 있다. 정규시간과 정규 외 시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체험들이

서로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체험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체

육수업을 통한 배움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 일상을 통한 독립성으로 변화시켜주

는 것이다(이옥선, 전세명, 2012). 또한, 다양한 향유방식의 체험 간에 연계가 중

요하다. ‘하기’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의 운동체험은 여학생들에

게 보다 폭넓은 향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여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인식

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을 맺는 여러 가능성

들을 새롭게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

5) 지속성 : 지속적인 향유 기회의 보장

지속성이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체육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

인 신체활동 추구를 목표로 한다. 평생체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성인기

이후 학습자들의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운동향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는 학령기에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내면화하도록 해야한다.

운동향유력의 내면화는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운동향유 체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학생들은 상위학교

로 올라갈수록 운동참여율이 감소하였으며(김경숙, 김종호, 안혜임, 2016), 중학

교 이후 운동체험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중학교 3년 내

내 농구를 즐겼던 여학생들은 진급한 고등학교 내 농구부가 없어 농구를 더 이

상 즐길 수 없었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이와 같이,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운동향유 체험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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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체험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함양하기 위해

서는 운동향유 체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학년 간

향유체험의 연결과 학교급 간 향유체험의 연계가 가능한 교육적 조처들이 이루

어져야 한다.

6) 다양성 : 향유기회의 다양성 확보

다양성이란, 여학생들에게 여러 방식의 운동향유 체험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운동향유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체험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식들을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다양한 향유체험 기회를

통해 여학생들은 개인마다 고유한 본인들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하기를 통한 운동체험 기회들이 주로 제공되는데,

하기뿐만 아니라 쓰기, 그리기,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기회를 바탕으로

모든 여학생들의 향유체험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의 잠재

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면, 본인의 능력을 발전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게 된다.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정과 외 활동, 교실뿐만 아니라

자투리 공간까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는 향유체험은

여학생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운동향유 기회의 다양성 확보는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 경로를 확장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여학생들의 운동소양 함

양 가능성을 높여준다.

7) 서사성 : 운동에 대한 서사적 접근 강화

서사성이란, 여학생들에게 운동에 담긴 서사적 차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운

동향유체험의 깊이를 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에 관한 서사적 차원은

운동에 담겨진 ‘이야기를 통한 앎’을 의미한다(Estates & Mechikoff, 1999). 이는

운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서사적으로 풀이해 놓은 체육적인 앎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운동에 관한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종교 등이 있다. 서사적

차원은 신체적 감각, 정서적 감정, 맥락적 체험 등에 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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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Charles, 2002). 최의창(2005)은 우리가 하고 있는 체

육활동에는 기존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측면 이외에 감성과 서사가 넓고 깊게

퍼져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운동에 담겨진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임을 상

기시킨다. 이러한 측면이 우리의 감성과 정서, 통찰과 직관과 관여되어 내면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줌으로써 개인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준다는 것

이다. 이는 그동안 체육활동의 체험이 ‘하는 것’에만 한정시켜 운동에 관한 서사

적 차원을 충분히 맛보게 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것’외

에 읽고, 쓰고, 듣고, 보는 등 다양한 체험방식을 통해 스포츠의 보다 깊고 넓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의창, 2001).

 8) 통합성 : 향유내용의 통합적 연계 노력

통합성이란,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은 여학생의 전인적 측면인 신체적 · 인

지적 · 정의적 영역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전인교

육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전인교육이란 “학습자가 인간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며, ‘온전한 모습’이란 ‘지정의’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이홍우. 1996; Nussbaum, 1997). 최의창(2018)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차원을 5가지로 구분하는데,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이 그것이

다. 사람의 이전 경험, 잠재력, 재능, 소질 등에 따라 각각의 차원이 드러나는

정도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차원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원이 강하게 드러나도 다른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

이나 특성, 능력에 따라 강한 면모를 보이는 차원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차

원들과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주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차원들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서사적인 차원이 관여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들 간의 통합(체육영역 간 통합)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하고, 다른 교과와의 융합(교과 간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나. 운동을 높게 보기 : 신체를 넘어 총체로

1) 운동향유의 주체적 체험 증대



- 224 -

가) 다양한 시작점 마련

연구자 : 사실 요새 문제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안한다” 라는 게 문제거든. 예진이도 체육수업시간 

외에는 운동을 안 하잖아. 그런 친구들이 운동을 잘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할까?

이예진 :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연구자 : 예원이는 어떻게 좀 해주면 재미를 느낄 것 같아.

이예진 :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고 사람이 각각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운동도 다 다르고, 맞는 운동을 찾아야 재미를 느낄 거 같은데.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모든 개인은 자신의 흥미, 특성, 능력, 경험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

이며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학생들도 저마다 흥미나 관심을 느끼는 영역이 다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능력들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

해서는 각자가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주는 것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주어, 운동

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작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은 운동을 ‘하기 방식’

으로 즐기는 것에 초점이 두고, 여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하기 중심의 일차원적인 대안은 운동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가진 여학생들에게 그다지 특효약이 되어주지 못했다. 운동을 잘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부족한 여학생에게 이미 ‘하기’ 라는

운동은 하기 싫은 운동일 뿐이다. 이러한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기’라는 방식에서 비

롯된 것인데, 다시 ‘하기’라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든지, 방식은 뭐 제 욕심이긴 한데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초중고를 다

니면서 최소한 1번 이상은 어떤 형태이든 하기 형태이든, 보기 형태이든 체육이나 스포츠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면 그게 평생 즐길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경험을 시켜주기 위한 좋은 방

법은 이런 수업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나?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동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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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교사들은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도록 하기 위해, 하기 외의 다양한 향유 방식들도 함께 제공해주어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기로 향유하는 방식은

운동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들 중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고 대각선, 곡선, 직선, 브이자 이런 여러 형태로 선을 긋고 이런 줄을 이용해

서 자기가 경험했던 스포츠활동이나 수업이나 기억에 남는 것을 이것을 활용해서 그려보고 어떤 활동

했는데 작성하자 이게 활동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하

는 것을 봤는데 이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해주는 것은 여

학생이 운동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을 마련해준다. 모든 개인마다 맞는 다

양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에게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체육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하기와 더불어

하기 외의 향유 방식들을 제공해주어,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 또는 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언제든지 운동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끔하여야 한다. 즉,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를 시작하도록 하는 청신호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림을 잘그리는 친구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내가 줄넘기수업 마치고 농구수업을 할 건데 농구 수업 

때 이론적인 거를 내용을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요즘에 크로커 만화가 애들이 많이 본 거 같으니까 

슬램덩크는 오래됐고 그래서 크로커에 나오는 캐릭터로 선생님이 이론 수업 때 좀 설명을 하고 싶다.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캐릭터를 10-15CM 되게끔 그려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에요. 너무 좋고 크로커 농구 만화도 자기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좋다. 한 일주일 안 결려

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거를 다른 학급에 활용을 했죠.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는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줌으로써 더욱 증진될 수 있게 된다. 여학생들은 운동이란 영역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며, 그것을 발현함으로써 긍정적

인 운동체험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자신감과 유능감이 형성되고,

외적으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운동 향유력이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게 된다.

이제 다른 체육부 에체능부에서 포스터를 붙여줬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거죠. 평소에도 다른 것들

을 지원해봤냐? 했더니 다른 거는 지원 안 해봤는데 체육이니까 거기는 지원해봤다는 거에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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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냈는데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전국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거죠. 이제. 장관상을 받았어요. 교

육부장관상. 그래서 학교에서 칭찬해주고 그런 게 수업 참여에 적극성을 뛰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이렇게 형성된 운동향유력은 여학생들의 삶의 맥락 내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체육교육의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평생 동

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석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학

생들의 관심과 능력에 적합한 운동향유 방식들을 발견해주는 것에 우선적인 노

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를 제공해주어 궁극적으로 여학생들이 스스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나) 자기주도적인 체험 기회 제공

운동을 향유한다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체험이다. 본인 스스로가 향유를 체험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향유의 시작이 나에게로부터 오던, 외부 대상에 의해

일어나던 상관없이, 향유의 주체는 긍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느끼고 깨닫는 자신

뿐이다. 그동안 여학생들은 운동을 향유하는 주체적 체험보다는 남학생에 의해

소외되는 객체적 경험의 과정을 겪어왔다.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객체적인 경험이 아닌 주체적인 체험의 과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이 운동을 주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진

정한 의미에서의 향유체험이라 말할 수 없다. 체험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남이

되고, 본인은 들러리 신세에서 면치 못하는 것은 향유라고 할 수 없다.

배령미 : 생각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외워 이런 게 싫은거에요.

연구자 : 그런게 싫은 거구나. 쓰기 자체가 싫은 거 보다는.

이승희 : 네.

연구자 : 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이승희 :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좋긴 한데, 지금 수업하는 방식이 너무 외우라고 강요하

는거 같아요.

 (배령미, 이승희, 고운중 학생 면담, 191010-1차)

면담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없이 단지 암

기식으로 외우고 쓰는 활동을 즐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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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싫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

현하는 글쓰기는 본인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방식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일은 결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연구

참여학생들은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결코 부정적

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향유를 체험하도록

하는데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저희가 기본 동작은 몇 가지 쓸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만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

나는 동작도 없고, 어렵게 만들면 못하는 애들도 있고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재밌게 했어요. 수

행평가.

 (배령미, 고운중 학생 면담, 191010-1차)

이예진 : 일단 처음에는 동작을 기본 동작을 4개를 배우고 그거를 조별로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찾

아갈 대상을 정해요. 응원하고 싶은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노래를 먼저 정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안무를 짜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계속 연습을 해서 중간중간 검사받고 애들이랑 

해보고 찾아가서 찍고 인터뷰하고 영상만들고.

연구자 :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기억에 남아

이예진 : 만들고 애들이랑 연습하는 거요. 

연구자 : 만드는 거는? 

이예진 : 안무를 만들고 그거 하기 전까지 계속 연습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 안무 짜고 연습하는 게 제일 즐거웠던 거 같아?

이예진 :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느데 나중에 하고 나서는 되게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이예진,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여학생들의 대부분은 운동향유 체험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어요.”라

고 대답한다. 이예진 학생의 면담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치어리딩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체험은 안무 구성도, 노래 선정도, 응원 대상도 자신들 스스로 해

결해야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학생들은 그러한 과정

이 있었기에 운동을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작품성 있는 산출물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

록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던 과정’이 여학생들에게는 운동을 향유할 수 있었던

‘핵심적 속성’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들이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자기주

도적인 체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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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교사들 대부분이 여학생의 자기주도적 체험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특히, 유교사의 경우에는 워크북을 활용하여 여학생들이 스

스로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활동지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매번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 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황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만큼은 자기 주도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운동향유 체험은 여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운동을 향유하

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이는 성인기 이후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간 운동향유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사회적 관계를 통한 향유체험 확장

가) 역할 모델 탐색의 기회 제공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시작, 촉진, 심화하는 요인들에서 계속해서 언급된 요

인은 바로 “역할 모델”이다. 이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여학생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면서 운동

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본 받으려는 마음으로 운동을 향

유한다. 이렇듯, 여학생들에게 있어 역할 모델은 단순히 운동을 시작하게 해주

는 동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운동향유를 촉진하고, 인식의 변화와 내면의 성

장이라는 의미 있는 체험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체험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다 학년이

함께 섞여 있고 최소 3년간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본보기가 되

어줄 역할 모델과의 조우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연상의 선배 중에서, 다른 학교 또는 학교 급간의 대회나 이벤트 등을 통한 다

른 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과의 MOU를 통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역할 모

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여자체육교사는 여학생들의 역할 모델로서 매우 중요하다. 성인이 되어

서도 꾸준히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유일한 모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체

육교사는 기능적인 수준에서 이미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아 역할모델로 삶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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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부적절하다.

여선생님들이 조금 더 여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만이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기도 이제 동

성이니까 여학생들의 물론 여자 체육 샘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긍정적인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 같

고 성인이 돼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사를 하셨겠지만 반대로는 오히려 여학생들의 어려운 점, 

힘든 점. 뭐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 것들 어려운 점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체육 샘들이 여학생 체육에 대한 수업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더 하

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물론, 남자선생님들도 해야 되는 게 몫이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조금 하면 어떨까?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여자체육교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을 공감하고 이

해해줄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체험의 산증인으로서 보다 즐겁게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주는 것이 여학생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다. 여자체육교사로서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여학생들

에게 큰 공감과 이해를 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운동향유력을 증진하도록 하

기 위해서 여자체육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 3의 인물이 역할모델이 될 수 있겠다. 제 3의 인물로 표현한

것은 여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은 체험 현

장, TV, 인터넷, 만화책 등을 통해서 동경하는 대상을 보며 운동을 향유하고 싶

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추는 이유가 심사위원을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관심을 끌어야지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심사위원하고 관객을 1분 1초라도 더 관심을 끌게 하려고 더 화려한 춤을 출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저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사람 앞에 

나가서 그런 거 잘 못해서 되게 그런 거에 의의를 얻죠.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연구자 : 원래 동호회 있는 줄 알았어? 원래

최수지 : 아니요. 몰랐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너네 방학인데 없지? 와~ 

연구자 : 그럼 결국 동호회 있는 줄 알았고 성인들이 하는 동호회잖아. 그런 거 보면서 느낀 점 없

어?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최수지 : 저랑 조금 키 비슷하신 스파이커분 계셨어요. 근데 되게 잘 때리세요. 나도 저렇게 떄렸으면 

하는 거 그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여학생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춤을 추는 무용수를 바라보며, 성인들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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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향유하는 동호회에 방문하여 나와 비슷한 체격의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어

려운 상황도 이겨내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역할모델로 간주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신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운동향유를 위한 체험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본받을 수 있는 존경할만 한 역할 모델을 발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들이 필요하다. 동호회를 방문하고, 만화책을 읽어

보고, 공연장을 관람하는 등의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접하도

록 함으로써, 여학생들은 본인의 역할 모델을 삼을 만한 주요 타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협력적 분위기 구축

여학생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은 관계지향적인 성향에 있다. 여학

생들은 함께하기 위해 향유하고, 향유하기 위해 함께한다. 여학생들은 누군가와

함께 운동한다는 즐거움,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기쁨 또는 누군

가에게 도움을 받는 감사함을 느끼며 운동을 향유한다. 앞서 말한대로, 여학생

들은 친구들의 권유나 추천을 통해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패별활동을 통해 운동향유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패별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나 소속감을 돈

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체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체육수업을 통해 패별 활동을 구성해주어 패별끼리 친밀하고 돈독한 인

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협력 분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수업

초기에 구성된 패를 기반으로 만들기, 부르기, 그리기 등의 향유방식들을 활용

해서 팀 역할, 팀 노래, 팀 구호, 팀 마스코트 등 다양한 패별 활동을 구성해줌

으로써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애들 관계에서 관계형성을 제일 사실은 관계형성은 잘 안되고 끼리끼리 문화 되고 이러면 체육시간이 

제일 싫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상호 존중해야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둠 처음 할 때도 그 단계부터 제일 먼저 하거든

요. 이거 하기전에 모둠 가꾸기, 모둠 나누기를 먼저해요. 그거는 뭐냐면 모둠을 구성해서 자기네들끼

리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두 시간 정도를 그거는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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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하기, 듣기의 향유 방식 즉, 서로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터를 마련

해주어 여학생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

다. 수업시간에는 이야기 터를 마련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서

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도록 한다. 그런 과정에 게임과 같은 재미 요소들

을 가미하면 여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즐기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SNS나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체험한 내용을 올리고, 친구들의

내용을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주면서 서로의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여학생들의 소통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잘 활용하여 여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을 하나의 공동체

로 이해하고, 동료와의 관계나 선후배로서의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주는 노력

은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력을 키우는 증진 방략이 될 수 있다. 체육교사들은 스

포츠클럽을 개설할 때 최대한 다양한 학년이 적절하게 섞여 충분한 인원이 확

보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분위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관계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도 잘 중재하고 조율해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이 활동들도 여학생들도 여학생들의 운동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적 활동이란, 교사가 학생들

에게 공식적인 활동 연습, 대교 경기, 대회 출전 등과 같은 운동과 관련한 활동

이외의 활동 즉, 영화 관람을 하러 간다던지, 훈련이 끝난 후 단합 대회를 한다

던지 하는 활동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활동은 여학생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향유거리가 되어주면서, 관계의 형성을 촉진시켜주고 운동체험을

더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61> 정직중 배구반 여학생들의 비공식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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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학생의 책임감있고 열심히하는 성향을 고려하여, 일석이조 ·

상부상조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역할을 분배해서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

는 동시에 그것을 타인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면 여학생의 운동

향유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학생과 혼성으로 활동하는 경우, 남학생은 주로 능적인 차원에서 주

도성을 보임으로, 다른 차원의 활동들도 함께 제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을 이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혼성으로 패원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면 하기 방식에서는 남학생이, 다른 방식에서

는 여학생이 이끌어주어 서로의 운동향유력을 증진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관계지향적인 성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활용해 협력

적인 분위기를 구축하고 패별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은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하

는데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본인에 대

한 변화를 이끌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며 본인과 타인의 변화를 동시에 이

끄는 다채롭고 풍부한 운동향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운동을 넓게 보기 : 학교를 넘어 삶으로

1) 삶과 연계된 향유체험 제공

학교 교육에서 삶의 맥락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은 여학생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할뿐더러 성인이 되어 세상과 마주할 때 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

다. 청소년기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 기간으로 학교교육은 이러한 청

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세상과 마주할 때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자신과 타인

을 위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학생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갈

팡질팡한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방황할 수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여학생들이 세상과 마주하여 스스로의 선택의 기로에 섰

을 때 운동을 향유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과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청소년기부터 꾸준하

게 운동향유력을 길러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향유

력은 실제로 발휘되는 상황이 궁긍적으로는 삶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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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학생들이 평생 동안에 운동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삶

의 맥락과 관련짓고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교육의 목표는 청소년기의

운동 향유와 성인기의 운동향유 간의 간극을 메워주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가) 삶의 맥락과 연계한 내용 구성

여학생들이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향유하고 있는 운동체험과 실제 삶의 맥락에서 향유되는 운동체험이 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체육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을 실제 삶의 맥락과 연관 지을 수 있게 하는 가교

적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여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스포츠 체험을 제공

해주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험해볼 수 있는 것

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내용이다. 뉴스포츠나 다른 놀이 방식들이 여학생들에게

단순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것들이라면, 전통적인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

도록 한다.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축구를 일단 저는 전통적인 스포츠 클래식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

게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뉴 스포츠가 아니라 전통적인 클래식 

스포츠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등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는 것으로.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일단 변형 룰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에요. 변형도구, 변형룰을 해서 나중에 애들이 실제로 경기 올림픽 

종목의 경기처럼 한번 경험해보는 것.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전통적인 스포츠가 잘하는 학생들은 늘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늘 못하는 구조를 양산해내서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소

외를 가져온다고 한다(류태호, 이병준, 2006; Solomons, 1980). 그러나 전통적인

스포츠를 성인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

의 변형된 형태로 재구성해서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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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즐기는 방식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운동

을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배교사는 “뉴스포츠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계속 어떻게 새로운 게 나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움만 추구하는 방식은

여학생들의 향유체험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평생체육으로의 운동향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화 현상 속에

서 이루어지는 운동체험을 여학생들이 청소년기 시절부터 향유하는 방법을 터

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 실력만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포츠와 둘러싼 수많은 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제적 삶의

맥락에서 향유되는 전통적 스포츠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운동을 문화로서 바라보고 이를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향유할 수 있

게 되면 여학생들은 운동을 폭넓게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연계될 수 있는 연결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다양한 방식들로 운

동을 체험하며 자신들의 진로와도 연계시킬 수 있게 되면서 자신에게 보다 의

미있는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 걸 알

아줬으면 하는 마음? 예를 들어, 제가 배구를 하잖아요. 전략이나 뭐 이렇게 조금 몸을 관리하는 것

도 있고, 직업을 연결되는 거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운동이라는 게 있으면 운동 선수도 있

긴 한데 운동에서 나 올 수 있는 게 운동 재활 치료, 운동 뭐~ 치료사 그런 것도 있고, 식단 짜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많은데 여기 애들은 딱 운동은 선수만으로 연결 짓는 선입견.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차)

최수지 학생도 운동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면서, 운동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

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운동을 단지 ‘하는 것’ 만으로 생각하고 편협적

으로 바라보는 동료들의 인식을 안타까워 하였다.

배어진 선생님!!!!안녕하세요 저 00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직 수일여중에 계신가요?? 더 일찍 

연락드렸 어야 하는데 이제야 연락드려요 죄송해요ㅜㅜ 졸업하고 선생님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선생

님 수업도 그리 워서 생각 많이 났어요!!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과 수업했던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현재 "00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목표로 공부하

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도 많이 나고 감사드린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서요ㅎㅎ 선생님과 함께

했던 '하나로 수업'에서의 쓰기터 보기 터 하기터 등등의 수업, 체육 수행평가로 한 수많은 글짓기와 

같은 활동들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ㅎ 그 활동들을 할 때에 혼자 고민하

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들이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에 대해 고민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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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 아직 정확한건 아니지만, 스포츠 아나운서를 준비 하고 있구요 그 외에도 스포츠 마케

팅, FIFA, 올림픽 위원회, 문화관광부 등등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로 

즐기면서 하고 싶은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요ㅎㅎ 이런 기쁜 소식을 선생

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입시 준비하면서 조언 받을 일이나 의논 드릴 일있으면 종종 연락

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했던 수업들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잘 아시니까요ㅎㅎ 제가 열

심히 해서 꼭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어진 선생님의 제자가 보낸 메시지, 현지문서)

위의 내용은 실제 배교사의 제자가 졸업 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교사에게

보낸 메시지의 전문이다. 이는 운동을 폭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향유방식을 체험

한 결과 자신의 진로를 체육 분야로 결정한 사례이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체험

은 운동과 관련하여 체험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 지를 인식하게 함으

로써 여학생의 최대 관심사인 진로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향유체험을 통해서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폭넓게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들의 삶의 맥락 즉, 진로와도 연계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나) 지역 사회와 연계한 향유체험의 확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향유

체험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학교 공간에는 모든 여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인력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노

력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다. 또한, 지역사

회에서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며 운동체험을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체험을 향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 사

회라는 실제 삶의 맥락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되면서 성인기의 향유체험

에 적응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

고 있어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 주변을 둘러보아도 성인들의 프로그

램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찾지 못했다.

연구자 : 내가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재밌어

최수지 : 네. 저는 보는 걸 더. 제가 그렇게(추지는 못하니까)

연구자 : 보는 게 더 재밌어? 아까는 하는 게 더 좋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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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 근데 얘는 특별해요. 하고는 싶은데 

연구자 : 하고는 싶은데 내가 좀 안되고

최수지 : 그리고 얘가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찾아보면 다 성인만. 저희. 대회는 되게 많이 나가

요. 저희 또래가 근데 왜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기도 하고.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너무 약해요. 학교도 그렇고, 시민 

체육관 같은 데도 그렇고. 하긴 하는데 뭔가 거기 안에서 하던 사람들끼리만 홍보를 하니까. 저도 막 

찾아보다가 엄마가 헬스 다니려고 동사무소 가니까 거기에 스포츠 댄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성

인반이에요. 못해요.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차)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성인들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 여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개설되기에는 제한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본인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을 다양하게 개설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사회

와 연계하거나 여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방략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학교 밖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하

여 실제 관련 정보들을 익히고 자신이 현재하는 활동이 삶에서 어떤 의미로 이

해되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도록 한다.

이를테면 요즘에 여자들이 진짜 요즘 필라테스가 동네에 생기는 거 보면 얼마나 필레타스가 사람들한

테 관심의 중심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체크해보기.” 했을 때 아 이런 것

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진짜 헬스클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탁구장도 많

고 필라테스는 정말 많고 플라잉 요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은데 주변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지나치

면 저런게 있는지 없는지 저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 

주변에 체육시설 체크해보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해보면 내가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하고 싶은

데 “아 그게 거기 있었지” 그런 것들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역할들은 교사들이 해줘야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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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운동을 직접 향유하고 체험하는

실제 성인들의 모습들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자신의 주변

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실제 성인들

이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자신들의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지를 체험해봄으로써

실제 삶의 맥락에서의 운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야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성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아 본인의 운동향유를 보다 의미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학생들의 지역사회의 운동체험을 성인기와의 유사한 형태로 미리 맛보도록

하는 지역마을 공동체를 개설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학교급의 기준

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멘토가 되어 후배들

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여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활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식도 또 다른 방

안이다. 여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기회가 없다면 반대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인

력풀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주어 서로 협력적인 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에서 강사 코치를 지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의 연

대를 형성하고,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에 학부모의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법

이 있다.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운동을 어떻게 즐기고 체험하는 지를 알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향유체험 간 연결성 강화

가) 체육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 노력

위에서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자유학기제, 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

램을 통해서 여학생들에게 운동 체험의 다양한 향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교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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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를 주는 경우는 리그전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같아. 반에 우리도 그전에

는 그렇게 했던 방법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치어를 

배웠어. 그럼 치어를 반 경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치어 경기를 하는 거지 반 아이들 전체가 참여해

서.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 핸드볼을 전 후반으로 넣는다. 농구를 전 후반으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 아이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신현같은 경우는 배구를 그렇게 만들었더라

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줄넘기 하는 애들도 있고.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교육과정과 연결되서 채택을 해야겠지 여기에 있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업시간에 

이뤄졌던 것을 갖고 했던 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핸드볼을 가지고 스포츠클럽 연결되어 있고 그

리고 이제 피구도 연결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무용하시는 분은 치어 댄스를 계속 담당하시고 뭐 이

런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거지. 여기는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식으로.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이러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편성과 운영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학생들은 그동안 피상적인 수준에서 다

양한 활동들을 접하고 배워왔으나, 실제로 배운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지 않았다. 수업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활동들은 수행평가가 끝나는 것으로 마

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운동향유 체험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을 띄다보

니 의미있고 깊은 수준에서의 향유체험은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배

운 내용을 보다 심화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향유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학생들의 향유체험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체육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스포츠클럽에 활용하여 보다 운동체험을 심

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하는 의무적인 활동이 아님으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자율 동아

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체육수업과 연계를 통해 여학생들이 수

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유지, 발전,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의 체험이 깊이있고 의미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에도 농구 자체가 좋아서 왔거든요. 수업방식도 있었지만 하는 

것을 좀 더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신청한거지. 근데 와서 여러 가지 방과후 안에서도 

같이 이제 만화책도 저는 이제 방과후도 그런 식으로 스포츠클럽도 인문적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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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 않았나.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게임 차원에서의 연계를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의 체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운동을 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두

지 않고, 운동에 관한 다양한 차원들을 맛보는 향유 체험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황교사의 경우처럼,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스포츠클럽 시간에도

운동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접목시켜 진행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나) 학교 밖 프로그램 간 연계 노력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은 자신들의 삶의 맥락과 연관되어 강화될 때 더욱 증

진될 수 있다.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 삶의 공간 안에서 발현될 때 향유력의 크기는 커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위한 다양한 기

회들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운동향유

력을 증진하는 방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 ○○도교육청 중·고 스

포츠클럽 배구 대잔치는 여중부만 해도 20개 팀이 넘게 참여한 대회이다. 기존

에는 예선을 치루고 상위 2팀 정도가 본선에 진출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

식이 주를 이루었다. 예선에서 3, 4위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학교는 더 이상

운동 향유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는 운동

향유 체험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떨어지는 팀이 없는 리그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있었다.

떨어지는 팀은 없습니다. 모든 팀이 본선에 올라갑니다.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4부리그와 같이 

각 조의 동 순위 간 모여서 8월 24일 남중부 본선, 8월 31일 여중부 본선, 9월 7일 고등부 본선이 

진행됩니다. 단 한 학교의 배구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정직 선생님, 정직중 교사 면담, 191020-1차)

예선전에서 4개 팀 5개조로 진행하며 각 조에서 순위순대로 1부 리그에서 4

부 리그까지 본선이 진행되도록 운영하였다. 1위 팀은 1위 팀끼리, 4위 팀은 4

위 팀끼리 본선 조를 이루어 또 다시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직중 여학생들

은 예선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3부 리그 본선에서 1위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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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위를 차지했을 때에는 즐거움보다는 아쉬움이 컸으나,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한 달간

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3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

도 교육청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운동향유를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

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토너먼트 식의 일회적

인 성격으로 단절되었던 운동향유의 체험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 수기 공모전, 전국체육대회 미술 공모전 등과 같은

대회들은 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서 향유했던 하기 체험과 연계되어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

의 향유 체험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

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의 수준을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 운동을 길게 보기 : 현재를 넘어 미래로

1) 지속적인 향유기회 보장

체육교육의 목적은 여학생들이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여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향유하도록 함으로

써 자신의 신체적 · 인지적 · 정신적 건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

찰하고, 삶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이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운동을 진정으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육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체육교육이 운동과 향유 그리고 운동과 삶이라는 간극을 메워

줄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가) 미래 향유에 대한 기대

연구자 : 농구는 계속 하고 있어

이다해 : 학교에서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이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운동도 안하는데. 학교에서 춤추

는 거 시킨대요. 여고 갔거든요. 이 언니. 체육시간에 춤추는 거 시키는데 언니는 춤이랑 절

대 안 어울리게 생겼거든요. 빡시다고. 저번에 와서 농구하고 갔어요. 방학하기 전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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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는 어디에 지망하든 목동으로 갈 것이다. 라면서. 저는 여고는 나쁘지는 않는데 운동

을 잘 안 시켜준대요. 아무래도 여고라서. 

연구자 : 농구도 못하는거네? 지금

이다해 : 언니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아마 시간이 없을 테니까. 학교에서 안 시켜주니

짊누자 : 그런 거 보면 느낀 점 있어? 언니가 고등학교 갔는데 잘했던 농구가 안하고 댄스하고 막 

이다해 : 되게 걱정이 돼요. 저는 지금 좋아하는 게 언제까지 갈까? 어른 돼서는 못하지 않을까 싶기

도 하고. 고등학교 때 까지도 간신히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이다해, 소망여중 학생 면담, 190808-1차)

운동을 향유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운동을 향유해오던 여학생들

조차도 상급학교로 진학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

마다 다르겠으나 연구참여학생 중 고등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일수록 체육수업시

간 이외에는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었다.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이다해 학생의 면담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운동을 함께 향유했고 자신이 본받고 싶어 했던 선배언니조차도 고등학교에 올

라가서 운동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벌써부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걱정이 이

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투영시켜봄으로써 본인의 미래를 예상

해볼 수 있다. 이다해 학생과 같이, 운동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심지

어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자신의 긍정

적인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향유체험에 대한 긍

정적 기대는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여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운

동향유를 지속하고 있는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여중생

들에게는 자신들이 곧 진학할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미래의 본보기

가 되어줄 수 있다.

사실 가까운 것도 있고 얘네 학교도 잘해요. 잘하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팀이랑 하려고 하는 것도 있

고. 그리고 전에는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하는 것도 있고, 신명여고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우리학교 

졸업생도 많이 가서 있거든요. 아직 티볼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작년, 제 작년 전국대회 우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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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애들이에요. 애들이 연락도 하고 관심 있는 애들은.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멀어 보이거나 이런 

애들한테는 안하는데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애들한테는 애들이 되게 관심도 많이 갖고.

(한소망 선생님, 소망여중 교사 면담, 190905-1차)

소망중학교 티볼 스포츠클럽 여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와 연습 겸 친

선 경기를 자주 가졌다. 그 고등학교에는 중학교 시절 소망중학교에서 티볼 스

포츠클럽에 참가했던 출신의 졸업생들도 많이 있었다. 여중생들은 여고생 학생

들을 보며 자신들의 본보기로 삼아 모르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도 하였다. 이렇

게 운동을 향유하는 과정 속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중생들은 운동을

향유하는 여고생을 보면서 본인들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계신데 보통 여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너

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되야겠다 생각했어요. 동호회 갔는데 저희

랑 여기랑 연습하는 방법을 봤잖아요. 연습방법 보니까 언더 올려주고 캐치하고 공격하고 이거더라고

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서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니까 더 뛰어서 운동이 된다고 그래

야 되나? 

(최수지, 정직중 학생 면담, 191007-2)

또한, 상급학교를 넘어서 여학생들에게 성인 동호회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러한 체험은 여학생들에게 성인들도 꾸준히 모여서 운동을 향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해 본인들도 성인이 된 이후에 운동을 지속

적으로 향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특히, 자신과 동성인 여성들

의 운동향유 체험은 여학생들에게 더욱 귀감이 되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

생 동안의 운동향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동호회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는 생활체육 대회 현장을 체험

하는 것도 여학생들이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들도 스포츠클럽 대회를 치루면서 느꼈던 운동체험을 성인들의 체

험에서 공감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운동을 향유하는 성인들을 보면

서 자신의 체험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

이준혜 : 어른 되서 애들이랑 하기로 했어요. 배구단 만들기로 했어요. 

연구자 : 갔다와서 얘기를 해줬어?

이준혜 : 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가보면 재미있다고 애들한테 그랬죠. 그러면서 애들하고 그냥 얘기했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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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커가진고 배구단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준혜, 정직중 학생 면담, 190725-1)

이러한 체험은 여학생들에게 현재의 운동체험을 평생의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들의 성인기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겠다

는 다짐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체육 대회의 참여나 동호회 방문은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와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여학생들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어른들의 운동향유 장면을 자신에게 투영시켜 미래에 자신의 모습을 마음

속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미래에도 운동을 지속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향유 의지를 다른 동료들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일을 해내

고 있는 선배나 성인들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운동향유가 꾸준히 지속가능하

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그들로부터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나) 향유의 지속을 위한 학교급 간의 경계 지우기

여학생들의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통해 미

래를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여학생들의 운동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입시의 문제일 가능성

이 크다.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진학한 학교에 자신이 즐기고 싶

은 운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주체적인 성향

의 아이들을 자신이 리더를 자처하고 새롭게 운동부를 구성하여 운동향유를 지

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원하는 부서를 만들

기보다는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범위 내에서 선택하거

나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로

진학 시에 운동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방안 중 하나는 ○○도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서 살펴볼 수 있다. 꿈의 학교는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마을 공동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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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학교급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게 만든 지역 공동체이다. 이

는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간의 차이를 메꿔주는 연결고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참여하여 향유체험의 단절없이 꾸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진로에 특화되어 구성된 프로그램이지만,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지속을 위

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한다면, 여학생들은 운동향유 체험의 끊김없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졸업

생으로서 후배를 가르치며 운동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동안 순환되고

연계되는 지속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운동을 단지 하기로서 향유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 예를 들어, 스포츠 디자인, 스포츠 문학, 스포츠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개설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동체에 들어가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운동을 보다 깊이있는 수준

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은 여학생들에게

학교급과 상관없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향유기회의 다양성 확보

가) 다양한 향유기회 제공

여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본 연구에

서도 여학생들은 하기뿐만 아니라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등의 방식으로 여학

생들은 다양하게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단일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여학

생도 있으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결지어 운동

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들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에게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중요한 공간이다. 체육교사들은 여학생들이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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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대회 등을 열어주는 방안이 있겠다.

어떤 체육수업 이외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까지는 여학생들 

스포츠클럽 대회가 없었대요. 여기에. (교내대회) 그래서 남학생들 축구하는 것만 여학생들이 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학생들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에요. 피구시합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수컵이에요. 남학생은 축구하고 여학생들은 전년도에 우리도 

하고 싶어요 해서 설문한게 있더라고요. 1위가 피구였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선호가 가장 많았던 피

구를 올해 점심시간에 했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와서 하는 게 싶지 않은데 여

학생들이 단 한명도 빠지지 않고 와서 시합을 하고 여학생들이 막 나중에 무릎팍이 남아나나 싶을 

정도로 부딪혔는데도 보통 경우 난리치는 애들이 시합할 때는 막 무릎을 비벼가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다쳤으니까 나 시합 안할래” 이런 애들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류믿음 선생님, 믿음고 교사 면담, 190821-1차)

체육수업 외에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제공은 여학생들의 운

동향유력을 발현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운동향유력을 더욱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여학생들은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 운동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체육교사는 여

학생들의 재능 발현의 기회를 다양하게 자주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여학생

들은 ‘경쟁’이란 속성에 자극을 받고, 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 쉬는 시간과 상관없이 체육수업 외의 다양한 운동향유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탐색은 애들한테 체육 관련된 직업관련해서 조사해오라고 해요. 자료만 찾아오는 거에요. 수업시

간 전에. 그러면 수업시간에 A4용지 나눠주고, 색채도구로 자료를 꾸미는 거에요. 그것도 자유학기제 

때. 그 다음에는 조 별로 모여서 선택을 해서 뭐 올림픽 마스코트 만들기. 이런 것도 조별로 해가지

고, 스포츠 마케팅 쪽 해가지고 애들 올림픽이나 캐릭터 만들기 아니면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를 새

로 만들어서 그런 거 스포츠 매장 모형 만들어 놓고. 

(한소망 선생님, 소망여중 교사 면담, 190905-1차)

그때 우먼 스포츠반이라고 해가지고 철산중에 있을 때 했던 건데, 그때 바로 어떤 종목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뉴스포츠를 좀 적용을 해서 넷볼하고 킨볼 그 다음에 그 외에 스포츠 용품 디자인 이제 여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좋아하니까, 스포츠 아나운서 그 다음에 진로하고 약간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

런 부분들을 이제 기사쓰기 이런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좀 여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요소

들을 좀 넣구요. 지금 축구 유니폼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기도 넣고 그런 것들을 넣었었죠.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19905-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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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유학기제

가 도입되어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러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운동에 체험하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운동이란 체험과 다양한 직업 분야들

이 유사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탐색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문학 작품 대회를 열어주는 방식도 있겠다. 스포츠클럽 대

회나 체육대회처럼 하기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하기 외의 방

식들 시화 그리기, 포스터 그리기, 독후감 쓰기 등과 같이 스포츠를 문학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운동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갖도록 해줄 수

있다.

나) 운동향유를 위한 체육교육 환경 구축

유교사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개방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짜투리 공간을 마련하여 헬스 기구와 자전거 기구 등을 설치해 놓았다.

이를 “건강존”으로 활용했다. 여학생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운동을 즐길 수 있

도록 최적의 환경을 구성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 애들이 좀 많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는 거는 좋은 거 같애. 지

금 흡연 예방 그거하고 이게 50만원씩 매년 내려오더라고요. 보건 샘하고 얘기해서 체육관 앞에 좌식 

자전거 그거 2대 넣었어요. 그리고 올해 건강 존에서 온 예산으로 그 밑에 층에 또 2대 넣을 꺼거든

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헬스도 하고 체육관 들어와서 배드민턴 이 공간을 

주는거지. 그대신 정리정돈은 자기네가 하게끔. 좋은 거 같애. 그런 거는 계속 여기는 부담은 없는 것 

같아. 애들이 와서 다 사용해요.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여러 공간을 활용해 구축해놓은 운동기구들은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 점심 시

간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특히, 실내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서 여학생들은 전혀 부담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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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교사는 “쉬리” (쉬는 시간 리그)를 만들어서 남녀할 것 없이 팀을

구성하여 쉬는 시간 리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체육수업이

끝난 학급과 새로 체육수업을 시작하는 학급의 팀이 만나서 21점 단세트로 진

행되는 리그이다. 교사는 심판을 봐주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 마다 체육관에 와

서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쉬리라고 쉬는 시간 리그.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서 배구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어서 

어지럽기도 하고 애들이 좀더 즐길 수 있게끔 내가 심판 봐주고 애들 보러 팀을 짜서 와라. 그래서 

팉 짜서 오면 애들끼리 리그로 만들어서 쉬는 시간마다 배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 수업끝난 반

하고 수업시작하는 반으로 꿀잼이지. 21점 한세트! 애들 쉬는 시간 종만 치면 우르륵 뛰어와서 자기

들 게임하려고 난리들이야. 그대신 끝나고 정리하는 것은 애들이 할 수 있게끔.

(조정직 선생님, 정직중 교사 면담, 191020-1차)

또한, 다양한 방식의 향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갤러리와 도서관, 전시물, 체육

일언 게시판 등을 구성해놓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여학생들이 언

제든지 거닐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향유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다. 특

히,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그린 작품 등을 전시해놓으면 여학생들은 자신의 작

품이 전시된 것을 보며 뿌듯해하기도 하고, 인정받은 느낌을 받아 운동을 향유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2> 유교사가 구축해놓은 체육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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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동을 깊게 보기 : 즐거움을 넘어 가치로

1) 운동에 대한 서사적 접근 강화

가) 인문적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듯,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의 질은 교사의

운동향유의 질을 넘지 못한다. 여학생들이 운동의 서사적 차원을 맛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사적 차원을 통해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미 서사적 차원을 향유하고 있어야 하고 운동의 의미

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하나로 수업 연구회라고 그 연구회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인문적 체육교육 철학을 가진 선생님들끼리 

그런 철학을 녹여낼 수 있는 수업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설계해가는 과정인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제가 좀 인문적 체육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물론 

뭐 운동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 독서활동도 했던 것 같고, 영화 같은 것도 찾아서 보고, 

연극도 보고 그런 이제 저 스스로가 인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거 같아요.

(황고운 선생님, 고운중 교사 면담, 90905-1차)

황교사는 스스로 운동의 서사적 차원을 향유하는 교사로서, 스스로 인문적 체

육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개인적 수준에서

는 독서활동, 연극보기, 영화보기 등 운동의 문화·예술적인 측면들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삶 또한 인문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었

다. 특히, 인문적 철학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전문적 학

습 공동체에 참여하며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찾도록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인문적 체육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실천과 깨달음은 인문적 체육에 대한 확

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운동에 대한 서사적 차원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발달과 전인으로서의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었다. 이러한 믿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운동체험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로서 향유되도록 하는 가르침을 일관되게 해주었다. 즉, 교사

의 신념과 실천이 일치되는 솔선수범은 학생들이 운동의 서사적 차원을 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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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운동의 서사적 차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

로가 먼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과 투철한 의식으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

할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이 운동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체육교사들은 운동향유력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운동에 담긴 감정과 의미 전달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러나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사적인 체

험은 바로 개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란 특정 상황이나 사건의 시간적인 전개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서

술해나가는 것으로(최의창, 2010), 운동에 대한 서사적인 체험은 결국 운동체험

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 등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

정으로 전개해놓은 이야기이다. 이는 우리의 감성과 정서, 통찰과 직관과 관여

되어 내면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줌으로써 개인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

시켜주는 체험이라 할 수 있다(최의창, 2005).

따라서, 여학생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운동에 대한 인식 지평을 확장시

켜 주기 위해서는 서사적인 차원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운동

에 대한 통념적인 인식은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

로 간주됨으로, 이러한 고정화된 인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서사적인 내용이 핵심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여학생들이 운동의 서사적인 차원을 체험하면서 운동

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운동이 하는 것만

이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은 여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주요 요인이었다. 운동

을 바라보는 협소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운동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을 체험하는 다양한 방식

들이 관여하는 문화로서의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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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시작으로 해서 축구에 관한 축구문화 예를 들어서 축구 관련된 그림, 펠레의 그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는 축구와 관련된 어떤 시인이 썼던 시들, 글들을 통해서 축구를 축구라는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아 이게 축구가 하나의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구나. 문

화는 내 삶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축구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운동을 보다 넓은 의미로서 받아드려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을 발견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운동이 포괄적인 문화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문화는 삶의 양식이며, 삶의 양식은 여학생들의 삶에 깊이있게

침투되어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운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본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

록 하는 심성적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한다. 즉, 운동체험

을 통해 삶의 지혜를 깨닫고, 본인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일은 서사적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도, 간접적인 체험

을 통해 미리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해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의 간극이 최소로 줄어들 때 여학생들은 운동을 통한 좋

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향유 내용의 통합적 연계 노력

가) 운동 능지심의 연결고리 강화

조예쁨 학생은 운동보기에서 운동하기로의 연결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연

구참여학생이었다. 평소에 운동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여학생이었지만,

축구선수를 좋아하게 된 계기로 축구를 보는 것을 향유하면서 점차 축구 자체

를 좋아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가 아니더라도, 축구를 즐겨보고 재미있어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축구에 대한

인식변화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축구 운동부가 있는 환경과 맞닿으면서

조예쁨 학생은 축구를 직접 하기 방식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

였다. 점심 시간에 간혹 남자 친구들과 즐겨했던 축구 하기는 결과적으로 축구

부 동아리까지 가입하여 향유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향유방식은 어느 특정한 향유방식에서 체험되더라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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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 연결되고 강화되면서 운동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러한 인식 변화는 다른 향유방식으로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체육교사들은 여학생들이 각자의 관심분야에 맞게 운동향유의 시작점을

제공하여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향유를 촉진하고 강화하

는 노력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의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쓰기나 말하기, 그리기 등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내도록 하는

향유 방식들을 통해 기존의 하기, 읽기나 보기 방식으로 운동을 체험하면서 발

생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연결시켜 향유를 강화시키게 된다. 실제로 표현향유 이

전에 향유를 통해 형성된 감정이나 생각들은 향유의 강도에 따라 그 지속성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관심 영역이 아닐 경우

순간적인 향유의 체험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게 했을 때 즉, 쓰기나 말하기 등으

로 학생들이 표현하는 활동은 표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향유방식들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강화한다. 우선, 표현해내려는 운동체험 그 자체를 강화시키는 효과

를 가져온다. 수행향유나 관전향유를 통해서 얻게되는 향유체험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것이 과거의 향유체험이던, 현재 또는 미래의 향유체험이

던 그 체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표현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하는

향유체험은 기존의 향유체험의 연결다리로서 내면화하는 향유방식 즉, 분석향유

와 감응향유를 촉진하는 결과까지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표현향유는 기존의 수

행향유와 관전향유를 강화시키고, 분석향유와 감응향유를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향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사들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5가지 향유방식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반드시 향유

체험을 드러내도록 하는 표현향유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사들은 각각의 방식들을 따로따로 구분지어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향

유 방식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하기 방식과 함께 다른 방식들이 순

환적으로 동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연구자 : 보통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배어진 : 순서를 굳이 두자면 하는 것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이 기본기능부터 쭉 가잖아요. 

기본기 능부터 쭉 갈 때 그 중간중간에 하기, 읽기 등 조금씩 맞물려가지고 완전 하는 것 

다끝내놓고 이 거를 하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끼어넣어야지 맛을 좀 느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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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럭비같은 경우는 애들이 잘 몰라서 먼저 보는 것, 읽는 것을 하신거에요 

배어진 : 이때는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요 시점에서 요 내용을 하면 좋겠다. 럭비내용을 얘

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얘가 거기서 느꼈던 거죠. 

(배어진 선생님, 어진고 교사면담, 190813-1차)

따라서, 다양한 향유 방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어떤 특정한 순서에 따라

선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은 하기 방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서 중간 중간 다른 방식들로의 향유 방식을 제시해줌으로써 하기와 다른 방식

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게 해야한다. 이러한 절차는 교사가 수업 맥락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제공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운

동향유 체험을 보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준다. 또한, 같은 향유방식을 여러 번

제공을 해주더라도 시간적인 차이를 두어 제공하면 여학생들이 수준높은 향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 체험했던 향유 방식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이 지날수록 운동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아는 내용들도 증가하면서 점점 운동

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 타 교과와의 통합적 연계 노력

여학생들은 운동을 다양하게 체험함으로써 운동에 담긴 정신 또는 의미에 대

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향유 체험은 운동이라는 차

원을 넘어서서 다른 교과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근영 : 되게 럭비는 진짜 하나가 되잖아요. 패스도 뒤로해야되고 그러니까 한명이 실수하면 안되고 

패스도 진짜 팀워크가 잘 맞아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 for all 그런 정신같은 것도 느껴

져서 그런 정신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런 정신이 운동에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 사실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정신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다른 교과 활동 시간이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좀 적용했던 

그런 경험은 있어

김근영 : 근데 그 정신 자체가 되게 모둠 활동 할 때나 반에서 뭐 다같이 뭔가 할 때 그럴 때 언제

든지 다같이 하는 활동이 있을 때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모둠활동 할 때나 그럴 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김근영, 어진고 학생 면담, 190826-1차)

 
김근영 학생의 경우에는 럭비의 정신인 "one for all" 정신을 다른 교과에서도

배울 수 있는 삶의 가치로 이해하고 있었다. 운동을 통해 인식된 가치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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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모둠 활동 시간에도 접목시키고 더 나아가 삶으로까지 연관되는 중요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최수지 학생은 국어시간에 발표를 하는 과제를

자신이 좋아하는 댄스 스포츠를 주제로 구성하였다. 자신이 관심가는 분야에 대

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를 남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국어와 체육을

묶어주는 핵심 내용이었다.

이처럼 다른 교과와의 연계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융합적인 수업을 제

공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교과간의 통합 방식은 여학생들이 동일한 사고원리를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터득할 수 있게 됨으로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며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교과와 연결지점을 찾아보려는 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교과를 통해 배우기 위해서는 교과 교사들 간의 협력적

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읽고 쓰는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데에

는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체험 활동들을 벤

치마킹하여 체육 교과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유사랑 : 하나를 받았어. 내가 이제 그 선생님께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샘꺼를 보고 근데 난 다른 선

생님들 수업을 관심을 조금 갖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그 섯생님

들한테 있어. 국어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국어와 관련된 것들. 국어는 논솔과 과련해서 어떻

<그림 63> 올림픽 포스터로 보는 체육사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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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채점하고 어떻게 조건을 줬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거든 물어보거든. 이런거 세계를 보는 

세계사 이야기 굉장히 잘했잖아. 

연구자 : 아~ 우표를 보고 그걸 적용을 하는거군요

유사랑 : 세계사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더라고. 내가 실수했던 게 여기다 이렇게 넣으니까 이거는실제

로 한계가 있는거같아. 나중에 따로 해야될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게 내가

보니 낫겠더라고. 

(유사랑 선생님, 사랑여고 교사 면담, 190808-1차)

특히, 유교사의 경우에는 체육교사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타교과 교사들과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타교과 교사들의 수업을 유심히 관찰하고, 적극적으

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면서 체육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동일교과 교사들과도 지속적인 소

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타교과 교사들과도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학생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방식으로의 체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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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다차원적 접근에 근거한 여학생체육활성화 543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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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여학생체육활성화 543 모형 (요약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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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관한 논의

가. 기존의 접근 방식과의 관계

그동안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여학생들에게 동등

한 기회를 제공하는 ‘소극적 접근 방식’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

처를 위한 ‘적극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였다(김동식, 장용규, 2015).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적극적 접근 방식’이 남학생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오고

(여정권, 이창섭, 남상우, 2007; 임승엽, 조한무, 2011; 조한무, 임승엽, 2012), 여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김동식, 장용규,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조처는 여학생들에

게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여주고,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여학생의 태도와 인식, 경험과 정서와 같은 미시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수업환경, 학교문화, 사회적 인식 및 제도 등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같은 실천

적인 차원과 더불어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체육활성화 추

진계획의 세부과제 제시 등과 같은 법적 · 제도적 차원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다방면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체육 활

성화 접근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학교체육에서 여학생 체육활

동 참여는 양적 측면만이 조명되고 있으며, 제도적 관심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차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동식, 장용규, 2015). 이러한 맥락

에서 현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은 양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여

학생 체육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만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Oliver & 

Kirk, 2015). 결국,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으며 보다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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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진연

경, 이현석, 2016).

최근에는 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

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이정민, 2011; 조연우,

2013; 정겨운, 2015). 이들은 기존의 접근 방식2)이 운동의 기능적인 차원에만 집

중한 나머지 인지적인 차원이나 심성적인 차원을 간과하고 있어 여학생들이 운

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로 제한한다는 한계점

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운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면을 다양한 통로로

체험하도록 해서 보다 많은 여학생들에게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도 운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면을 체험하

는 여학생들의 모습들을 그려냈으며, 그것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다.

다만, 이정민(2011), 조연우(2013)의 연구는 실행연구로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사전 · 사후 인

식의 변화를 밝힌데 비해, 정겨운(2015)의 연구와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여학

생들이 현장에서 운동을 체험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차

이를 보인다. 또한, 정겨운(2015)은 운동소양의 개념을 활용하여 여학생들이 학

교체육 내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운동소양의 동적인 상태로 표현되는 운

동향유의 개념을 활용해 여학생들의 다양한 향유 방식들을 밝혔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3)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일차원적 참여활성화 접

근’과 ‘잘하기 방식’이 단기적인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운동에 대한 기능적인 차원에 집중된 편향적 인식이 그 원임임을 파

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다차원적인 참여활성화 접근’과

‘즐기기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 논의에서는 위에서 언

급했던 운동소양의 동적인 상태로 표현되는 ‘운동향유’라는 개념을 활용한 본

연구의 접근이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과 비교하여 여학생 체육 활성

2) 이하, ‘일차원적 참여활성화 접근’과 ‘잘하기 방식’이라 부르겠다.
3) 이하, ‘다차원적 참여활성화 접근’과 ‘즐기기 방식’이라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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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었는지를 논의하겠다.

나. 운동향유의 개념이 주는 의미

‘향유(Savoring)’는 최근 긍정심리학의 분야에서 Bryant와 Veroff를 중심으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그동안 심리학 연구의 주류를 이

어왔던 인간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대처(coping)’ 능력이 (-) 상태를 0의 상태

로 바꾸어 줄 수는 있어도, 0 상태를 (+) 상태로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는 비판

으로 등장했다.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처

럼, 보다 긍정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이를 ‘강화’하는 능력으로서 ‘향유’라는 개념

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방식들을 탐색한 본 연구는 운동을 통

한 여학생들의 긍정적인 경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물론, 기

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도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피요인을 제거하고 대

처하려는 방식에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선호 요인, 재미 요인 등과 같

은 긍정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이를 촉진하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

나 기존의 접근 방식은 여학생들의 운동 ‘참여’에 초점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의

향유의 접근 방식은 여학생들의 운동 ‘체험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향유하다’ 라는 의미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의미하며(Bryant &  

Veroff, 2007), ‘운동을 향유한다.’라는 말은 ‘운동을 즐긴다’라는 말과 다름아니다

(최의창, 2013). 여기에서 핵심은 ‘즐기는 것’에 있다. 기존의 접근 방식과 같이

‘일차원적 참여활성화 접근’은 ‘잘하기’ 방식에 초점을 두어 운동을 기능적인 차

원으로 바라보았으나, 향유의 접근 방식에서의 ‘다차원적 참여활성화 접근’은

‘즐기기’ 방식에 초점을 두어 운동을 총체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이

는 사람들은 저마다 즐거워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향유의 범주가 매우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논리와 같다(Bryant &  Veroff, 2007). 즉, 향유의 개념은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향유의 개념이 즐거움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

유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는 딜타이의 ‘향유’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서 주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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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온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권선영, 2017).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운동 체험이 주체적으로 일어났을 때에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yant와 Veroff(2007)는 향유하기라는 개

념이 단순히 일차원적인 수준에서의 즐거움 넘어 보다 총체적인 체험과정임을 설

명하며, 향유라는 개념 속에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 역시 개인과 타인, 프로그램과 환경

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시작, 촉진, 심화 요인의 위계적 단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을 세부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던 본 연구

는 최의창(2013)이 제시하고 있는 운동향유 15+를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운동을 향

유하는 범주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는 15가지 이상

의 방식을 말한다. ‘하기’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읽기, 듣기, 보기, 쓰기, 그리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운동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체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최의창(2013)은 향유의 개념을 활용한 이유도 단순한 즐거움에서 시

작해 운동의 깊은 차원을 맛봄으로써 운동을 온전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

었다. 이는 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서사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감성과 정서, 통찰과 직관과 관여되어 내면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줌으

로써 개인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주는 체험이다(최의창, 2005).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운동향유’라는 개념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운동향유를 체험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는 ‘참

여’적 접근과 ‘잘하기’ 방식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접근을 극복하

는 새로운 대안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여학생

들의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들을 세부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는 기존에 운동을 ‘잘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모든

여학생들에게 운동 즐김의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점, 여학생들의 주체적인 체험

과정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 운동에 대한 서사적인 차원을 향유함

으로써 여학생들이 운동과 자신의 삶과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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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향유방식이 가지는 의미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운동 향유 15가지 방식 중 ‘하기’ 방식은 여학생들이

현재 가장 많이 즐기는 방식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도 가장 즐기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을 통해 여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을 하기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에 여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나 “운동을 싫어한

다.”는 통념에 오해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는 운동에 대해 여학생들은 부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주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던 정겨운(2015)의 연구와

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금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이

기능적인 차원에 치중하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이다. ‘하기’ 방식은 여

학생의 운동향유 체험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운동을 즐기는 다양한 방

식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기’ 방식으로만 즐

기도록 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선천적으로 운동

감각적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여학생들은 ‘하기’로 향유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체육수업과 같은 짧은 시간에 운동 기능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여학생들은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둘째, ‘하기’ 외의 다른 방식의 향유를 간과한다.

‘하기’는 운동을 즐기는 단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최의창, 2013). 향유로서 접근

하는 운동체험은 개인이 즐기고 싶은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것이므로 운동을 즐

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없다. 셋째, 운동에 대한 깊은 차원을 향유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하기만의 방식으로는 깊은 수준의 차원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태도(최의창, 2015)를 형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하기 방식

에는 깊은 수준의 차원을 일깨워줄 힘이 있다. 그러나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기능의 높은 수준을 요구할뿐더러, 그 힘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

간다는 보장도 없다(최의창, 2010).

이와 같이, 기존의 접근 방식은 ‘하기’라는 기능적 차원에 치우침으로써 여학

생들의 운동체험을 단절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도록 하는데 일조한다. 따

라서 다양한 향유 방식의 체험은 ‘하기’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해주는 가

능성을 시사한다. 우선, 모든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들로 운동

을 체험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해준다. 모든 학생들은 개인의 특성, 능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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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경험 등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다(Pot, Whitehead & 

Durden-Myers, 2018). 각자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들로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만의 시작점을 마련해준다(Gardner, 1999).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향유

방식은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 운동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것은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해준다.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성인기의 운동체험으로 연계되

고,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Thompson, Humbert, & Mirwald, 2003; Warburton, Nicol, & Bredin, 2006). 다양한

향유 방식 의미는 여학생들이 하기로서 제한적이었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형성시켜주는 다양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류교사는 운

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미술 전공 여학생이 시화 그리기를 체험

하면서 운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던 사례를 말해주었다. 다양한

향유 방식은 이런 맥락에서 운동의 폭을 넓히고, 운동의 다양한 면모를 살피게

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을 탈피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생 체육

활성화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셋째,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차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향유 방

식들은 각각의 방식들로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

한 연결 통로가 되어준다. 이러한 체험은 운동에 관한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

험을 의미한다. 운동에 관한 역사, 문학, 예술, 철학, 종교 등과 인문적인 내용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같은 서사적 차원이 관여하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들

의 내면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운동향유는 기존의 ‘하기’ 방식으로 점철되었던 여

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 방식이 된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운동향유 체험의 원리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과 소질에 부합하도록 교육적 활동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개별화 교육의 원리

와 학습자가 지닌 강점에 따라 학습양식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다중지능 이론

(Gardner, 1999)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 운동을 하기 차원의 수준을 넘어 다양

한 차원의 수준으로 그 범위는 확장함으로써 모든 여학생들이 소외됨 없이 운

동을 평생토록 향유할 수 있는 체육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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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는 것이다. 더하여, 다양한 향유 방식의 체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안목(運動眼目)(최의창, 전세명, 2011)을 형성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의 운동향유력(운동소양)을 키워주는 것과 다름

아니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다.

2.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에 관한 논의

위의 논의에서는 우선 본 연구가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의 흐름에

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운동 향유라는

개념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하기’라는 방식이 여전히 여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즐

거운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여학생들은

운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인식이 편향된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하

기’ 방식의 접근 방식은 분명 모든 여학생들에게 운동을 온전하게 체험하거나,

깊이 있는 차원에서 향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적 접근은 다양한 향유 방식으로의 운동 체험임

을 논의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향유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

도는 그것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달리 약간의 변형이 있음을 논의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이 가지는 가능

성에 대해 언급한 후, 그것의 실천과 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가.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에 대한 오해

운동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실천 활동’(Arnold, 1997)으로서 체육교

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로서의 운동에 입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육

교사는 ‘문명의 대리인’으로서 여학생들에게 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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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최의창, 2010). 이를 위한 매개체가 바로 다양한 향

유 방식의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문화로서의 운동을 다양

한 차원으로 폭 넓고 깊이 있게 체험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이

끌어나갈 수 있는 운동향유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향유 방식이 가지는 의미 있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이 실천되고 지도되는 과정은 근본적인 목적과 다소 거

리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하나로 수업 연구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의 본래 의미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

다. 물론, 이러한 체험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

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든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향유 방식이 가지는 본래적 의미가 재대로 전

달되지 않은 경우는 언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향유 방식이 추구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양한 향유 방식을 체육수업의 동기유발 차원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다. 체육수업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분명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Schmidt, 1988). 특히, 남학

생에 비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여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현장에서는 여학생들의 흥미를 돋기 위해 재미있는 영상(김문휘, 2009)을 보여

주고, 만화책(장진우, 2009)을 읽게 하고, 수업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음악(김윤

희, 2010; 임소래, 2019)을 들려준다. 이러한 전략들은 여학생들에게 “감정”을 자

극하고 동기를 유발하며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

러나 단순히 이러한 일차원적인 즐거움에서 그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향유 방

식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미치지는 못한다.

둘째, 하기 외 향유 방식들을 하기 방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인식한다. 각

각의 향유 방식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총체적인 방식이다. 각각의 방식들은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온전한 운동을 체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장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들은 종종 하

기 방식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실력 향

상을 위해 영상을 본다던지, 경기 전술 및 전략을 위한 분석 일지를 작성한다던

지 등을 통해서 말이다. 물론, 이를 통해 ‘하기’ 방식으로 운동향유력이 증진되

면 그것은 의미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할 것은 각각의 방식

들은 상호 독립적이며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한 방식이 또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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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향유를 방해하는 위험요

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향유 방식을 운동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대체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 하기 외 다양한 향유 방식들을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진연경, 2016; 이의재, 진연경, 2017)들이 있다. 이 연구들

은 하기 외 다양한 향유 방식을 단순하게 운동기능의 낮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을 바라보

는 입장이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다. 기능적 차원의 수준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수준별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서장원, 2016). 그러

나 다양한 향유 방식은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하기’의 능력 수준과 상

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체험하는 방식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선호하

는 향유 방식이 각각 다르겠으나 각각의 향유방식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계

성이 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향유 방식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인식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들은 다양

한 향유 방식들을 ‘수단적 접근’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

는 동기유발의 수단, 하기를 위한 보조 수단, 낮은 기능 수준의 대체 수단과 같

이 수단으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운동을 통한 나 자신을 발견과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측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과 학습 성향

1)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과 여학생의 학습 성향

본 연구는 다양한 향유 방식이 여학생들의 학습 성향에 적합한 방식임을 보

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학생들의 선천

적인 성향은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은 느끼기와 나누기와 같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향유 방식을 선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Barron-Cohen(2003)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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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izing)" 능력이 높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여성이 정서적 과제에서

높은 능력을 보인다는 Kimura(2002)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공감하기

능력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들이 관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밝

힌 연구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권형일, 권민정, 손환, 2012); 김윤희, 2010;

유도선, 김병준, 2010; 정겨운, 2015).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글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언어 관련 방식들에

서도 우세를 보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언어능력’이 우수하다는 Hyde & 

Linn(1988)의 주장과 언어자극을 기억하는 과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능력

을 보인다는 주장(Krarner 외, 200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위

에서 언급한 ‘공감하기 능력’이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

이다(Barron-Cohen, 2003). Barron-Cohen(2003)은 여자들의 뛰어난 언어기술은 월등

한 공감 기술의 한 부분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여성의 우수한 독해 능력은 실제로

공감능력을 반영하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과 언어능력은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여학생이 관계 지향

적이며 글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과제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향유 방식이 여학생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말해주는 또 다른 근거는 남녀의 뇌 구조 차이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

의 학습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Gurian(2001)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남학생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면 그것만 고수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여성의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학생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연구들

(이정민, 2011; 조연우, 2013; 정겨운, 2015)에서도 여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했을 때 새롭고 신기해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결과로 제시하

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다양한 향유 방식은 체육교육의 맥락에서 여

학생들의 선천적인 성향에 적합한 학습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 체

육 활성화의 측면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들이 여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고려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남학생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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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이 지도해서는 안 된다.”

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천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공감하는 능력과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남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학

습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식의 학습에

대한 노출이 더욱 필요하다. 다음 논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가 남학생과 어떤 관련성이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양한 향유 방식과 남학생과의 관련성

본 연구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들을 탐색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남학생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혼성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과 남

녀 학생들 간의 관련성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분리수업이냐 혼성수업이냐에 대한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논쟁거리이지만, 본 논의에서는 혼성수업에서 여학생과 관련지어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과 남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혼성수업

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남녀의 학습 성향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은 혼성학급에서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분리수업을 권장한다(교육부, 2019). 특히 하기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더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맛본다. 또한, 다양한

향유 방식을 지도하고자 할 때도 남녀를 분리하는 것이 남녀 간의 학습 성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남녀

가 분리된 수업은 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유 방식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도 향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성향 차이로 반드시 남녀를 분리하는 것이 최

선의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혼성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남녀

의 성향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

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혼성학급을 운영하는 배교사와

유교사는 패를 형성할 때 항상 남학생과 여학생을 의도적으로 함께 편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각각 다른 성향을 보이는 남녀가 상호 보완과 상호 공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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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각각의 교육적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고, 운동기능 수준이 높은 편인 남학생들은 하기 방식에서 여학생의

참여를 돕는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반면, 하기 방식에서 남학생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던 여학생들은 하기 외 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

학생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혼성학급에서의 다양한 향

유 방식의 지도는 남녀가 각각 잘하는 분야에서 서로를 이끌고 도와가면서 단

점은 채워주고, 장점은 강화하여 일명 “윈윈”하는 지도 방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홍연종, 2013). 이와 동시에, 이성 간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서로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은 분리 수업이든 혼성 수업이든 상관없

이 모든 방식에서 교육적인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다양한 향유 방

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식들을 지도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한 상태라야 보다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학생만의 공간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으로의 지도는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혼성학급 수업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갈등은 깊어

질 수 있다.

다. 다양한 향유 방식 실천의 어려움

지금까지 다양한 향유 방식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다소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해야한다는 점과 혼성수업에

서 남녀 학생들의 성향과 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다양한 향유 방식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나타나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

여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 교사들

은 다양한 향유 방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러한 부분

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연구결과에도 일부분 제시 되어

있기도 하다.

다양한 향유 방식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운동은 하기’라는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의 어려움이다. 운

동을 ‘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온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미 여학생들의 내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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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되어 있다. 초기의 형성된 운동에 대한 이러한 고정된 인식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강력하게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이 운동에 대한 서사적인 접근에 대해 거부감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연구 참여 교사들은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도에 어려움을 하였

다. 이는 서사적 접근이 하기로 인해 형성된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라는 가능성인 동시에, 초기에 형성된

‘운동은 하기’라는 고정된 인식으로 인해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도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용환, 윤여각, 이규혁(2006)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화

를 창조하고, 그 문화에 구속 되는 자유로운 동시에 자유롭지 못한 역설적인 존

재라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대중문화, 입시문화, 엘리트 문화 등의 희생양으

로서 이러한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화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가드너는 이러한 잘못된 오도를 초기화

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정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압박만이 더 나

은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건설적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류숙희, 2019). 이는

연구결과에서 “이미 습관화 되어버린 사고방식을 교육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말한 배교사의 면담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둘째,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다양한 향유방식의 지도이다.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도는 학생들 저마다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운동 즐김을 목표로 한다. 그

러나 연구 참여 교사들은 운동을 다차원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다양한 향유

방식의 제공이 교사의 선정을 통해 제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즐기고 싶어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다양한 향유 방식의 실천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다

양한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사가 몇 가지 방식을 지

정하여 제공해주는 지도 방식이 어불성설인 것이다.

물론, 학교의 정규 수업 또는 정과 외 체육 활동이라는 제한적인 시공간의 영

역에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교사들이 가능한 수준에서 다양한 향유방식을 최소 범위로 제시해주어,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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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도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향유 방식의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교과의 학습내용과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간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의 지도는 자연스럽게 평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연구 참여 교사들은 다양한 향유 방식들이 수행

평가 항목으로 적용될 때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

양한 향유 방식의 과제 평가는 주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써

이것을 등급화 ·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할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다양한 향유 방식 간의 평가 형평성 문제이다. 이는 여학생

들이 패 안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과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된 방식에 대한 평가 간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통해 작성한 A학생의 자료와 만들기로 구성한 B학

생의 작품을 놓고 각각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

질적으로 난의도의 수준은 교사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적으로 A의 글쓰기보다

는 B의 만들기 작품이 더 낮은 난이도라고 했을 때 평가 점수를 제공하는데 형

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

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주제이다. 다양한 향

유 방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앞으로 논의되

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

선이 되어야하므로, 이러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제

시되고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연계성, 평가 내용의 균형성, 평가 방법과

도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모든 평가는 개인

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며, 평가의 기준 또한 개인의 성장과정(Journey)을 기록

화(Charting)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Physical Literacy의 평가 지향점은 현

재 2015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지향점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교

육 현장에서 다양한 향유 방식으로의 평가는 개별화되어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

라, 자신의 이전 수행을 기준으로 얼마나 배우고 발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성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71 -

3. 운동소양 함양에 관한 논의

운동 소양을 함양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동안 운동

을 향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해나가는

것을 뜻하며, 운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

고 더 넓고 깊은 세상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온전한

인격체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꾸준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요구

되나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면서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 총체적인 차원으로서의 운동향유에 관한 논의

최근 문해력 또는 문식성을 의미하는 ‘리터러시(literacy)’라는 용어가 다양한 맥

락에서 활용되고 있다(최의창, 2011). 리터러시는 통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으로

서 ‘기초수준의 문해력’이라고 해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

반적으로 가지는 다양한 능력의 종합’(최의창, 2018)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자질을 뜻하는 리터러시를 염두에 두고, 리터러시에 대한 다

양한 개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백승현, 2017). 특히, 체육교육 분야에서

Whitehead(2010)는 심신 일원론을 바탕으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라

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최의창(2018)은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중요한 측면은 두 가지

로 요약한다. 첫째,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지향

성’이다. 둘째, ‘평생체육활동의 습관화’이다. 최의창(2018)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하여, 이를 실천전통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스포츠 리터

러시’(운동소양)로 재개념화 하였다. 운동소양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3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최의창

(2013)은 이를 ‘온전한 운동’(whole sport)이라고 부른다. 온전한 운동의 체험은

개인의 체(체성), 지(지성), 덕(감성, 덕성, 영성)과 관련을 맺고 ‘온전한 인

간’(whole person)으로서 성장을 돕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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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향유’, ‘관전향유’, ‘표현향유’, ‘분석향유’, ‘감흥향유’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운동의 총체적인 차원을 체험하는 다양한 향유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운동의

‘기능적 차원(운동능)’뿐만 아니라, 운동의 ‘지식적 차원(운동지)’과 ‘심성적 차원

(운동심)’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과 관련을 맺는 ‘능향유’, ‘지향유’, ‘심향유’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직·간접 체험을 강조하는 다차원적 참

여활성화 접근을 통해 수행향유(하기)가 운동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임

(최의창, 2013)을 증명해내었다. 또한, 기존의 여학생 체육 접근이 수행향유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잠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다면, 본 연구는 운동을 다

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인 영역’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범주는 수행향유에 더해 관전

향유, 표현향유, 분석향유, 감흥향유로까지 그 범주를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이

러한 관점에서는 운동을 하기로 즐기지 않더라도, 운동을 즐기지 않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차원적 참여활성화 접근은 가법적인 수준에서 시작하더라도 승법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운동의 3가지 차원 능, 지, 심은 개념적인 구분이지,

사실적인 구분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차원들을 향유하는 것은 각각

의 차원을 따로따로 체험하는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제는 하나로 연결

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을 향유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다양한 방식들을

총체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운동향유 체험이 보다 온전할 수 있었다. 각각의 방식

들이 상호 호혜적으로 향유되어 그 체험이 깊이가 더해질 수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각각의 차원을 체험하되,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각 차원

간의 연결성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들을 관련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

게 됨으로써 각각의 차원이 충만해지면서도 서로 간의 연결성도 강렬하게 맺어

진다.

이러한 방식들이 서로 연계를 맺도록 하여 강렬한 연결성을 맺게 한다면 결

과적으로 운동을 ‘하기’로 즐기지 않았던 여학생들도 다른 방식을 통해 강한 연

결성을 맺게 되어 ‘하기’로서 운동을 즐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하기만을

즐겼던 여학생들은 다른 방식과 연계를 통해 강한 연결성을 맺게 됨으로써 다

른 차원의 체험들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모든 차원을 다양

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각각의 차원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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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본 바탕

이 되어주는 것이다.

나. 평생체육의 관점에 관한 논의

위 논의에서 피지컬 리터러시가 주는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로 ‘평생체육활동

습관화’를 제시했다. 전 생애동안 한 개인이 스스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최의창, 2018). 최근의 체육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평생체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체육참여의 장기적인 접

근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학교를 넘어 삶’으로,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로의 학습의 전이를 의미하는 것이다(Kirk & Oliver, 2015). 운동소양의

개념 또한 평생 체육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운동

소양의 함양은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인 ‘운동향유력’을 키워주는 노력과

다름 아니며, 이를 통해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최의창, 2018).

그동안 운동 소양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정원석, 2019;

최재영, 2019; 백승현, 2018; 문경남, 2017; 한유정, 2017; 정겨운, 2015). 이들 연

구는 대부분 실행연구로 이루어져왔으며, 건강소양(백승현, 2018), 진로소양(한

유정, 2017), 운동소양(문경남, 2017; 정겨운, 2015; 정원석, 2019; 최재영, 2019)

등의 함양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운동

소양의 함양 과정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한정된 기간 동안

에 실행되었던 연구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속적인 운동 체험 과정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평생이라는 맥락에서 삶이라는 일상생활과 연계시

켜 학교와 일상생활을 연계하는 모습들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는 현재의 모습

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학교급 별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운동을

향유하는 체험 과정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통해 밝히려고 노

력했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과

정을 이미 거친 여고생의 경우에 면담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어

릴 때부터 현재까지 운동 체험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파악해낼 수 있었

다. 물론, 과거 회상을 통한 면담이었다는 점과 종단적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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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평생의 관점

으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의 모습을 탐색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운동을 평생

동안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은 결국 여학생들

의 운동 체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그친다

는 것은 그 체험의 질이 내재적인 즐거움이나 학생 자신의 삶의 중요성과 관련

짓지 아니하고, 피상적인 즐거움이나 다른 외재적인 동기에 의해 운동에 참여했

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향유 방식은 운동에 대인

인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개인의 삶과 연계지을 때 보다 의미있는 인식의 변

화가 일어났다.

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환경과 여학생의 운동향유 체험 간의 관련성에 있

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여학생과 대중문화이고, 둘째

는 여학생과 입시문화이다. 우선, 대중문화는 여학생의 운동향유와 어떤 관련성

을 맺고 있는가? 청소년은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자이다. 특히, 입시의 중압감에

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중문화는 일종의 해방통로로서 기능한다(조용

환, 윤여각, 이혁규, 2006). 연예인에 대한 선망이 있고, 그들의 용모와 의상에

관심이 많으며, 음악이나 TV 등을 향유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대중문화를 통해 선망하는 연예인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선망하는 운동선수를 통해 운동을 대리만족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TV나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학생

들에게 더욱 깊숙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선

망하는 선수들의 모든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들만의 운동향유 문

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육교육의 공간이 아

닌, 여학생들 스스로의 향유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체육교육은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여학생들은 그것보다는 선망하는 대상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대중문화와 체육교육은 상충하는 것일까?

대중음악은 여학생들이 향유하는 또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다. 여학생

들은 가수들의 노래와 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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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왔으며, 가수들의 가사 하나, 춤 동작 하나에 열

광하고 모방한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즐겨하는 운동체험이 표현활동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중문화와 체육교육이 아주 상충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체육교사들은 음악을 여학생의 운동체험을 촉진하기 위

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반응은 뜨겁고, 실제로 운동참여

에 매우 효과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보통의 음악과 체육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못하다. 연구참여교사들이 “여학생들은 종종 음악에 심취한 나머지

운동참여에 소극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음악과 체육의 직접적 관련은 없

더라도 분명 둘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체육문화에서 음악은 중

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체육교사들은 체육의 의미가 담긴 음악을 활용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겠다. 여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운

동의 문화를 함께 담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운동선수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분명 운동

문화 영역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 연구참여학생들이 운동향유의 시작은

선수들의 관심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동 전반에 걸친 인식에 긍정적

으로 반응함으로 체육교사는 여학생의 이러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의 활용도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에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입시문화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고자 한다. 입시문화의 억압 속에

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상급하

교에 진학할 수록 여학생의 운동향유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

론, 입시의 억압이라는 학교교육에서 체육은 학생들에게 해방의 공간으로 간주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체육교육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이해된다면 ‘해방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체육교육은 학생들에게 입시와는 별개인 들러리 교과로 인

식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물론, 입학사정관제라는 수시전형이 생겨나면서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는 열풍도 일어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입시와 체

육은 별개의 문제이며, 체육과 입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입시로 인해 체

육에 쏟는 시간은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맹점

이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난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학교스포츠클럽 기록을 누

적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입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나온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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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시와 체육의 씨름은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체육교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학생들의 운동향유가 입시로 인

해 단절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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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평생 동안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운동향유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체육교육의 목표임을 명시하고, “운동은 여학생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생의 관점에서 운동

즐김의 모습이 그동안의 학교현장에서의 운동즐김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였다. 또한, “운동을 즐긴다.”(운동향유)는 의미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평생체육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싶었다. 따

라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운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운

동체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교과

외 체육활동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모습들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또한, 여학생들

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체육교사들의 이야기에도 귀

를 기울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

를 마련해주었다.

연구결과, 여학생들의 운동즐김의 모습은 마치 ‘룰렛 테이블’처럼 다양한 형

태를 띄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하기 방식을 넘어 다양한 방식

의 형태로 운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또한, 향유를 체험하는 시공간은 학교를 넘

어 일상으로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향유를 체험하는 수준 또한 단순한 재미에서

부터 삶에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깊이있게 일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에는 실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수행향유),

구경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관전향유), 표출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표현향

유), 탐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분석향유), 감응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

(감흥향유)로 나타났으며, 이 다섯 가지 방식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

적이며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향유된다. ‘실행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는 운

동을 몸으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기’가 이에 해당된다. 근본적으로는 인

간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된 방식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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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즐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경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는 외부의 대상

이나 내용이 학습자의 내면으로 들어오도록 학습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동

을 즐긴다는 의미이다. ‘보기’, ‘읽기’, ‘듣기’가 이에 해당되며 학습자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적절하게 통합하면서 궁극

적으로 발전적인 형태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표출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는 이전에 받아들인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

을 거쳐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형태로 표현해내는 방식이다. ‘쓰기’, ‘말하기’, ‘그

리기’, ‘만들기’, ‘부르기’가 이에 해당된다. 운동체험을 보다 깊이 있게 내면화하

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탐색하는 방

식으로 향유하기’는 운동체험을 통한 내면화 과정으로 운동에 관한 반성적 성찰

과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운동에 관한 외부의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운동체험뿐만 아니라 삶의 맥락에서 자신을 반성하

고 성찰하는 방식이다. ‘셈하기’와 ‘생각하기’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감

응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기(감흥향유)’는 운동체험을 통해 학습자의 마음에 깊은

감성과 울림을 주는 방식이다. 운동에 관한 서사적인 체험이 깊이있게 관여하

며, 이를 통해 운동에 담긴 가치와 의미들을 내면화하여 삶을 보다 가치롭고 의

미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으기’, ‘느끼기’, ‘나누기’, ‘사랑하기’가 이에

해당한다.

다섯 가지 향유방식들은 여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주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때 향유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하기라는 수행향유 방식만으로 운동

을 즐기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이 운

동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었다. 다양한 방식의 향유를 통해 쌓인 운동향유력

은 이전에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전이가 되었다. 예를 들어, 운동기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수행동작을 보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동작을 수정하였

다. 운동에 무관심한 여학생이 친구와 함께 즐기다보니 운동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각각의 향유방식들은 상호보완적인 관련성을 맺으며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보다 의미있고 깊이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현향유는 수행

향유와 관전향유 방식을 통해 얻은 운동향유 체험을 다시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음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탐색향유와 감응향유는 운동을 통해

꺠달은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치와

의미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됨으로써 운동향유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

다. 궁극적으로 다섯 가지 향유 방식의 체험은 운동을 잘하는 특정한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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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여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향유의

폭을 확장시켜 주었다. 그리고 단순히 운동을 통해 느끼는 재미뿐만 아니라 여

학생들의 삶과 의미 지어지는 향유체험이 되도록 그 깊이를 더해주었다.

둘째,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운동을 문

화로서 누리고, 향유를 의미 있게 즐기며,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과 관련 맺

는 수준에 따라 향유 시작 요인, 향유 촉진 요인, 향유 심화 요인으로 나타

난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에는 개인, 타인, 프로그램, 환경/문화 요인이 영향

을 미친다. 여학생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데에는 선천적인 운동기능 능력

과 과거의 긍정적인 운동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성향, 친구들의 추천이나 권

유, 다양한 향유방식을 통한 시작점 제공, 자신과 맞닥뜨리는 주변 환경 분위기

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운동향유를 보다 폭넓게 즐기도록 하는 데에는 여학

생의 선천적인 학습성향,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과정을 인정하는 평가, 긍정적

인 학교체육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이 삶

의 맥락에서 의미있게 연결되는 데에는 운동향유를 위한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지, 교사의 확고한 신념, 서사적인 내용과 체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크게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서사적인 체험내용은 여학생들의 운동 인식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학생들이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생생활로의 전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

생들은 운동과 자신의 삶을 밀접하게 관련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체적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경로들을 운동을 통해 새롭게 열 수 있었다.

셋째,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운동을 높게 보기, 넓

게 보기, 길게 보기, 깊게 보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력을 증진시키는 특성으로 향유주체의 주체성, 공동체성, 향

유체험의 맥락성, 연계성, 향유기회의 지속성, 다양성, 향유내용의 서사성, 통합성

을 도출하였다. 우선, 향유주체 차원에서 ‘주체성’은 운동향유를 위한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의미있

는 운동향유체험을 지향한다. 향유체험 차원에서 ‘맥락성’은 삶과 연계된 향유체

험을 추구하고, ‘연계성’은 여러 향유체험 간의 연계를 중시한다. 향유기회 차원

에서 ‘지속성’은 운동향유 체험의 지속적인 기회를 보장하며, ‘다양성’은 여러 방

식의 운동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향유내용 차원에서 ‘서사

성’은 운동향유체험의 깊이를 더해 나가도록 하고, ‘통합성’은 운동향유 체험을

통한 온전한 전인으로의 성장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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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교육적 원리를 바탕으로 운동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높게

보기, 넓게 보기, 길게 보기, 깊게 보기로 제시하였다. ‘높게 보기’는 주체성을 바

탕으로, 다양한 시작점을 마련하고 자기주도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학

생들의 운동향유의 주체적인 체험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체성

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역할 모델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간 협력적 분위기를 구축하여 사회적 관계를 통한 향유체험을 확장할 것을 강조

하였다. ‘넓게 보기’는 맥락성을 바탕으로, 삶의 맥락과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하

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운동체험을 확대하여 삶과 연계된 향유 체험을 제공할 것

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연계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연계적인 편성 운영과 다

양한 향유 체험 간의 연계를 강조하여 향유체험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을 제

안하였다. ‘길게 보기’는 지속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운동향유에 대한 긍정적 기

대와 학교급간의 향유 경계를 허물어 지속적인 향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여러 향유방식으로 체험하고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환경을 구축하여 향유 기회의 다양성

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깊게 보기’는 서사성을 바탕으로, 운동

의 서사적 차원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성에 울림을 주기 위해 인문적 체육교사로

서 솔선수범을 보이며,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운동 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

을 제공할 것을 방안으로 삼았다. 또한, 통합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전인적 성

장에 기여하기 위해 향유내용을 통합하도록 운동 능지심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

며, 타 교과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던졌던 질문 즉, “운동은 여학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부족한 역량으로

물음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하였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가 평생동안 여학생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길 바란다. 여학생들은 하기로서 수행하는 향유방식뿐만 아니라 관전하고, 표현

하며, 분석하고, 감응함으로써 운동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 방식이 ‘일차원적 접근과 잘하기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를 통

해 밝혀진 접근 방식은 ‘다차원적 접근과 즐기기 방식’이었다. 이는 모든 여학생

들의 운동향유를 위한 다양한 창구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향유

를 시작하고, 촉진하며, 심화시키는 데에는 개인, 타인, 프로그램, 환경/문화 요인

들이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향유방식은 언어능력과 공감능력

이 뛰어난 여학생들의 학습성향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학생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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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유를 보다 높게, 넓게, 길게, 깊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운동이 여학생들을

온전한 전인으로 성장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체험

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운동향유 체험은 본 장의 서

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룰렛 테이블’의 모습처럼 다양했으며, 그것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상기시키며 여학생들의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멈추지 않고 평

생동안 향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 제언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운동향유 방식들을 활용하여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접근이 단기적인 양적 성과에 머문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학생이 운동

체험을 질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우선, 각자가 좋아하는 향유방식들을 선정하여 자기만의 향유방식으로 운동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하기뿐만 아니라 더 다

양한 방식들로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향유

방식들 간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물론, 각각의 향유방식들이 독자적으로 운

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간의 연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여학생들

이 향유하는 깊이나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전향유만으로도 여

학생들은 충분히 운동을 향유할 수 있으나, 표현향유라는 방식과 연계하여 향유

되었을 때 보다 관전향유의 깊이가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유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여학생들의 삶과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일

상생활에서 이러한 향유방식들이 어떻게 향유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

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은 운동을 인

식하는 폭이 확장되어 운동을 단순히 재미로 즐기는 것을 넘어서 보다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체육교사 스스로가 다양한 방식 즉, 인문적이고 서사적으로 운동을

향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듯, 여학생

의 향유체험의 질은 교사의 향유체험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운동에 관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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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체험 수준에 따라 여학생들의 향유 체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체육교사

의 운동향유의 체험 수준이 단순히 재미와 흥미에 그치는데, 어찌 여학생들에게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낼 수 있으며, 그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우선, 체육교사는 여학생들의 ‘롤 모델’로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다. 여학생들은 운동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이 선망하는 대상을 닮아가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스스로가

운동을 다양한 차원으로 향유하며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육교사는 여학생들의 ‘문명의 대리인’(최의창, 2010)으로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사가 그런 사람이면 은연

중에 여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직접적인 지도편

달로 여학생들에게 운동에 대한 다양한 차원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마지막

으로 체육교사는 여학생들의 ‘문화의 개척자’으로서 여학생들이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

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가능하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적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셋째, 평생체육의 관점에서 여학생들이 운동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학교

내 · 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체육수업 측면에서 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 학습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며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문화 측면에서 모든 여학생들의 운동향유를 지지하는 건전한

운동향유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스포츠 갤러리나 라이브러리와 같은 운동소양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 이러한 풍토를 조

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여학생

들의 운동향유 체험을 일상적인 삶의 맥락과 관련을 맺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시적으로 제공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나 정부 수준에서 여학생의 운동향유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풍토를 조

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지원은 필수적이다. 단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은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의 운동체험이 질적으로 풍부해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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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운동향유체험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여 다양한 향유방식들을 추가

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의창(2013)의 운동향유 15+를 틀

로 삼아 운동향유체험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유방식들을 재분류하였다. 그러

나 운동향유 15+에서 (+)의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한계

점이 있다. 물론 연구자가 비공식적으로 각각의 향유방식들을 연결하는 ‘관련짓

기’ 라는 방식을 떠올려보긴 하였으나, 연구결과 수준에서 새로운 향유방식으로

제시하기에는 그 근거와 논리가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운동향유 15+에서의

(+)에 해당하는 향유체험 방식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해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향유 체험 방식은 여학생들의

학습 성향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논의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후속연구에서는 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유체험을 탐색하여 남학생에게 적합한 향유방식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향유를 뒤늦게 시작하는 후발주의자들의 운동향유 체험을 밝혀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들의 운동체험기를 글로 옮겨적어 놓은 다양

한 서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 성인기에 시작한 운동 체험을 묘

사하고 있으며, 운동을 즐기는 이유가 단순하게 다이어트나 외모가꾸기가 아닌,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소양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한다. 이들의 학창시절은 어떠했는 지 알 수 없으나, 성인

기에 접어들어 운동을 즐기게 된 계기나 과거의 운동체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학교체육의 역할에 대해 되묻는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운동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운동을 뒤늦게 향유하게

된 사연이나 배경이라든지, 과거의 학창시절에는 왜 그러지 못했는지, 이를 통

해 학교체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총체적인 관점에서 운동소양의 함양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운동소양에 관한 연구들이 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을 통한 효과 탐색이라는 실행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을 한계로 삼아, 여

학생들이 운동을 향유하고 있는 체험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미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까지 탐색을 시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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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시적 · 거시적 측면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운동소양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포괄적인 학

교 문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외 안팎으로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운동소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피지컬 리터러시를 함양을 위한 학교의 전반적인 실천들을 제안하는 총체

적인 접근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CSPAP(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s)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박용남(2018)은 이론적 틀

로 활용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교체육 운영 사례 연구

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소양에 관한 연구도 총체적인 접

근 방식으로 학교 문화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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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sports make girls happy?

- Developing Strategies to Cultivate Sport Literacy by 
Exploring Sport Savoring Multi-modalities for female students - 

Hyung Sik, Min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emale students’ sports savoring 

multi-modalities, to identify the factors applied in the process,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cultivate sport literac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do female students enjoy multi-modalities of sports? 

Second, what are th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female students’ 

sports-savoring experience? Third, what are the strategies of cultivating 

female students’ sport literacy?

To explore various cases of which female students enjoy sports, a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in social constructivist paradigm was conducte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8 to February 2020 for a 
total of 14 months, and the entire process of the study consisted of stages 
of plann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conclusion. To start with, 12 
PE teachers were selected with purposeful sampling method. The selection 
criteria include, 1) secondary school PE teachers who teach female students, 2) 
teachers who intentionally teach multi-modalities of savoring sports that integrat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activities, 3) reflect the diversity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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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uch as school type(with or without co-education), teaching career, 
gender, locality, etc. 6 PE teachers who met these selection criteria and 
agreed to take part in the research were finally selected. A total of 12 
student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by asking each research 
participation teachers to recommend two female students they were teaching. 
The selection criteria include 1) female students enjoying multi-modalities of 
sports, 2) female students who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can express their opinion fluently, 3) female students who met the two 
criteria abov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with their pare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 non-participant observation, local document 
collection, and online survey.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step by step and 
recursively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d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posed by Wolcott(1994). As a framework for exploring sports savoring 
multi-modalities of female students, the research used [Sports Savoring 15+] 
suggested by Eui-chang Choi(2013). In order to explore the sports savoring 
experience of the female students,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in detail 
the entire process of not only the school life but also the daily life of 
female students.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e study indicated through the process 
above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the five 
signature modalities of sports savoring. 1) ‘Performance Savoring’ is a 
modality of performing the sports directly such as ‘doing’. This basically 
means the main way of satisfying human movement needs, generally the 
way of enjoying sports in games. 2) ‘Spectation Savoring’ is a modality of 
which the learner accepts the contents related to sports such as ‘watching’, 
‘reading’, ‘listening’. It’s a way for learners to accepts new concepts and 
integrate them well with existing ones to form a new perspective of sports 
experience. 3) ‘Expression Savoring’ is a modality of expressing previously 
accepted experiences in a systematic and orderly form such as ‘writing’, 
‘speaking’, ‘drawing’, ‘making’, ‘singing’. In order to internalize the 
meaning inherent in the sports as one’s own, the sports experience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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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xposed through the Expression Savoring. 4) ‘Exploration Savoring’ is a 
modality of encouraging learners to reflect on themselves and discovering 
wisdom of life such as ‘calculating’, ‘thinking’. As a process of 
internalizing the sports experiences, learners understand the phenomenon 
related to sports and reflect on their lives by connecting it with the context 
of life. 5) ‘Inspiration Savoring’ is a modality of giving emotional 
inspiration to students through sports experience such as ‘collecting’, 
‘feeling’, ‘sharing’, ‘loving’. It helps make learner’s life more valuable by 
internalizing the values and meanings in the sports. These five modalities of 
sports savoring experience have been savored dynamically and cyclically, in 
a way that makes female students highly understand sports as culture, 
deeply accept savoring as meaning, and widely connect with context of life. 

Seco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factors such as individuals, significant 
others, programs and environment/culture influence the beginning, widening 
and deepening of sports savoring experience. 1)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programs that provide a 
variety of starting points for sports savoring experience’, ‘environment 
exposing sports savoring to female students’ influenced female students to 
starting and having interest in sports savoring experience. 2) ‘innate learning 
desposition of female students’, ‘active support from parents’, ‘evaluation to 
recognize the process’, ‘positive school culture related to sports’ had an 
important effect on savoring sports widely and continuously. 3) ‘active 
willingness to savor sports experience’, ‘the firm belief of the teacher’, 
‘programs that provide an narrative dimension about sports’, ‘ongoing budget 
support’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savoring sports meaningfully by 
experiencing it in depth. 

Third, as strategies to enhance the female students’ sports savoring 
experience, it was suggested to ‘viewing sports highly’, ‘viewing sports 
widely’, ‘viewing sports long’, and ‘viewing sports deeply’. Based on the 
study so far, subjectivity, communality, Contextuality, Connectivity, 
sustainability, multiformity, narrative, and integration were derived as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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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principals to enhance the female students’ sports savoring 
experience. ‘Increasing the subjective sports-savoring experience’, ‘Expanding 
sports-savoring experience through social relationships’ , ‘Providing 
sports-savoring experience related to life’, ‘Enhancing connectivity between 
sports-savoring experiences’, ‘Ensuring continuous sports-savoring experience 
opportunities’, ‘Securing diversity of sports-savoring experience opportunities’, 
‘Emphasizing an narrative approach to sports experience’, ‘Efforts to 
integrate the sports-savoring contents’ were presented as specific strategies to 
implement educational principals abov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e practical suggetions for female 
students’ sports-savoring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PE teachers should 
exapnd female students’ perception related to sports, by utilizing sport 
savoring multi-modalities found in this study. Second, PE teachers should be 
a person themselves who savoring sports experiences humanitely and 
narratively. Third, in order to maintain the sports-savoring experience 
throughout the life course,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environment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Lastly,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add more sports-savoring multi-modalites by 
analyzing the sports-savoring experience in more depth. Second, it is needed 
to shed light on the experience of late-sportists who start savoring sports 
lately. Third, it is needed to explore the process of sports-savoring 
experience from an holistic perspective.

keywords : sports-savoring experience, sport literacy, sport savoring, female 

students, physical education, multi-dimension approach, physical 

literacy

Student Number : 2018-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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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딱 한 가지를 훔

칠 수 있다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딱 한 가지 훔칠 수 있다

면 무엇을 훔치고 싶으신가요?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도, 떠날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쉽

게 떼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지나 온

시간들에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남아서겠지요. 무엇보다 스필에서 맺어진 소중

한 인연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

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족하

고 모자란 저를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턱없이 부족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

의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축복

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스포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집념

은 저를 항상 되돌아보게 해주었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

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매번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도 아껴주시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잊지 않고 매

사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칭찬과 격려, 미소를 아끼지 않아주신 이옥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넓은 마

음으로 품어주시는 교수님의 사려깊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획 발표 후 자

존감이 많이 떨어져있던 저에게 건네주신 따뜻한 위로 한 마디는 절대 잊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함께했던 시간들도 잊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의 학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조미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

습니다. 10년만에 찾아간 못난이 제자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석사과정 내내

옆에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기에 논문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

하대 연구실에 찾아뵙거나, 학회나 행사에서 뵐 때마다 자주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든든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에

게 베풀어주신 만큼 제가 보답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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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별볼일 없는 타전공 대학원생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유겸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뵈

었지만, 그때마다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논문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

습니다. 또한, 교사시절 때부터 석사과정 내내 묵묵히 응원해주셨던 박정준 교

수님, 일본 츠쿠바 캠프에서 후배들을 챙겨주셨던 정현우 박사님, 제 논문을 쓰

는 데 많이 참고했던 논문의 주인공 권선영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영원한 멘토이신 강성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책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선생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저의 성장은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항상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저를 아

껴주시는 김종각 교장 선생님, 학익고에서 제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

셨던 서상교 교장선생님, 신규 때부터 저를 챙겨주셨고 좋은 점만 바라봐주시는

든든한 육철민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스필 실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세 보이시지만, 마음은 여리신 이성희 선생님, 모든 교사들

의 임용의 아버지 최규훈 선생님, 차가운 듯 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츤데레 기대

형님, 추진력과 일처리 능력이 끝내주는 혁준 형님, 친절한 스필 언니 형수 형

님,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희진 선생님, 한국 사람 다 된 의리맨

흠이,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아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

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항상 상담해주고, 본인 논문도 아닌데도 세심하고 꼼

꼼하게 살펴보고 조언해주신 형수 형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스필의 마담언니 수연샘, 스필의 임용 신화를 이어가는 부산 사나이 규하, 몸

도 튼튼 마음도 튼튼 로맨틱 가이 원석이, 지성과 외모를 다갖춘 용진이, 건강

이 회복되서 때깔도 좋고 낯빛도 좋아진 현석이,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관찰력

의 소유자 똑똑이 원희리, 모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남자 언종이, 유머와

재치가 돋보이는 재영이, 현상학의 떨리는 몸 영준이, 홀로 유학생활에 적응하

고 있는 멋진 승현샘, 분위기 메이커 스필의 박사진 도원형님, 2년 동안 옆에서

많이 의지했던 나의 영원한 동기 혜연 누나, 곧 있으면 다시 복귀할 재상형님,

젊음의 투지와 의지의 결정체 라이벌 규현이, 공부도 국가대표급 똑똑이2 주영

이, 군대가서 열심히 훈련 중인 도현이, 스필 살림꾼 귀여운 막둥이 수영이, 맛

집 사냥꾼이자 플러피를 사랑하는 기림샘, 센스가 넘치는 은후샘, 유일한 배구

동반자 호연이, 태연이를 사랑하는 진솔한 아가씨 진솔쓰, 감성이 넘치는 따뜻

한 마음의 소유자 평호, 뭐든 열심히 당찬 여자 상아, 교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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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남매 귀공자 준혁이와 뚜르드 프랑스 민숙이, 마음씨 따뜻한 의리녀 은

희, 스마트한 뇌섹남 진우까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행복한 스필생활 할 수 있

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대환샘, 충헌샘, 연수샘, 유금샘, 유정샘, 주

성샘, 윤성샘 모두 멋진 스필 생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사랑하는 가족 엄마,

할머니, 진아, 선규삼촌, 영화삼촌, 영훈이삼촌,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촌형누나

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 쓴다 고생한다고 옆에서 맛있는 거 챙겨주시

고 좋은 음악 들려주셨던 장인, 장모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 영원한 반려자 주연이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

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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