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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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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에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나타난 교육적 변화와 이에 영향

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배구 리터러

시의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학생들의 배구 리

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2

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절차는 크게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결

과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의 중학교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개방형 설문

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교사 반성일지 및 학생 활동자료를 통해 이루

어졌다. 자료 분석의 경우 Wolcott(1994)의 기술, 분석, 해석의 절차에 

따랐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구성원 간 검토, 동

료 간 협의, 삼각 검증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적용되었다. 1)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 학생

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통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으로 설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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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배구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인 배구능, 배구지, 배구심 함양을 위

한 각각의 세부 목표를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인문

적 체육교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의 

특징인 ① 인성 강조, ② 통합적 체험, ③ 협동 학습, ④전이적 학습을 

따랐다. 3)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은 먼저 ① 실제 구성원들의 문제점 인

식과 요구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② 배구와 체육교육 전문가들로 구

성된 프로그램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통해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4)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① 배구 경기 운영 및 수행, ② 지

역사회 연계 활동, ③ 배구 포트폴리오 활동, ④ 배구 모둠 활동, ⑤ 배

구 게시판 구성, ⑥ 배구 문학 활동으로 총 6가지로 구성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배구 리터러시의 효과로는 1) 배구능 

측면에서 학생들이 배구에 ①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

용하게 되었으며, ② 운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③ 경기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2) 배구지 측면

에서 ① 배구 기술의 원리 및 전술을 이해와 ② 배구 경기 규칙 습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③ 배구 지식 탐색 방법이 다양화되고 최종적으로 

④ 경기 수행 및 운영 속에서 지혜의 발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학생들은 3) 배구심 측면에서 ① 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

하였으며, ② 배구를 통한 내면적 성장과 ③ 배구를 통한 공동체적 성장

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먼저 

1)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 ①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한 지도교사, ② 배구 

친화적 활동 장소, ③ 주변인의 인식 및 태도가 있었다. 다음으로 2) 방

법적 요인 측면에서는 ①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도 방식과, ② 

전이를 추구하는 지도 방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3) 내용적 요인으로는 

① 인문적 활동과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그리고 ③ 교내 스포츠리

그와 연계한 활동이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흥

미 있는 종목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1년간 꾸준히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적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

기에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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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교사의 정보력과 인적 자원, 그리고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관

련하여 첫째,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은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쟁

적 구도와 승리 지상주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과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성 및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스포츠 리터러

시는 흥미 있는 한 가지 종목의 리터러시 함양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스포츠에 대한 리터러시로 확대되며 함양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관련하여 첫째, 학생들

의 스포츠 리터러시는 능·지·심이 한 번에 나타나기보다는 한 가지 부

분이 먼저 발달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렇게 시작된 스포츠 리터러시는 처음 시작이 무엇이든 결국 선순환을 통

해 능·지·심이 모두 함양되어 온전한 스포츠 리터러시를 갖추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통한 현장 실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은 첫째, 지도교사의 스포츠 

리터러시와 인문적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둘째,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이나 연수 체

계 마련, 그리고 업무적 배려와 같이 지도교사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환경적, 제도적 지

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는 배

구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보니 긍정적 결

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또는 

정규 체육수업 속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체육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는 방학에 진행되어 학교생활 속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

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학기 중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스포츠 리터러시, 운동소양, 배구 리터러시, 통합적 체육교

육, 학교스포츠클럽, 인문적 체육교육

학 번 : 2018-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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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육은‘신체활동’이라는 고유의 학습 과정을 통

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대인관계 능력, 창의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부, 

2015b). 그중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는 자율적인 

신체활동 권장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생활 

분위기, 그리고 바람직한 여가 문화 형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손천택, 정주식, 2016).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생 건강 증진

에 대한 종합 대책’중 하나로 처음 등장하여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왔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고, 

2012년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스포츠클

럽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첫해에 8.1%였던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률을 2012년에 84.2%까지 급상승시키는 등 양적인 확대에도 성공하였

다.

  초기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입 배경과 추진 목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하

고 퇴색된 학교 운동부의 본래 교육적 기능을 살리는 것(허현미, 김선

희, 2007) 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2012)는 일반 학

생들의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의 전환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한 실제 스포츠 활동 참여시간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이후 다년간의 실행을 거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을 바라

보는 시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2012)는‘2012년도 학교스포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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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배려, 페어플레이, 리더십과 같은 창의‧인성적

인 학교스포츠클럽 명칭을 사용할 것과 대회를 승리 위주가 아닌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부(2017)는‘201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학생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배려심, 협동심, 교우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인성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최의창, 안양옥, 이옥선(2014)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교사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스포

츠클럽의 지도 주안점 중 인성 함양에 대해 96%가 ‘중요하다’고 답

하였으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79.6%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

을 찾아볼 수 있다(차은주, 2013, 박윤혁, 2014, 최의창, 박정준, 

2011).

  즉, 학교스포츠클럽은 초기 5년간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이라는 목

표를 추구하였으나 대략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

과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변화는 학교스

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학생들의 참여율 확대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2012년 7월에는 교

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하면서 교육과정 외에 운영되

고 있던 학교스포츠클럽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도입하여

(오대균, 2014)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를 의무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부와 연구자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발

달을 강조하고 연구하였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인

성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다니엘과 임수원(2014)은 학

교스포츠클럽이 승리 지상주의와 결과주의에 빠져 대회의 성적 위주와 

경쟁적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홍남(2018)은 초등학교 여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속에서 서로 비난하는 문화로 인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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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학교 체육 정책이 내실화 단계에 진입하

지 못하고, 양적 확대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진연경, 2015)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학생의 등록률, 예산 투자와 같은 양

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운영하는 것은(오대균, 2014) 학생들의 의무적 

참여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양지석(2013)은 학교가 교육청에서 설정한 학교스포츠클럽 학

생 등록률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

시키고,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존재하는 클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러

한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진 정책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학교스포

츠클럽의 조건이자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충효, 

2010). 즉, 학교스포츠클럽의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양적 결과로 실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함양

과 질적으로 올바른 스포츠 체험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

를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인성 함양과 전인적 성장

이라는 목적이 모호해지고 양적인 확대에만 치우쳐져 질적인 성장을 놓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

을 가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스

포츠클럽을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전인 교육적 운동소양 개념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본래 리터러시(literacy)라는 용어는 “문해력”이라고 해석되는 단어

로서 글을 읽고, 쓰는 기능을 뜻하였다(최의창, 2011; 채향순, 2015). 

하지만 최근에는 리터러시가 어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자질과 능력, 

즉“소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용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체육 분야에서도 소양으로서의 리터러시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영국의 

체육교육학자 Whitehead(2007, 2010, 2013)의 “피지컬 리터러시

(physical literacy)”가 바로 그것이다. 그녀가 주장하는 피지컬 리터러

시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 “의욕과 자신감”(moti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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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그리고,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이며 체육교육의 핵심 목표는 사람들에게 피지컬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최의창, 전세명, 2011).

  국내에서는 최의창(2010b)이 화이트헤드의 피지컬 리터러시

(physical literacy) 개념을 한국의 교육에 맞게 재해석하여 “스포츠리

터러시(sport literacy)”라는 운동소양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

하는 스포츠 리터러시는 운동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나 상태를 뜻한다(최의창, 

2010b). 스포츠 리터러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운동의 기본 동작과 기술

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실천해내는 “운동능”과, 운동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이해하고 운동능의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운동지”,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사랑, 열정, 인내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가지

고 있는 심성적 자질인 “운동심”으로 구성된다(최의창, 2010b).

  화이트헤드의 피지컬 리터러시와 최의창의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은 모

두 신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부분의 향상까지 아우르며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 즉, 스포츠 리터러시는 능 ․ 지 ․ 심의 전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의 측면을 추구하는 것이다. 학

교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포

츠를 올바르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실행하며 스스로 해석하고 때론 만들

어낼 수도 있는 총체적 능력과 심성(최의창, 2013a)을 지속적으로 길러

주어 생활 체육으로의 진입과 전개를 위한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이

다.

  스포츠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먼저 최의창, 전세명(2011)이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 체육의 목적을 재검토하며 운동 소양의 개념을 제

시한 바가 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스포츠 리터러시는 운동소양이라

는 이름으로 초등 체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문경남, 2017; 

구본희, 2019; 최재영, 2019). 중등 체육 분야에서는 한유정(2017)이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운동소양 함양과, 정원석

(2018)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운동소

양 함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종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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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는 이성희(2018)의 읽는 골프를 통한 골프 소양의 함양에 관

한 연구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모두 스포츠 리터러시를 전인교육을 

위해 통합적으로 길러야 할 자질로 설명하였으며,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방법으로 인문적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스포츠

클럽을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운동소양을 함양시키는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포괄적 개념인 스포츠 리터러시를 배구 종목으로 

초점을 맞추어 “배구 리터러시”라는 구체적인 운동소양을 제시하고 이

를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는 스포츠 리터

러시라는 개념을 종목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실제 현장에 접목하는 첫 시

도이며, 종목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체육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를 이

해하고 적용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학교체육 분야와 스포츠클럽 종목 중 인기가 많

은 배구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많은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

는 교사들에게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나아가 정규 체육수업, 동

아리 활동, 토요 스포츠데이,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전반

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배구 스포츠클럽 활동 중 배구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

고,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배구 리

터러시가 함양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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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첫째,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

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배구 리터러시의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u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 학생들이 자

율적으로 결성하고 운영하는 스포츠 조직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동일 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로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5회 규칙적으로 한 

가지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u 배구 리터러시

  배구 리터러시는 최의창(2010)의 운동소양 개념인 “스포츠 리터러

시”를 연구자가 배구 종목에 맞게 구체화 시킨 것으로, 배구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기본 자질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배구

능, 배구지, 배구심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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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 배구 스포츠클럽 참여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른 학교급이나 지역의 학생들에

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다루는 종목은 ‘배구’이므로, 다른 스포

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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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스포츠클럽

 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중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동일학교 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교

육부, 2015d). 허현미와 김선희(2007)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인의 성

별이나 능력, 지위 등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며, 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교육청에 

등록하고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는 체계적인 조직이라

고 정의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생활 체육의 일반적 스포츠 조직의 개념을 학교체육

에 도입한 것(전정선, 2012)으로, 교육 당국은 과거 방과 후에 행해지

던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체육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국가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교육인적자원

부, 2007a). 권민정(2012)은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흩어

져 존재하던 각종 체육 활동들을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으

로 구조화하고 조직화한 것은 학교체육 관련 정책 중 주목할 만한 성과

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인성교육과 학교폭

력 예방 목적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이명환, 

2016), 2012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하면서 교육과정 외에 운영되고 있던 학

교스포츠클럽을 추가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도

입하였다(오대균, 2014). 이렇게 생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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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던 ‘학교스포츠클럽’과 비슷한 명

칭으로 인해 많은 혼동을 야기하였다. 

  이후 교육청은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으나 아

직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혼용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부’는 같은 학교 내 체육활동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과 다르

게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인으로 성장시키는 활동이다(변영

수, 2017). 학교 체육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그리고 ‘학교 운동부’는 서로 운영 방법이나 대상 등에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차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명칭 운영 방법 대상 특징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 후, 일과
시간 전, 주말 
시간 등을 이
용하여 운영

희망하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이수시간, 
특기 사항 입력(17시간 이상 
참여 시 입력. 2019학년도 
중1부터 17시간 이상도 특
기 사항 입력하지 않음.)
∙교내 및 대교 경기 참여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

정규 교육과정 
속에 편성하여 
운영

전체 학생

∙학년별 연간 34~68시간, 3
년간 총 136시간 운영, 매 
학기 편성
∙이수시간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 특기 사항 입력

학교 운동부

해당 스포츠에 
재능 있고 관
심 있는 학생
들을 모집하여 
운영

학생 선수
(대한체육회 

등록)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
육회, 교육청 중심의 대회 
출전

<표 1> 학교 내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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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진연경(2015)은 우리나라 학교체육 정책의 변천 과정을 학교체육 정

책 태동기(1876~1913), 억압기(1914~1945), 수립기(945~1960), 

전개기(1961~1979), 침체기(1980~2002), 그리고 도약기

(2003~2007)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중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 

정책 도약기에 도입된 정책으로, 이후 학교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건강 증진 종합계

획’발표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그해 7월에‘학교스포

츠클럽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이 도입된 첫해에 학

생 등록률은 8.1%였으며, 2008년 17.1%, 2009년 27.4%, 2010년 

37.6%, 2011년 45%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도에는 84.2%로 급

격하게 증가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의 양적 확대에 성공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적 발판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시작이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

회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시작된 다음 해 2008년도부터 개최되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교육지원청과 권역별 대회에서 선발된 학교 팀이 시․
도교육청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이 대회에서 선발된 팀이 전국대회의 

출전 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

육관광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는 10종목이던 2011년까지의 학교스

포츠클럽 대회를 2012년부터 20종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매년 

개최되어 2019년에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맞이하였다.

  두 번째로, 학교체육 진흥법의 등장이다. 2012년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률이 급증한 이후 2013년에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학교스

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학교체육진흥법 제 10조를 요약하자면,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

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 개정을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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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학교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

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

여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을 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체육 탭의 

학교스포츠클럽 관리를 통해 활동 누가기록과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의 활동 시간과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 활동란에 기재되어,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에 반영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로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하였다(이용식, 남

윤신, 2011).

  이처럼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스포츠클럽의 

생활기록부 반영은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발판

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학교스포츠클럽에 관한 정책이 등록률을 높이

고, 예산을 투자하는 등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져 있으며(오대균, 2014), 

이로 인해 내실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현실이다(진연경, 2015).

 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기능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스포츠 종목

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기대할 수 있

다(신성수, 김준, 2017). 허현미와 김선희(2007)는 학교스포츠클럽 운

영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과 기능을 

<그림 1>과 같이 요약하였다. 그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개인적 측면에서 건강 증진의 역할, 교육적 측면에서 스포츠기술 

발달 및 스포츠 문화체험, 리더십 및 공동체 학습, 그리고 문화적 측면

에서 여가 문화 공간 제공이 있다고 제시하였다(허현미, 김선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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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 증진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입 배경 중 가장 중

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건강 체력 증진이다. 입시 위주

의 교육과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며 급격한 비만율의 증가와 체력 저하가 발생하였다. 교육인적자

원부(2007b)의 한국체육 보건 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격은 과거와 비교하여 커졌지만, 체력과 생활 패턴은 점점 

악화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과 성인병 등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 저하라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체 활동량 증가가 필요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림 1>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기능(허현미, 김선희, 200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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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 의해 학교스포츠클럽 제도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기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성근, 

2019). 신상규(2016)는 아침 신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

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등이 감소하였으며, 근육

량은 증가한 가운데 체지방률과 BMI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채창목, 김영식(2015)은 학교스포츠클럽 중 주 3회 운영한 스

포츠클럽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 건강 체력이 향상되

었음을 밝혔다. 또한 양은혜(2005)는 스포츠 참여 기간과 그 빈도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하였

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도입된 후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증가 추세이던 초․중․고등

학생들의 비만도는 2014년 소폭 감소하였다(교육부, 2015c). 신성수와 

김준(2017)은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이 학교스포츠클럽이 

2007년도에 도입되어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

의 영향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스포츠기술 발달 및 스포츠 문화체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체육 시간에 배운 스포츠의 기초 기술과 지식 

등을 실제성 있는 환경에서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

공한다(신성수, 김준, 2017). 정규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

츠 경험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통 일 년 동안 3~6개 정도의 종

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학생들은 체육수업 중 한 가지 

종목을 1~2개월 정도만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학교 수업으로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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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스포츠 활동을 관심 종목을 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

면 한 종목을 깊이 있게 일 년 동안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급 내, 혹은 학교 내의 체육활동을 넘어 학교 간 경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기술과 전략 등을 발달

시킬 수 있으며 스포츠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평생 체육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유정애, 김선희(2007)는 스포츠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문화 중 하나

로, 학교체육 중 스포츠 문화 교육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여러 스포츠에 지속해서 참여하

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경쟁과 승리에 집중되었으며, 학생 선수 

육성이 목표인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진

정한 스포츠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이명환, 

2016).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신체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측면을 향유

(유정애, 김선희, 2007)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 리더십 및 공동체 학습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화를 경험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준비하게 된다(최형임, 문영경, 2013). 하지만 최근 청

소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호자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형성하

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신성수, 김준, 

2017). 스포츠 활동 속 많은 상황은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며,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게 해주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스포츠 문화는 학생들이 활동적 

생활 방식과 스포츠기술의 습득, 팀의 일원으로서의 행동, 그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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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달 및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갖추게 해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최윤수(2019)에 따르면 친 사회적 행동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개인 혹은 타인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위요인으로는 

도움주기, 친절하기, 공감하기, 협력하기 등이 있다. 그는 청소년들의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인과 타인

에게 이득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친 사회적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동안 학습

자로서 가져온 피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권순용, 2010). 스포츠클럽 활동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갈등을 이

겨내고 서로 배려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학습할 기회가 될 것이며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구성원과 그 

전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줄 것이다(김선희, 허현

미, 2008).

 

4) 여가 문화 공간

  현대 사회에서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성취와 창조

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자아실현

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김현준, 김창범, 변재경, 고영민, 1999). 

하지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재와 학업에 대한 무한 경쟁 속에서 

부족한 시간 그리고 부족한 공간들로 인해 지금의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을 즐기기 힘든 상황이다(허준, 이윤호, 2012). 

  게다가 시간과 공간, 접근에 대한 제약이 적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인터넷게임에만 몰입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 따르면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청소년의 96.4%가 인터넷게임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교스포츠클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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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이기봉, 박일혁, 진성룡(2014)은 청소년기

에 스포츠 활동 특기 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 정서행동발달에 

효과가 있으며, 걱정과 불안, 우울감 및 무기력감 등을 감소시키고, 게임

중독 성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김선택(2013)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

우고 일탈 행동에 대해 가장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책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최형임과 문영경(2013)은 여가 중 스포츠 활동과 봉사활동 등

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속해서 풍족하게 만

들어주고 삶의 만족감을 키워줄 수 있다. 

라.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

  

 1) 정책적 한계점

  앞서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률이 2012년 84.2%가 되어 양적 확대에 

성공하였음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80%가 넘는 학생들이 자발

적이고 지속해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양지석(2013)은 교육청에서 목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등록률을 설

정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

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 가입되어있는 

클럽도 많다고 하였다. 이상진, 김옥환, 장완석, 이원배, 김대광(2011) 

또한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에 치우쳐진 정책은 학생

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조건이자 본질, 그리고 목표에 

어긋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권충효, 2010).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입학사

정관제 등을 통해 입시에 반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입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기실적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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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시에 

활용된다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게 된 학생

이 학생 선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단절되어있다. 이미희(2011)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한 선수양성 가능성에 대해 선수양성과 학교스포츠클럽

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일반학생과 학생 선수 간의 운동량의 차이를 극

복하기 어려우며, 배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의 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학교스포츠클럽이 초기 정책의 방향과 다르게 입시와 

학생 진로 탐색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육적 운영의 문제점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은 초기 학생 건강 체력의 증진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

육관광부(2012)는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계획’에서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명칭을 배려, 페어플레이, 리더십과 같은 창의․인성

적으로 사용할 것과 대회를 승리 위주가 아닌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부(2017)는 ‘201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참여 학생의 만

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배려심, 협동심, 학교적응력 및 교우 

관계 등 긍정적인 인성 변화를 확인하였음을 보도하였으며, 추가로 긍정

적 변화 사례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함양을 추구하기 위한 노

력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성적 위주, 과도한 경쟁

적 구도로 운영되어 그 목적이 모호해지고 있다(김다니엘, 임수원, 

2014).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 편법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로부

터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고 있다.

  첫 번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일탈이 야기되고 있다. 학교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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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대회 시 지도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어 부정선수 출전, 지도자 간의 

갈등, 심판 판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 그리고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수

업 결손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김다니엘, 임수원, 2014).

  두 번째,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 가치관과 경쟁적 구도는 학생들 간의 

비난이나 심판 판정에 대한 불복 및 과격한 반발로도 이어져 참여 학생

이 좌절감을 느끼고 나아가 활동을 기피 하는 현상까지 확인되고 있다. 

김선정, 임성철(2018)에 의하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질책과 비난으로 인해 학생 심판들이 후회와 좌절감을 가진 경험이 

있었다. 또한 한홍남(2018)은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속에서 서로 비난하는 문화로 인해 학교스포츠

클럽 참여를 기피 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밝혀 교육적 운영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3) 환경적 어려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환경적 어려움으로는 먼저 학부모들의 부정

적 인식이 있다.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을 교육과정의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곤 한다(권충효, 

2010).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시간을 쏟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양지석, 2013), 

실제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학부모들의 권유로 활동을 그만두

는 경우가 많다(최수석, 2009).

  두 번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 교사와 학교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길성민, 홍은아, 

김영미, 2017). 일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은 학교 내의 체육 

교사가 맡고 있다. 교사는 일주일에 최소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학생들

을 지도하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여 주말에는 대회에 

출전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의 매 활동시간과 활동내용을 나이스에 

작성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에 학교 내에서 학교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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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클럽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해 업무적인 배려와 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길성민, 홍은아, 김영미(2017)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스포츠클럽

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리그 참여의 어려움 1순위가 ‘업무량

의 증대(70.7%)’이며, 2순위가 ‘개인적 여가의 부족(68.1%)’으로, 

교사들이 적절한 업무와 업무의 분담을 위해 인력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학교스포츠클럽은 지도자의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 구

성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최수석, 

2009)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종목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

수 과정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이상진 외, 2011).

  이 밖에도 부족한 체육 시설과 시설 이용의 제한(양지석 2013; 이상

진 외, 2011), 그리고 예산과 활동시간 확보의 어려움(이미희 2011) 

등은 학교스포츠클럽의 환경적 어려움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학교스포츠

클럽의 양적 확대 이후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 학

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추가적 예산을 지원하는 등 환경적인 어려움을 줄

이고자 하지만 아직 충분한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마.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교스포츠클럽 연구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에 관한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시작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

츠클럽의 목적을 재검토하여 전인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과정을 탐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과 학

생들의 인성, 전인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논문들의 

대상과 연구 방법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인성이란 커다란 의미로 ‘바람직한 인간의 성향’(추병완, 200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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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근철(1996)은 인성의 넓은 의미로“지·덕·체 또

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이라고 하였으며 좁게는 도

덕성과 사회성, 정서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인성 교육 설문 조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성이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인성 교육의 핵심요소는 “소통능력, 봉사 정신, 갈등

관리능력, 배려, 규칙준수, 타인존중, 관용,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학교스포츠클럽’과 함께 ‘인성’, ‘전인’

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하고 2차 선별하였다. 이 중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선별하였으며,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연구도 

제외하였다. 스포츠클럽이 등장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스포츠

클럽과 학생들의 인성, 전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62편으로, 그중 교육과

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된 연구 17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5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2> 은 학교스포츠클럽과 인성, 전인과 관련된 논문 45편

의 목록이다. 45편의 논문 중 28편의 논문은 양적 연구(안경철, 2006; 

박소정, 김영재, 차은주, 2015; 서광호, 정구인, 2009; 신성수, 김준, 

2017; 진광호, 2010)로 진행되었으며, 13편의 논문이 질적연구(정지형, 

2014; 오대균, 2014; 김영남, 2017; 이대중, 김대진, 2018) , 4편의 

논문이 이론연구(정문태, 2017; 남중웅, 2012; 이세환, 유재두, 2014; 

유미성, 송윤경, 김지영, 이정아, 양혁인, 전용관, 2016)로 구성되었다.

저자 년도 제목

1 안경철 2006
초등학생의 스포츠클럽 참가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2
서광호, 
정구인

2009
초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특성과의 관
계

3 김기철 2010
학교 농구스포츠클럽에서의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실천과 학생변화

<표 2> 학교스포츠클럽과 인성, 전인성 관련 선행 연구



- 21 -

4 진광호 2010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5 남중웅 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

6
어희정, 
여정권, 
이주욱

2012
초등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국민건강체조 활동의 교육
적 의미 탐색

7
김선희, 
권민정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경험 탐
색

8

권민혁, 
정영린, 
이용식, 
허현미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9 차은주 2013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효과성 탐색

10 김상윤 2014
인성 교육을 위한 축구클럽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연
구

11 박소정 2014
중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관여에 따른 인성
과 공감과의 관계

12 오대균 2014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학교 
우수사례 질적 분석

13
오대균, 
이기대

2014
학교스포츠클럽 우수 운영 사례를 통한 교육적 운영 
특성, 효과 및 요인 탐색

14 윤종오 2014
초등학생 고학년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가 인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

15
이세환, 
유재두

2014 무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고찰

16 정지형 2014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학교 부적응아
의 인성 및 생활지도 연구

17
최의창, 
안양옥, 
이옥선

2014
전인적 청소년 육성 관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운
영 현황 및 효과 분석

18
차은주, 
김영재

2014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스포츠 인성 차이분
석

19 한덕규 2014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창의성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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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문수, 
곽은창

2015
학교 스포츠클럽 참가 초등학생의 성과 스포츠인성
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

21
고영선, 
김선응

2015
여고생의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가 자아개념 및 사
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22 김현수 2015
학교 스포츠 클럽 참가와 종목별 유형이 초등학생의 
스포츠맨십에 미치는 영향

23 김홍근 2015
중학교 스포츠클럽 참여가 창의, 인성 및 학습태도
에 미치는 영향

24
김효중, 
김영재, 
차은주

2015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관여에 따른 인
성과 공감과의 관계

25
박소정, 
김영재, 
차은주

2015
청소년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인성과 공감
의 관계

26 김상우 2016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동기가 창의성과 인
성에 미치는 영향

27 김재훈 2016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셀프리더십 및 인성발달
에 미치는 영향

28
문호준, 
이승희

2016
인성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우수사
례 연구

29 박경석 2016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지각된 학습 환경과 소속감 및 
인성변화 간의 구조적 관계

30

유미성, 
송윤경, 
김지영, 
이정아, 
양혁인, 
전용관

201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 
학교생활만족도, 생활·학습태도의 관계: 체계적 문헌
고찰

31 이재형 2016
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인성특성 
및 도덕적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32 이현희 2016 스포츠 클럽활동참여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33 정혜영 201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34 김기수 2017
토요스포츠클럽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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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스포츠클럽과 인성, 전인성 관련 연구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

림 2>와 같다. 2007년 학교스포츠클럽이 등장한 이후로 2011년까지는 

총 4편의 논문으로, 연구가 미비하였다. 2012년,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

이 인성 함양과 전인적 발달로 변화하면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4년 10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12년 학교스포

츠클럽의 등록률이 급증하여 양적 확대에 성공하였으며, 2013년 학교체

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학교스포츠클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의 영향

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5 김영남 2017
하나로 수업 모형의 고등학교 태권도 교육 현장 적
용을 통한 전인교육 가능성 탐색

36

박태인, 
조정형, 
차은주, 
김영재

2017
다층 모형을 활용한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관계 분석

37 변영수 2017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미
치는 영향 연구 :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를 중심으
로

38 백찬 2017
예비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인성 및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9
신성수, 

김준
2017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고등학생의 인성 및 공감이 회
복탄력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40 이승범 2017
홀리스틱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증적 연구

41 정문태 2017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의의

42 오이경 2018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가가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A중학교를 중심으
로

43 이대중 2018 인성 변화가 엿보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44
이대중, 
김대진,
張令

2018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스포츠인성 수
준의 변화와 변화기제 탐색

45 임현규 2018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들의 사회성이 인성발달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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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2013년~2014년의 특징은 13개 연구 중 4개 연구(김선

희, 권민정, 2013; 권민혁, 정영린, 이용미, 혀현미, 2013; 이세환, 유재

도, 2014; 정지형, 2014)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생

활지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

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이명환, 2016) 교육과

학기술부가 교육과정 외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스포츠클럽을 추가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입한 것(오대균, 2014)

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과 인성, 전인성 관련 선행 연

구들의 유형을 보면, 양적연구가 62.2%로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도 학

교스포츠클럽 참여가 인성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9편

(고영선, 2015; 김현수, 2015; 고문수, 곽은창, 2015; 김기수, 2017)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적 요인의 관

<그림 2> 학교스포츠클럽과 인성, 전인성 관련 선행 연구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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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피는 연구가 8편(김효중, 2015; 박소정, 2014; 서광호, 정구인, 

2009)으로 많았다.

  하지만, 양적 연구와 비교하여 질적 연구와 이론 연구가 확연하게 적

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질적이고 심층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부

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3편의 질적 연구 중 4편(김기철, 2010; 

차은주, 2013; 김영남, 2017; 정지형, 2014)만이 인성 함양을 위한 학

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과정을 탐구하는 실행연구이다. 

따라서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인 인성 함양과 전인성 발달을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과정을 살피고 효과적인 방법을 현실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학교스포츠클럽과 인성, 전인성 관련 선행 연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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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리터러시

 가. 전통적 리터러시

  전통적으로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로 되어있는 기록물을 해석하여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현아, 2019 ; 

전재희, 2010). 또한,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문해력”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로서, 글을 읽고 쓰는 기능을 뜻하기도 한다(최의창, 2011; 채향순, 

2015). 과거 문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문해는‘문맹퇴치시절’의 

‘이름 석 자 쓸 정도’ 또는 ‘간단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점점 그 기준이 높아져 UNESCO는 문해를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이희수 외 2002; 김혜민 2013

에서 재인용). 즉, 리터러시는 언어를 이용한 소통과 관련한 개념으로, 

문자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읽으며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다.

  문해력 개념의 리터러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는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전재희, 2010) 다양한 분야에서 응

용되어 사용되었다. 첫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과학의 발전에 따

라 새롭게 등장한 전달 매체인 뉴미디어에 관한 리터러시이다. 이는 디

지털 공간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는 “디지털 리터

러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이숙정, 양정애, 2017), 새로운 형태의 매

체를 통한 메시지에 접근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

력이다(김현아, 2019).

  두 번째로 보건 분야에서는“헬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헬스 리터러시는 인지적이면서 사회적인 기술로,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Nutbeam, 1998).

  세 번째로 “비주얼 리터러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해력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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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가 응용된 것으로, 주로 미술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비주얼 리터러시란 시각적인 능력에 관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사물, 상징 등을 분별, 해석,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

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Debes, 1969).

  문화예술 분야 중 무용에서도 문해력과 관련된 “댄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Bucek(1998)은 댄스 리터러시를 무보를 기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강조하였다. Dils(2007)는 댄

스 리터러시를 춤을 읽고, 쓰고, 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으로 설명하며,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함께 무용과 관련된 기술, 지식, 감수성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 방송 분야에서 문해력과 관련된 리터러시 개념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에 접근하여 사회적으

로 일어난 일을 인지하고, 뉴스를 쓰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2018). 이처럼 본래 리터러시는 언어적인 능력에 관한 개념으

로 통용되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관한 

개념으로 적용되어 사용되어왔다.

 나. 소양으로서의 리터러시

  전통적인 리터러시의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쓰는 문해력의 의미를 지니

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자질과 능력, 즉 “소양”이

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최의창, 전세명, 2011). 그동안 다양

한 분야에서 문해력의 의미를 가진 리터러시 개념을 사용했던 것 같이, 

소양의 의미를 지닌 리터러시 개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기

도 하였으며, 또는 문해력의 뜻을 가졌던 단어가 소양의 범주로 확장되

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무보를 기록하고 이해하는 능력(Bucek, 1998) 또는 춤을 

읽고 쓰고 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Dils, 200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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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해력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되던 “댄스 리터러시”가 있다. 댄스 

리터러시는 이후 소양으로서의 리터러시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개념으

로 확장되었다. Hong(2000)이라는 뉴질랜드의 학자에 의해 춤의 기능

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춤이 가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같이 소양을 기르게 해주는 무용 수업이 “댄스 리터러시”라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의창(2011)이 최초로 댄스 리터러시에 관

하여 언급하였는데, 그는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을 실제로 행할 수 있고, 

머리로 알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나 상태라고 정의하

였다.

  “뉴스 리터러시”도 단순히 뉴스에 접근하여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해력 개념의 리터러시에서 전반적인 소양을 뜻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

다. 이숙정, 양정애(2017)는 뉴스 리터러시를 자신에게 유용한 뉴스를 

선별하고 이를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 활동 또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뉴스를 공유하고 생산하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가지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적 리터러시”는 좁은 의미로 한 개인이 문화에 참여하고 적응

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다(김현아, 2019). 서보영(2014)는 문화적 리

터러시란 한 개인이 과거와 현대의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다양한 문화

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이며, 사회 문화적 의사소통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지식, 즉 

소양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헬스 리터러시” 또한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이라는 좁

은 의미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총체적 개념(Belacasro & Ramsaroop-Hansen, 2017)으로 확

장되었다. 국내에서 백승현(2018)은 헬스 리터러시를 건강 소양의 개념

으로 제시하였으며, 평생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능 ․ 지 ․ 심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체육교육에서 건강 소양 함양의 목적을 ‘건강한 삶에 

대해 잘 알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을 실천할 수 있으며, 건강의 가치

를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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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비주얼 리터러시”는 문해력의 개념에서 시각적인 정보 

습득과 이해, 그리고 소통을 넘어서 창조적으로 비주얼 리터러시를 활용

하고 일상생활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전재희, 

2010)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지컬 리터러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는 체육교육 분야에서 소양의 의

미를 지니고 새롭게, 그리고 돌풍처럼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영국

의 체육교육학자인 Margaret Whitehead에 의해 1993 호주 멜버른에

서 열린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 and Women Congress에서 처음 제시되었다(한유정, 

2017). 

  Whitehead(2013)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일생동안 신체활동에 지속적

으로 참여하기 위해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 “의욕과 

자신감”(motivation and confidence),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본

래 현상학과 실존주의로부터 발전되었으나 최근 들어서 인지주의 심리학

과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다

(신기철, 2011). 

  Whitehead(2010)는 체육교육에서 피지컬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체육교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피지컬 리터러시에 초점을 

두었을 때, 더욱 열정적인 교육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또한, 미

국의 SHAPE(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는 국가교

육과정 문서 속 체육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Physically educated 

person”에서 “Physically literate person”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한유정, 2017). 이처럼 피지컬 리터러시는 최근 체육교육에서 가장 주

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체육교육을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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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문경남, 2017).

  UNESCO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학습자가 체육교육의 결과로 기능

(skills)과 지식(understanding), 그리고 자신감(confidence)를 갖추게 

되어 평생 체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Paul 

& Lynn, 2015). 즉, 피지컬 리터러시는 신체적 능력과 함께 의욕, 자신

감, 지식, 이해 등을 모두 강조하는 개념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전인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경

남, 2017). 또한, 체육 분야에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된 것은 스포

츠와 운동을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 활

동으로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최의

창, 2018).  

 

 라. 스포츠 리터러시

  

  최의창(2011)은 화이트헤드의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 

개념을 우리나라 교육 정서에 맞게 재해석하여 ‘스포츠 리터러시

(sports literacy)’라는 운동 소양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운동 

소양을 스포츠를 올바르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스스

로 해석하고 때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총체적인 능력과 심성이라고 설명

하였다(최의창, 2013a). 즉, 스포츠 리터러시는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

으며,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정원석, 

2018).

  최의창(2013a)은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 중 운동을 몸으로 직접 하는 

것을 ‘운동능(運動能)’,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운동지(運動智)’,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운동심(運動心)’이라는 각각의 용어로 표현하

였다. 지 ․ 덕 ․ 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목표인 전인교육(최의

창, 2009; Laker, 2001)에 빗대어 보면 운동능은 지 ․ 덕 ․ 체 중 체

(體)에, 운동지는 지(智)에, 그리고 운동심은 덕(德)에 해당한다(백승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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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설명하자면 운동능은 어떤 종목의 기본 동작들이나 기초 기술

들을 통해 운동을 스스로 실천하거나 신체적으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적 재능을 뜻한다. 둘째,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와 지식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과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셋째, 운동심은 운동에 대한 사랑, 열정, 인내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뜻한다(최의

창, 전세명, 2011).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구분되어 함양되고 발휘되지만 서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배구라는 스포츠로 예

를 들어보겠다. 배구의 스파이크 기술을 배운 사람은, 더 잘 구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파이크의 과학적인 원리와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이렇게 배구의 스파이크에 대해 깊게 알게 되면, 배구를 하고 

싶은 마음 즉 열정이 강해지게 되고, 이 열정적인 마음은 배구에 더 열

심히 참여하게 해줘 높은 운동능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또한, 배구의 운동능을 기르기 위해 기술연습만 하고, 운동지를 기르

기 위해 공부만 하며, 운동심을 기르기 위해 경기를 관람하기만 하는 것

은 소용이 없다. 배구 기술을 구사하고, 원리를 공부하고, 경기를 관람하

는 것을 한 번에 체험하였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운동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즉,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이라는 세 가지 차원은 서로 연계

되고 통합적인 관계이며, 세 가지 구성요소를 길러주는 방안을 통합적으

로 적용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운동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이처럼 전인적 성격을 지닌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은 체육교육의 목표

로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며, 문경남(2017)은 체육교육의 목표와 피지컬 리터러시, 

그리고 운동 소양인 스포츠 리터러시의 관계를 <그림 4>를 통해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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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의창(2018)은 운동소양이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김으로

써 자신과 타인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인 ‘운동향

유력(運動享有力)’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운동소양이 

정적인 상태라면, 운동향유력은 동적인 상태로, 운동소양을 기른 사람은 

운동 향유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최재영, 2019). 운동향유력 또한 

능향유, 지향유, 심향유의 차원으로 발휘되며, <그림 5>을 통해 운동소

양과 운동향유력의 관계를 알 수 있다.

< 그림 4 > 체육교육의 목표(문경남, 2017, p.11)

<그림 5> 운동소양과 운동향유력의 관계(최재영, 201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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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방법

  Figley(1984)는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몸 하나만 가지고 임

하지 않고 몸, 마음, 느낌, 태도, 가치와 같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온

다고 하였다. 과거 체육교육은 기능(skill)만을 다루는 단편적인 방법으

로 이루어졌었으나, 지금의 체육교육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통합된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유정애, 2009).

  앞서 학교스포츠클럽에 관한 내용을 통해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목적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에서 인성 함양과 전인교육으로 변

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은 

전인교육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운동기술을 배우고 경기 활동을 하는 

전통적인 실기 위주 방법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패러

다임은 전인교육이라는 이론적 목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

게 실현할지에 대한 방법적 논의를 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학

교스포츠클럽의 패러다임이 구체적인 전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앞서 학교체육 수업 분야에서는 이미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전인교육이라는 목표와 수업 내용과 방법 간의 괴리를 문

제 삼았다.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인 전인교육을 실현하

고 체육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결

과 ‘융합적 체육교육’이라는 전인교육을 위한 대안적 방안이 제시되었

기에 본 장에서는 융합적 체육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방법이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융

합적 체육교육의 한 가지로 인문적 체육교육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 리터러시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로써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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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합적 체육교육

  ‘융합’이라는 단어는 ‘통합’이라는 단어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써 

신체와 인지와 정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통합되고 이를 넘어 

새로운 지식이나 학문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김경화, 장기

범, 2015). ‘융합 교육’은 시대가 변화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사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자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융합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

는 수학 과목을 공학이나 기술, 예술 등과 접목하여 가르치는 교육으로,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인 사

고(STEAM Literacy)와 실생활 속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체육교육에서도 융합적 수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박혜연

(2016)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원리를 적용한 대학교양체육 프로

그램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댄스스포츠수업을 과학, 

기술, 철학, 문학, 영상, 음악, 미술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여 접근하며, 

스토리텔링, 감상, 발문, 탐구, 토론, 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

였다. 정원석(2018)은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운동소

양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 미술, 사진 등과 같은 예술

적 요소와 융합된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운동소양 함양과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써 융합적 체육

교육 중 ‘인문적 체육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문적 체육

교육은 다양한 서사적인 방법으로 체육에 접근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활용한 체육수업모형에는 ‘하나로수업모형’이 있다. 

나. 인문적 체육교육

 최의창(2013a)은 운동소양의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이라는 세 가지 



- 35 -

요소가 함양되고 운동향유력의 능향유, 지향유, 심향유라는 세 가지 형

태가 충분하게 발휘되려면 운동을 인문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고, 이해하

고,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해

서는 ‘인문적 체육교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전인체육론의 범위 안에서 전인성을 회복시키고 기

르기 위한 교육 방법이며, 체육활동을 기능적 부분만이 아니라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를 통해 배우는 교육 방법

이다(최의창, 2001). 다시 한번 배구를 예로 들어보자. 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배구의 규칙을 잘 알고 배구 기술을 잘 구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

니다. 최의창(2001)은 스포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신”이라고 부

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배구의 정신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단순히 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는 배울 수 없다. 배구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배구를 소재로 한 영화, 글, 그

림, 조각 등을 감상하거나 유명한 배구 선수나 감독들의 자서전을 읽고 

배구의 참된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인문적 

방법과 직접 배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배구 경기에 실제 참여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배구의 정신을 온전히 습득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최의창(2018)은 인문적 체육교육이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종교를 

통해 스포츠를 배우지만, 각각의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

니라, 서사적 체험으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6>는 그가 제

시한 운동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체육교육에서 직접 배구 운동기술과 전술을 배우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 즉 < 그림 6 >에서 ‘하기’에 해당하는 것을‘직접체험활동’이라

고 하며, 그림에서 ‘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배구를 소재로 그림을 그

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서사적, 인문적 

활동을 ‘간접체험활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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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도자의 몸집, 말투, 용모, 태도 등등에 담겨 배우는 이들에게 

깊은 자국으로 전달되는(Oakshott, 1967)것을 ‘간접교수활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간접교수행동은 가르치는 사람의 개인적 성향으로부터 만

들어지며 이 성향은 그 사람의 인문적 소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의창, 2009). 즉,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역

사, 철학, 문학, 예술, 종교를 쓰기, 읽기, 보기, 생각하기, 부르기, 느끼

기와 같은 서사적인 체험을 통해 배우는 인문적 체육교육 방법이 필요하

며,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의 인문적 소양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실천 방법으로, 하나로 수업 모형이 등장하였다. 

‘하나로’라는 단어는 수업 모형의 통합적 특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

칭이다(전세명, 2010). 하나로 수업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가 문화 활동

으로서 스포츠에 입문하여 ‘참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구체

적으로 네 가지의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6> 운동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최의창, 2018,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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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능과 지식과 태도를 하나로(그리하여 전인이 되도록).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그리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겪는 수업이 되도록).

셋째, 학교 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나로(그리하여 삶의 체육이 되  

      도록).

넷째, (능력, 성별, 생각이)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그리하여  

      모두를 위한 체육이 되도록)(최의창, 2010c, p176).

  하나로 수업의 내용은 운동을 잘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체험활동과 운

동을 잘 아는 것과 관련된 간접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체험활동

에는 운동기술과 전술을 연습하고, 시합에 참여하며, 심판을 보고 반성

일지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동작과 기술들을 분석하는 것 등이 있다. 

간접체험활동에는 스포츠의 인문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돕는 것들로 스포

츠와 관련된 음악을 감상하거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거나, 스포츠

와 관련된 시를 감상하고 직접 써 보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최의창, 

2010c). <그림 7>은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하나

로 수업의 내용을 보여준다.

  수업 내용에 따라 수업 방법 또한 직접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직접교수활동은 주로 기술, 전술, 규칙과 같은 기법적 차원

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수 행동들로, 직접 설명하기, 피드백하기, 시범 보

<그림 7> 하나로 수업의 내용(최의창, 2010,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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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질문하기 등이 있다. 간접교수활동은 목적을 가진 행동이 아니지

만, 교사의 어투나 유머, 열정, 용모 등으로 학생들에게 심법적 차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최의창, 2010c).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

정, 고운 말씨는 하나로 수업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간접교수활동이다

(윤기준, 2010).

  하나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터”와 “패”가 있다. 터는 배

움이 일어나는 공간을 말하며, 패는 배우는 학생들의 소그룹 모둠을 가

리킨다(최의창, 2010c). 하나로 수업에서는 협동의 참맛을 느끼고 타인

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해와 발견을 위해 반드시 패를 이루어 과제를 

수행한다(윤기준, 2010). 또한, 수업에는 “하기터”, “보기터”, “읽

기터”등 다양한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

다. 각종 터를 순환하며 다양한 서사적 활동을 접함으로써 인문적 체육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로 수업 모형은 기능 위주의 체육수업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 그

리고 체육교사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김낭규, 2010; 서장원, 2008; 배승범, 2009). 또한, 

하나로수업 모형을 통해 스포츠맨십과 창의성, 인성이 함양됨을 검증하

는 연구들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김낭규, 2011; 방은희, 2012; 백승수, 

박정준, 2012). 따라서, 하나로 수업은 정해진 체육수업 시간에 너무 다

양한 활동이 요구되어 목표가 모호해지고 학생들이 피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접체험활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점과 같은 한계(김혜영, 

2014)가 있음에도, 학교 체육교육에서 더욱 강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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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중학교 배구 스포츠클럽 활동 중 배구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하나로 수업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

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Denzin 

& Lincoln, 2011). 따라서 질적 연구는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되기 어렵

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효과적이며, 어떤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복합

적인 탐색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해석적 틀을 

제공하며, 연구 철학은 연구자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질문의 답을 분

석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Creswell, 2010). Creswell & 

Poth(2017)는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 패러다임으로 후기 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라는 네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하

였다. 그중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

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그 세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

는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해석적 틀이다(Creswell & Por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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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인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배구 리터러시가 

어떻게 함양되는지,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Creswell(2007)이 제시한 질적 연구방법의 다섯 가

지 접근인 내러티브(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

하고, 관찰, 면담, 시청각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하고 사례 주제

(case theme)를 보고하는 연구 기법이다(Creswell, 2015). 즉, 사례연

구는 한 가지 이상의 사례에 대해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유정애, 2004).

  사례연구에서 다루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는 개인부터 소집단, 학

교, 학군,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한유정, 2017). 본 연구에서

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을 하나

의 경계를 가진 사례로 선정하여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현상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교육 활동을 스스로 체계적으로 반성하고 탐구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실

행연구(action research)이다(이용숙, 김영천, 1998). 실행연구는 이론

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한 현장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김영천, 2013)

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직접 연구 참여자가 되어 지도교사로서 중학

교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을 실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반성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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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중학교 현장에서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

럽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과 그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중학교 학

교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연구 기간은 크게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결과 단계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틀을 구상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연구 

집필을 마치는 2020년 6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자세한 연

구 절차와 단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연구 절차와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의 선정과 연구 문제 설정, 그리고 연구 계

획을 수립하며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주제는 최근 체육 교육

계에서 소양(literacy)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스포

츠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고민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이후 운동소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운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로수업 등 통합적 

체육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실행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과

정 속에서 나온 다각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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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적적 표본추출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담당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중 연구 수행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중학생 7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자를 선정한 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15차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관찰과 현장일지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하고, 학생들은 프로그램 속 활동지와 일기 작성 등을 통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 과 Poth(2017)의 나선

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Kemmis

와 McTaggart(1988)의 실행연구 모형인 계획-실행-관찰-반성의 단

계에 따라 실행 단계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반성 후 재계획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해석하고 체계화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

서는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삼각 검증

법, 그리고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잘못된 해

석을 최소화하였다.

2. 연구 환경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의 한 중학교를 배경으로 진행되었

다. 총학생 수는 650여 명이며, 학급 수는 24학급으로 중규모의 학교이

다. 1974년에 설립되어 학교 시설이 다소 낙후되어있으나 과거에는 40

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교였기에 교실 개수와 운동장 크기 등이 여유로운 

편이다.

  학교체육 시설로는 야외에 흙 운동장, 인조 잔디 다목적구장, 농구장, 

80m 육상 트랙, 그리고 건물 옥상에 골프장이 하나씩 있으며, 실내 공

간에는 체육관, 탁구실, 체력 단련실, 무용실이 있다. 관내 학교 중 체육

시설의 다양성과 크기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학교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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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적다. 다

만, 최근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문제로 실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본 학

교의 체육수업과 활동들도 실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간적 

제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배드민턴, 배구, 농구와 같

은 실내 종목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연구 대상인 배구 스포츠클럽

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체육 활동 중에

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중 축구, 피구 학급 단위 스포츠리그와 연

말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배구 학급 대항전이 있다. 본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학급 대항전이 학교 전체 학생과 교사들의 큰 관심을 

받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

은 편이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연구자는 무용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여 동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있다. 현재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5년 차 교사이다.

  연구자는 배구를 통해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

활 속에서 배구를 좋아하고 향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체육 교과에서 배

구라는 스포츠 종목이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으며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러

한 생각을 실현하고자 대학원 수학을 통해 올바른 체육교육을 공부하였

으며, 배구 동호회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체육 교사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배구 지도 방법을 공유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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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의 중

학교 학생 7명(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구

체적으로 연구자가 지도하는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

서 유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선별하였다.

  연구가 수행되는 중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열이 높지 않아 학생

들의 학업 수준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기본적으

로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담당하는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15

명의 학생 중 7명의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

정은 서울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연구 모집 안내를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동의를 보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1차로 학생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관한 설명을 하며 동

의를 받았으며, 학부모(법정대리인)를 대상으로 2차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학생을 선정하여 <표 3>과 같이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름 성별 학년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생활에서의 특징

1 서책임 남 3
성격이 침착하여 모든 일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해냄

2 정열정 남 2 매사에 밝고 활달하며 성격이 유순함

3 김성실 남 2
친구들과 비교하여 배구를 접한 기간이 짧아 

자신감이 다소 부족함

4 김존중 남 2
성격이 유순하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함

5 오사랑 여 3
성격이 활달하며 평소 학교생활에서 자기주장이 

강함 

<표 3 >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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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프로그램 자문위원

  본 연구에서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육교육과 배구 전문가로부터 자문했다. 자

문위원은 총 2명으로, 첫 번째 위원은 경기도 P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 경력 19년차 체육 교사이다. 그는 25년간 생활 체육으로서 

배구 동호회 활동을 하였으며, 5년간 엘리트 배구팀 감독교사를 맡은 경

험이 있다. 또한, 그는 인문적 체육수업 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했

으며, 배구와 함께 체육활동을 인문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전국의 체육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 위원은 대학교 

엘리트 배구 선수 출신으로, 다년간 배구 동호회의 코치를 맡고 있으며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에게 배구를 가르치

고 있다. 다음 <표 4>는 프로그램 자문위원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름 특징

1 조백구
중등학교 체육교사, 인문적 체육교육 전문가, 배구 동호회 

25년차

2 최선수
대학교 배구 선수 출신, 배구 동호회 코치,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도

<표 4> 프로그램 자문위원 정보

6 박도전 여 2 성격이 활달하며 배구에 대한 열정이 강함

7 조협동 여 3 배구에 대한 열정이 크며 운동 기능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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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중학교 배구 스포츠클럽 활동 속

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로부터 연구에 관한 유용한 정

보를 받을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Cresswell & Poth, 2017)하였다. 이

후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 방법

을 활용하여 질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가. 개방형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배구 종목에 대한 일반적 생각 

및 경험 정도를 파악하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

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경험에서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조사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요구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의 주

요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범주 내용

학교스포츠
클럽 인식

◯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교스포츠
클럽 경험

◯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아쉬웠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있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5> 개방형 설문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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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층면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자료 수

집 방법으로, 면담 속에서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을 얻기보다 질문과 관

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

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2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형식은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연

구자가 작성해 놓은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하되 답변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Patton, 2002)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 참여자는 학생이란 점에서 면담 중 예측할 수 없는 유동적

인 답변을 연구 과정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Crewell & Poth, 2017) 교내 상담실이나 체육

배구 종목 
경험

◯ 학교스포츠클럽 외에 배구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얼마나 접하였나요?

◯ 프로 배구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인상 
깊었나요?

◯ 평소 배구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제일 하고 싶
은가요? 왜 그런가요?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운동능력과 운동지식 그
리고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골고루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요?

◯ 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보는 활동과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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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같은 분리된 공간에서 실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충분한 기록

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면담 중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사전 심층면담의 경우 개방형 설문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 분석과 학생의 배구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추가로 필

요한 부분을 질문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무

엇인지 질문하였다. 사전 심층면담의 질문은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경

험 및 인식, 배구 리터러시 함양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범주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사후 심층면담의 경우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

로그램 실행 후에 프로그램의 효과와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배구 

리터러시의 변화, 배구 리터러시의 전이, 그리고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사전 심층면담 주요 문

항은 <표 6>, 사후 심층면담 주요 문항은 <표 7> 과 같다.

범주 내용
학교스포
츠클럽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무엇을 배운 것 같나요?

배구 
리터러시 
함양 정도

배
구 
능

◯ 나의 배구 실력은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인가요? 그 이
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배구를 얼마나 
즐기나요? 어떤 방법으로 즐기나요?

◯ 배구를 할 때 나의 신체적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
구 

◯ 배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6> 사전 심층면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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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배구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 프로 배구팀과 선수, 경기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 배구 경기에 나간다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과 전
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배
구
심

◯ 평소 배구를 하는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이
야기해주세요.

◯ 배구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요?

◯ 배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환희를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프로그램
에 대한 

요구

◯ 배구를 몸으로 하고, 배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마음으로 느
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범주 내용

배구 
리터러시 

변화

배
구 
능

◯ 프로그램 이후 배구 기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변화된 
점이 있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기 실력이 늘었나요? 늘었다면 어
떻게 늘었나요?

◯ 배구 운동기술이나 경기 수행 중 나의 장단점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프로그램 이후 평소 배구를 얼마나 접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접하나요?

배
구 
지

◯ 프로그램 이전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이후 알게 된 배구 
규칙이나 전술이 있나요?

◯ 프로그램 이후 배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에서 어떠
한 변화가 생겼나요?

◯ 우리팀과 다른팀의 전략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팀의 상
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나요?

<표 7> 사후 심층면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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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경기 관람 활동에서 선수들의 배구 기술이나 전술 
중 인상 깊었던 점이 있나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나요?

◯ 배구와 관련된 진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배
구
심

◯ 프로그램 이후 여가 활용에 변화가 있었나요? 
◯ 배구를 집에서 스스로 찾아보거나 연습한 적이 있나요?
◯ 프로그램 이후 프로배구에 관심이 생겼나요?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생겼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내면적인 성장이 있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 프로그램 중 다른 친구들이나 팀을 위해 내가 노력하거

나 양보, 또는 희생한 적이 있나요?

배구 
리터러시
의 전이

◯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용된 경
험이 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까요? 

◯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앞으로 다른 스포츠를 하는 데 어
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

◯ 프로그램에서 실천한 다양한 활동 중 나의 배구 실력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가요?

◯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나의 배구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내가 배구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
는 데 도움을 주었나요?

◯ 배구 경기를 운영하면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그 역할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 있나요?

◯ 프로그램 참여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왜 그런가요?
◯ 프로그램 활동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

동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님의 생각이 어떠한가요? 부모님의 생각

이 프로그램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 다양한 인문적 활동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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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질적 연구에서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현장의 상황이나 활

동, 사람, 그리고 의미 등을 기술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다(Patton, 

1990). 본 연구의 연구자는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말, 감정 등의 생생하고 순간적인 장면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및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행동 및 대화들을 직접 관찰하고 느낀 바

를 관찰 일지를 통해 기록하였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지 의미 

있는 장면이 포착될 때마다 짧은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이후 관찰일지

에 재구성하여 기록하였다.

 라. 현지문서

  현지문서는 연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공식적 문

서부터 사적인 문서와 간단한 메모까지 모두 자료로서 분석될 수 있다

(Marriam, 1998). 이러한 문서들은 참여관찰로 파악하기 힘든 연구 참

여자들의 내면적 상태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매시간 작성한 활동지와 성찰 일기, 감상문 등을 모두 수집

하여 자료로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서들은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프로그램 구

성을 위해 작성한 계획서와 활동자료,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작성한 교사

반성일지 등도 자료로써 활용되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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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는 면담과 관찰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으로 얻어지는 많은 

양의 원자료를 어떠한 시각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관성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주관적 해석 속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시작된다(이용숙, 

김영천, 1998).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와 체계, 그리

고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과정이다(Marshall & Rossman, 1989). 이렇

게 의미 있는 조각들을 모아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

며, 조각들의 모음을 또 다른 커다란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

(Creswell & Poth, 2017)을 반복적으로 하여 커다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olcott(1994)의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3단계 과정 중 

기술 단계에서는 면담, 관찰, 현지문서 등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부호

화 형태로 저장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즉시 전사 작업을 통해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텍스트화된 자료를 코딩작업을 통해 최소

한의 의미 단위에 코드를 부여하고, 범주화하여 나온 소주제들을 다시 

한번 더 큰 범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해석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나온 코드들과 소주제, 그리고 가장 큰 범주인 핵심 코드들이 어떠한 의

미가 있는지, 핵심 코드끼리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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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 검증(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각적 분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삼각 검증(triangulation)은 탐

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적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다(Creswell & Poth, 2017). 본 연구에서

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들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담, 관찰일지, 현지문서와 같은 다양

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ing)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

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에 편견이 들어가지 않았

는지,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확인받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신뢰성 높은 연구를 위하여 연구 과정을 통해 수집

된 자료와 그 분석을 연구 참여자와의 재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는 연구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자료의 

오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같은 연구 동료

들을 통해 조언과 평가를 구하는 활동이다(이용숙, 김영천, 1988). 본 

연구의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스포츠 교육연구실(SPiL)의 동료들을 선정

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았다.

  나. 연구의 윤리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과정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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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연구 참여자의 학부모(법정 대리인), 연구가 진행되는 중학

교의 관리자에게 충분하게 알린 후 동의를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학부모, 중학교 관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으며, 서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부당한 결과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둘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교사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자료로 수집하

지 않았다.

  셋째,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

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사진을 활용

할 때에, 개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 교육

(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을 이수하였

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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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배구 리터

러시 함양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원리, 구성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최

종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배구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변화를 배구능, 배구지, 배

구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배구 리터

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1. 배구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의 구성 

 가. 프로그램의 목적

 

  실행 연구의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

제에 대해 개선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 학교스포츠클

럽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전인적 발달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

재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문제점은 정책적 한계점부터, 교

육적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이 중 대표적

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적 위주와 

승리 지상주의적인 문화가(김다니엘, 임수원, 2014) 학생들이 서로 비

난하는 문화(한홍남, 2018)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점은 교육적인 측면에

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나타나는 참여의 의무화, 형식적 수준의 운영(양지석, 

2013) 등의 문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본질을 흐리고, 전인 교육을 위한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한다.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자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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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는 궁극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방법과 실천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

의창(2010b)의 운동소양 개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

으며, 운동소양은 ‘스포츠 리터러시’라고 표현된다. 스포츠 리터러시

는 운동을 몸으로 수행할 수 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최의창, 2010b)을 뜻하는 개념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최의창, 2009; Laker, 2001)과 일

맥상통하고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이 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최근 학교 체육 현장에서 많

이 운영되는 배구 종목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넓은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스포츠 리터러시를 배구 종목으로 구체화하여 배구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연구는 배구 리터러시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다

음과 같이 내린 바 있다.

  배구 리터러시는 최의창(2010b)의 운동소양 개념인 “스포츠 리터
러시”를 연구자가 배구 종목에 맞게 구체화 시킨 것으로, 배구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기본 자질을 뜻한다. 구체적으
로 배구능, 배구지, 배구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적인 정의에 따라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한 학교스포츠클

럽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능·지·심의 세 가지 차원으

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련되고 효과적인 배구 기술과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배구를 실천할 수 있다.

두 번째, 배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세 번째, 배구를 통해 내면적이고 공동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며, 
배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 57 -

  학생들의 능·지·심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각각의 목표는 분절

되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도될 예정이다.

  이렇게 배구라는 스포츠를 몸으로,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스포츠가 게임에 그치는 현상이 아닌 문화이기 때문이다(최

의창, 2013b). 또한, 구체적인 목표에서 나아가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시

키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함양된 배구 리터러시가 다른 스포츠와 

운동에 적용되고 발전하여 더욱 온전한 운동소양, 즉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스포츠 리터러시를 갖춘 사

람은 평생 운동을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기에(최의

창, 2013b)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스포츠 리터러시가 일상으로 

전이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과거 체육교육은 기능적 측면만을 다루는 단편적인 교육에 그쳤으나, 

지금의 체육교육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아가

고 있다(유정애, 2009).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최의창(2013a)은 

체육교육의 인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스포츠 리터러시의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이 골고루 함양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인문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고, 이해하며,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

행하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인문적 

체육교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에 기

반을 두고 구성되었다. 

  최의창(2006)은 체육 교육에서 스포츠 참여를 중심으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문적 지혜와 체험이 함께할 때 전인성 회복이 담보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기존의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체육교육 

모형들과 비교하여 전인성을 함양시키는 체육활동의 역할을 인정하되 그 

방법으로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인 인문적 체험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차이를 보인다(최의창,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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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인문적 체육교육론에 따르면 체육교육에서 스포츠 활동에 단편적으

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전인성을 회복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전인성과 운동 소양의 함양이라는 목적에 따라 인문적 체육

교육의 인성 강조, 통합적 체험, 협동 학습, 전이적 학습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 인성 강조 

  인성이란 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의 바탕(남궁달화, 1999; 한국교육

학회, 1998) 또는 사람이 지니는 총체적인 성질로서 인격, 성격, 성질, 

품격 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근철, 1996)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첫 번째 특징인 인성 강조는 인문적 체육교육 자

체가 전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 가지 독립적 특성이라기보

다 전체적으로 바탕이 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참 좋은 사람’ 이 되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의창, 2010c). 전인 양성을 추구하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사람은 전인을 뜻하기도 한다. 

전인은 지·덕·체가 한쪽의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의 의미

를 지녔다(최의창, 2009; Laker, 2001). 그리고 더 나아가 전인은 인

성적으로 품위 있는 상태, 인격적 품성이 뛰어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

다(최의창, 2010c). 따라서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스포츠의 직간접 체

험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 성격이자 됨됨이인 인성적인 측면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의 덕목으로 류청산과 진홍섭(2003)은 정직, 성실, 자발성 등의 

개인적 덕목과 봉사 정신, 질서 의식, 관용 등 공동체적인 덕목으로 구

분하였다. 스포츠는 이러한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공동체적인 성장을 끌

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의 장이 되곤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

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아무런 길라잡이 없이 스포츠를 접하

였을 때는 과도한 경쟁과 폭력, 반칙이라는 일탈적인 상황에 무방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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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적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며, 인문적 체육교육 또한 같은 맥락 위

에 존재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기능 향상과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참 좋은 사람(전인)’이 되기 위해 화합하고 배려하는 것을 지

도한다면 그 경험 속에서 학생들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

이다.

  

   2) 통합적 체험

  인문적 체육교육은 신체활동과 함께 체육과 관련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 등 인문적 내용을 활용하는 통합적 교육 방법이다(최의창, 

2002). 최의창(2010a)은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은 기존의 

운동 기능과 학문적 지식의 통합이 아닌 운동 기능과 인문적이고 서사적

인 지혜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인문적 체험은 음악을 감상하고, 스포츠 관련 

소설이나 시를 읽고 써 보거나, 스포츠 관련 회화 작품을 감상하는 것 

등 스포츠에 담긴 인문적 측면의 체험을 가능하게 돕는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다(최의창, 2010b). 그리기, 만들기, 글쓰기, 책 읽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 경기 관람 등 다양한 인문적 활동은 스포츠를 잘하지 못하더

라도 스포츠 문화를 폭넓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는 서사적인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건을 이

야기, 설명, 묘사, 서술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학교 교육

에서의 서사적 접근은 현실의 삶을 소재로 하여 상상력과 주관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강현석, 2005), 전통적 학

교 교육의 명제적인 측면과 대비된다. 체육교육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 

학교 교육이 단순히 스포츠기술과 규칙만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서사적 

접근은 스포츠의 정신과 전통을 글이나 그림, 노래 가사 등과 같은 반성

적이고 서사적인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글, 그림, 노래 등을 통해 스포츠 정신과 전통을 재현하는 서사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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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이미 문학과 예술 같은 인문학적인 접근과 맞닿아 있다. 즉, 스포

츠를 직접 하는 것과 스포츠의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서사적 자료와 체험을 통합하는 것이 인문적 체육교육의 핵심

적 특징인 것이다. 최의창(2010a)은 이러한 서사적 체험과 인문적 지혜

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

미를 더욱 깊게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

적 체험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따라 

무한한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로서 강

조되어야 한다.

   3) 협동 학습

  

  다양한 정보, 문화,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동시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함을 수용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며 원만한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김희영, 홍지명, 2017). 이에 따

라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 집단 성취모형(STAD), 팀 경쟁 학습(TGT), 

팀 보조 개별학습(TAI), 집단연구(GI), 과제분담학습(Jigsaw)등의 다양

한 협동 학습 모형이 등장하였다. Slavin(1980)에 따르면 협동 학습이

란 학습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룹으로 

모여 활동하는 동시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학

습방법이다.

  체육교과에서도 과거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방법을 통해 경쟁적인 학습 

또는 개별적인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황

병규, 이호철, 2019). 물론 교사 주도의 수업과 스포츠에서의 경쟁적 가

치는 무조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체육수업의 본질을 

경쟁으로만 두었을 때, 학생들은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가지

게 될 수 있으며, 교사 주도 수업만을 강조하였을 때에는 변화하는 사회

에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체육교육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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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

는 협동적 학습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황병규, 이호철, 2019).

 인문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모형인 하나로 수업은‘패’라는 공동체적 

모임을 통해 협동 학습을 강조한다. 최의창(2010c)은‘패’는 단순히 

학습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그 관계를 통해 참 좋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인간적인 모임이라고 말하였다. 

  본 연구의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종목은 배구로, 배구는 6명, 또

는 9명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돕는 스포츠이다. 배구라

는 스포츠 자체에 담긴 정신과 전통이 협동적 학습에 매우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활동 중 다양한 패별 

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협동 학습은 교사의 주도하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패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스스로 찾고 창의적인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

   4) 전이적 학습

 

  스포츠는 일상생활과 유사한 특성을 가져 스포츠 상황에서 습득한 삶

의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현될 수 있다(Theokas et al., 2008). 이

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스포츠와 체육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기술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

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옥선, 2015).   

  최의창(2010c)은 인문적인 체육교육에서 호울 스포츠(올바른 스포

츠)에의 입문이 호울 퍼슨(참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호울 퍼슨이 되면 

호울 라이프(참 좋은 삶)를 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문

적 체육교육에서는 스포츠 상황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전이뿐만 아니라, 

체육교사의 가치관과 말투, 행동, 표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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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즉, 인문적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진 마

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문적 체육

교사가 되어 어진 품성, 올바른 마음, 삼가는 태도, 밝은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최의창, 2010c).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과 모둠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과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자도 인문적 체육교사로서 학생

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인문적 소양을 쌓고 프로그

램 도중 반성 일지 등을 통해 성찰해나가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다.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 

   1) 실제 구성원들의 문제점 인식과 요구 분석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실제 구성원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구 리터러

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에는 우선 배구 학

교스포츠클럽 실제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파악

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연구자: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
나요?

조협동: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해서 잘하게 되고 못 하는 
사람은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아쉬웠어요. 애들 
개개인의 실력 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못하는 사람은 경기 중에도 공을 많이 못 받고 그
래서 계속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협동, 사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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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면담에서 조협동 학생은 평소 경기 중 실력 차이로 인해 학생들 

간의 참여율이 다른 것이 문제점이자 아쉬운 점이라고 답하였다. 잘하는 

사람만 계속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되는 수업 형

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의 

학습 형태가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내용이 배구 기술

과 경기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질문 : 배구 프로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박도전: 네, TV로 본 적이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가장 인상 깊
었어요.

(박도전, 개방형 설문조사)

연구자 : 프로 배구팀과 선수, 경기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서책임: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김연경 선수만 알고, 
팀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서책임, 사전 면담)

연구자: 배구 경기 규칙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혹시 알고 있
는 게 있니? 

김성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경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판
정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스스로 왜 그런지를 생각 안 하
게 되는 것 같아요.

(김성실, 사전 면담) 

개방형 설문조사와 사전 면담을 진행해 보니 많은 학생이 김연
경 선수의 국가대표 경기와 프로 경기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음에도, 프로 배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구 규칙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 같다.

(교사 반성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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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설문조사와 사전 면담을 한 결과, 많은 학생이 배구 경험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배구나 배구 규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박도전, 서책임 학생의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학생은 프로 배구라고 하면 김연경 선수

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국가대표 경기를 프로 배구 경기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학교스포츠클럽이 그동안 학생들

의 배구에 대한 지식을 길러주지 못하였음을 뜻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배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구 경기 활동을 하다 보면, 경쟁심이 많은 학생의 경우 팀 선
정에 있어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나, 랠리 도중에 다른 
팀원의 실수가 나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실수한 학생들이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교사 반성 일지)

  교사 반성 일지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경쟁적인 분

위기로 인해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보다 실수를 탓하고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학

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운동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감

을 잃고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음은 학생들이 아쉬운 점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한 내용이다.

연구자: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
나요?

김존중: 체육관에서만 수업을 한 점이 아쉬워요. 다른 장소와 환
경에서 활동을 하면 좀 더 넓게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존중, 사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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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
나요?

정열정: 연습만 하는 게 싫어요. 연습도 좋지만 실제로 시합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습을 하는 것도 
시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경기를 하면 더 다양한 상황
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열정, 사전 면담)

  김존중 학생은 아쉬운 점으로 학교 체육관에서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을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의 활동을 원한다고 답하

였다. 또한, 정열정 학생은 단순히 기능만을 연습하지 않고 응용할 수 

있는 실제 시합 상황을 원한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체육관에서 

기능 위주로만 진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공통되게 실제 경기 참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와

중에 두 명의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답하였는데, 다음은 오사랑, 

조협동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대해 원하는 점이다.

질문 : 배구를 몸으로 할 줄 알고 배구에 대한 지식을 알고, 마
음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오사랑: 뭔가 배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
고 싶어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몸으로 하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세 가지를 전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사랑, 개방형 설문조사)

연구자: 운동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니?

조협동: 음.. 여러 가지 포지션을 연습하고 경험 해보고 싶고, 경
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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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서, 배구 
경기를 하고 글이나 그림으로 그때의 느낌을 표현해보면 
배구랑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조협동, 사전 면담)

  두 사람 모두 단순히 배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넘어 배구에 대

해 스스로 성찰해보고, 느낌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답하였

다. 조협동 학생의 말처럼 이미 배구 경기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많이 하고 있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배구를 접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인 인문적 체육교육의 특성과 매우 비슷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운

동소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요약해 보자면,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기능 위주

로만 이루어져 운동 실력의 차이에 따라 소외되는 경우가 나오는 점, 단

조로운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점으

로는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전반적인 배구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 경쟁적인 분위기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는 점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수업과, 실제 상황에서의 경기, 나아가 그동안의 기능 위주가 아닌 글과 

그림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배구 체험이 있었다.

   2) 전문가 조언을 통한 프로그램 방향 설정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보

다 구체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만남을 통해 논의

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조백구는 경기도 P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 경력 19년 차 체육 교사이다. 그는 25년간 생활 체육으로서 배구 

동호회 활동을 하였으며, 엘리트 배구팀 감독 교사를 5년간 하였다. 또

한, 그는 배구를 쉽고 다양하게 가르칠 방법을 전국의 체육 교사들에게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인문적 체육수업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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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 두 번째 전문가 최선수는 대학교 엘리트 선수 출신의 배구 

코치로, 다년간 배구 동호회의 코치를 맡아왔으며,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학생들에게 배구를 가르치고 있다. 다음은 각 전

문가와의 주요 논의 내용이다.

 

w 배구에서의 예절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배구 
십계명을 직접 만들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w 배구 심판법을 꼭 가르치고, 실제 경기 운영에서 선심만 시
키는 것이 아니라 주심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심판법을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스크림 
스푼을 이용해서 퀴즈를 내기도 하고 정해진 테스트와 시합 
경험을 쌓으면 심판 자격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w 배구 만화 하이큐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다양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w 요즘 한국 배구 연맹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으니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
습니다.

(조백구 전문가, 주요 논의 내용)

w 배구능, 배구지, 배구심을 배구 포지션별로 구분하여 가르치
면 좋을 것 같습니다.

w 배구만의 매력은 배구를 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성장과 동시
에 공동체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w 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프
로 배구 경기를 실제로 관람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동작이나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쳐보
게 하면 그 동작을 구사하는 원리나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
고,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최선수 전문가,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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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구 전문가는 인문적 체육수업에 관한 경험이 많아 구체적으로 학

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 연구

자는 학들이 배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배구 경기 도중 부적절한 행

동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임을 알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

저 배구 예절에 대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보다, 학생들

이 스스로 십계명을 작성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

주었으며, 심판법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로 주심을 맡아보도록 하는 역할 

부여에 대해 강조하였다.

  최선수 전문가는 배구를 몸으로 할 수 있는 배구능과 배구에 대해 잘 

아는 배구지, 그리고 배구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배구심이 각

각의 포지션 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배구를 통해 내면적인 성장과 함께 공동체

적인 성장을 함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배구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프로 배구 경기를 실제로 관람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어떤 동작을 가르쳐보면, 그 동작의 원리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와 표현으로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라.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앞서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제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의 문제점,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연구자가 

정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합하여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

램의 구성 내용을 결정하였다. 구성 내용은 배구 경기 운영 및 수행, 지

역사회 연계 활동, 배구 포트폴리오 활동, 배구 모둠 활동, 배구 게시판 

구성, 배구 문학 활동으로 총 6가지로 이루어졌으며, 이 활동들은 모두 

운동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 15+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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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구 경기 운영 및 수행

 

  배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다. 학생들은 연습 과정에서 경기를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제적인 감각을 쌓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

램에서는 같은 지역 내의 A 중학교와 함께 친선경기를 운영하여 학생들

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친선경기를 통해 협동심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활

동들을 구성하기도 했으며, 다른 팀과 함께 경기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배구 경기를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배구 경기 전

체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학기가 시작되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반별 

리그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리그의 규칙과 역할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역할은 기록원, 주심, 선심, 기자 등으로 나누어 골고루 경험해 볼 수 있

도록 하였고, 반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

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그림 9>는 학생들이 A 중학교와 

친선경기 이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림 10>은 학생들이 교내 스

포츠리그를 운영하기 위해 연습하는 모습이다.

<그림 9> 친선경기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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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 연계 활동

  학교스포츠클럽의 장점은 정규 수업시간과 다르게 시간과 공간적 제약

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변 지역사회 속에서 접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장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원하는 

학생의 요구를 듣고자 하였다.

  먼저 배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실제 프로 배구 경기를 관람을 계획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9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있는 우리카드 

vs OK저축은행의 경기를 관람하였다. 생동감 넘치는 경기 관람을 위해 

앞서 응원하고 싶은 팀을 정하고, 그 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응원가를 연습하고 응원 문구와 도구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두 번째로, 은평구와 가까운 고양시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를 체험하면

서 다양한 신체활동들을 경험하고, 배구 관련 코너에 대한 조사와 평가

를 하도록 하여 토론 활동과 연계하였다.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북/만화 카페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도서와 만화를 

접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의 극장판이 개봉하

여 주변 영화관을 통해 관람한 후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을 진

행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학생들이 통합적인 체험을 하

고,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전이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0> 교내 스포츠리그 운영 연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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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지역 내의 A 중학교와 함께 친선경기를 통해 다른 환경

에서 배구 경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내 다른 학교와 교

류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를 대표한다는 기분과 함께 소속감

을 키워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배구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배구를 접할 기회가 되

어 한 단계 높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 <그림 11>은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한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림 11>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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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구 포트폴리오 활동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성찰 일기와 함께 활동지, 독서 

감상문, 시, 편지, 경기 감상문 등 다양한 기록물들을 만들게 된다. 프로

그램 후반에는 학생들의 활동 경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배구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과 자신의 활동 모습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구 포트폴리오는 프로그램 이후에도 학생들이 배구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자신만의 내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배구에 대한 열정

과 애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매개물이 될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중 통합적 체험과 전이적 학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12>는 학생의 배구 포트폴리오 사진이다.

 

 4) 배구 모둠 활동

  배구 모둠 활동은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중 협동 학습과 인성 강조와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다. 모둠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통합적 체

험을 하게 되며 사회적 학습을 통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질을 배울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

과 요구 중 과도한 경쟁이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

<그림 12> 배구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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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협동’의 가치를 학습하기 위

해 배구 모둠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둠 활동으로는 배구의 기능이나 경기를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

리 팀만의 구호와 파이팅 동작 만들기, 모둠별 프로 배구팀과 선수의 특

징을 담은 응원 도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통합적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모둠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 역할을 맡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13>

은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그림 13> 프로그램 속 모둠 활동 사진

  5) 배구 게시판 구성

  연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한 결

과, 학생들의 배구에 대한 지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배구를 즐기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배구 게시판

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 전후로 배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뉴

스, 그리고 스포츠 명언, 배구와 관련된 미술작품이나 글 등을 보고 느

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활동 후 우수 활동지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구 게시판을 체육관 내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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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자율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배운 활동들을 복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배구 

게시판은 학생들이 배구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

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구 게시판은 학생들이 모둠을 나누어 주

기적으로 내용을 새롭게 하면서 게시판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배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친구들

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6) 배구 문학 활동 

 

  배구 문학 활동은 인문적 체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통

합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생들이 스포츠를 생각하는 인

식을 기능적인 것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넓혀 줄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배구 문학 활동은 스포츠 도서 읽기와 글쓰기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우선,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들은 매시간 자신이 참여한 활동을 생각하

<그림 14> 배구 게시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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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찰 일기를 쓰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초기에 정한 책을 

기간을 가지고 읽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독후감을 쓰도록 하였다. 도

서 선정은 배구와 관련된 책 중에서 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는 스포츠 스

타의 에세이,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책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책 중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흥미와 배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

였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배구 기술을 선택하여 시를 써보거나, 

친선경기 이후 글과 그림을 통해 감상문을 작성하고,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 8>은 실제 진행한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

럽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이며, <그림 16>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 

원리부터 구성 과정, 그리고 내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다.

<그림 15> 배구 문학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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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직접체험활동 간접체험활동 과제 가치  15+

1

-프로 선수들의 몸풀기 영상 보고 나만의 몸풀
기 방법 만들어 실천하기

- 읽 고 
싶 은 
스 포 츠 
책 정
해 서 
마 지 막
차 시 
까 지 
읽 고 
감 상 문 
쓰기

- 성 찰 
일기

-공감
-근면
-겸손

하기
읽기
쓰기
느끼기

-언더핸드패스 자세, 
방법 설명
-짝지어 언더핸드 패
스 연습하기 : 서로 배
려하며 공 던져주고 
칭찬하며 연습하기
-언더핸드패스를 이용
한 게임 하기 

-인성 피라미드를 통
한 나의 다짐문 쓰기 
: 앞으로 참여하는 스
포츠클럽, 그리고 나
아가 일상생활까지 내
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과 가치 정하고 
다짐하기 

2

-오버헤드패스 자세, 
방법 설명
-언더핸드패스와 오버
헤드패스 모두 사용하
여 3인 1조 연습하기

- 우리 팀의 배구 연
습과 어울리는 음악 
찾아 모으기 

- 배구 게시판 꾸미기 
: 배구 뉴스, 이주의 
명언, 우수 활동지 
골라 게시하기

- 성 찰 
일기

- 창 의
성
-협동
-존중
-책임

하기
생각하
기
만들기
나누기
하기
듣기
모으기

- 우리 팀 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오버헤
드패스 연습하기

- 하이큐 만화 중 세터 포지션의 연습 방법 따
라 하기 : 공격수 위치 별로 물병으로 표시
해 놓고 친구가 던져주는 공 토스하기 

3

- 서브의 종류별 자세
와 방법 설명

- 서브와 리시브 번갈
아 가며 연습하기

- 서브 루틴 지키면서 

-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의 서브 루틴 조사하
고 소개하기
-나만의 서브 루틴 만
들고 소개하기

- 성 찰 
일기

- 창 의
성
-존중
-배려
-용기

하기
생각하
기
만들기
나누기

<표 8> 프로그램 차시별 내용



- 77 -

연습 게임 하기
-일상생활에서 루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생각하기

하기
쓰기
그리기

4

- 스파이크 기본 스텝
과 자세 설명

- 9인제 공격 자리 별 
스파이크 연습

- 3인 1조로 1명이 반
대 코트에서 공 던
져주면 1명이 리시
브하고 다른 1명이 
토스하고, 리시브한 
사람이 공격 하기. 
돌아가면서 연습(협
동, 인성)

- 정해진 구호와 파이
팅 실천하면서 연습
게임하기

- 우리 팀 만의 구호
와 파이팅 동작 만
들기 

- 스스로 만든 파이팅 
소개하고, 가장 좋
은 것 정하기(인성, 
협동)

- 우리만의 배구 십계
명 만들기

-집에서 
유 튜 브
로 프
로 배 구 
경기 1
개 정
해 서 
보 고 오
기

- 성 찰 
일기

- 창 의
성
- 자 기
표현
-공감

하기
생각하
기
만들기
쓰기
읽기

5

- 살려 살려 게임 : 팀
원에게 패스하는 것
을 연습하기 위해 
상대팀이 넣은 서브
를 리시브한 후 상
대방에게 넘기지 않
고 최대한 많은 횟
수를 터치하기 (인
성, 협동)

- 집에서 보고온 영상
을 바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배구팀과 
선수 소개하기 

- 조별로 팀과 선수의 
특징을 담은 응원 
도구 만들기

-좋아하
는 선
수 주
제 가 
찾 아 보
고 연
습 해 
오기

- 성 찰 
일기

- 의 사
소 통 능
력
- 문 제
의식
- 도 덕
적 판
단력

하기
셈하기
생각하
기
말하기

6
- 프로 배구 경기 관람하기
- 나만의 응원 도구 사용하여 응원하기
- 좋아하는 선수의 주제가 따라 부르기

- 경 기 
관 람 
후 감
상 문 
작성

- 자 기
표현
- 창 의
성
-용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리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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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블로킹의 자세 및 
방법 설명

- 블로킹에 따른 수비 
위치 배우고 연습하
기

- 상황별 리시브 자리
에서 블로킹 자리, 
공격 자리까지 이동
하는 시스템 연습

- 블로킹 커버와 관련
된 하이큐 명언 장
면 영상 시청하기

- 배구 주제로 일상 
생활에 적용 가능한 
명언 만들기

- 성 찰 
일기

- 창 의
성
- 협 동
성

하기
만들기
듣기
부르기
보기
쓰기

8

-친구들에게 나만의 
배구 기술 가르쳐주기
-배구 변형 게임: 자신
이나 친구의 새로운 
기술을 경기 속에서 
기술 이름을 외치며 
수행하면 +1점

-나만의 배구 기술 만
들기 : 배구 기술 이
름, 방법, 사용하는 상
황 정하여 소개하기

- 성 찰 
일기

- 의 사
소 통 능
력
- 창 의
성

하기
만들기
말하기
듣기

9
- 하이큐 땅 VS 하늘 극장판 보기
- 하이큐 영화 속 명언/명장면 찾기
- 자신과 비슷한 캐릭터 찾고 편지쓰기

-하이큐 
극 장 판 
감상문 

- 의 사
소 통 능
력
-배려
- 창 의
성
-협동

생각하
기
쓰기
말하기
사랑하
기

10

- 6가지 공격 연결해
서 연습하기

- 로테이션 적용한 변
형게임

- 돌아가며 주심 보기

-심판법 학습지로 공
부하기
-배스킨라빈스 숟가락 
이용한 심판법 테스트

- 성 찰 
일기

-성실
-근면
-용기

하기
셈하기
생각하
기
말하기

11

- 9인제 배구 포지션 
익히기
- 나와 적합한 포지션 

찾고 랠리 상황에서 
역할 익히기

- 9인제 게임 하기

- 배구 기술과 관련하
여 시 쓰기
- 시와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 친구들의 시 감상하

기

- 성 찰 
일기

- 창 의
력
-존중

하기
그리기
쓰기
생각하
기
듣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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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스포츠 몬스터 속 
다양한 스포츠 활동 
체험하기

- 배구 관련 코너 직
접 체험하기

- 배구 관련 코너에 
대한 감상 및 평가
문 작성

- 코너 개선을 위해 
친구들과 토론하기

- 성 찰 
일기

- 도 덕
적 판
단
- 의 사
소 통 능
력
- 창 의
력

하기
나누기
생각하
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느끼기

13 - 친선경기 -감상문
-배려
-협동
-존중

하기
사랑하
기
느끼기
나누기
보기

14

- 학교 배구 리그 계획하기
- 주심, 선심, 기록원, 기자, 사진/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운영위원 역할 나누기
- 역할별 활동 내용 정리하기

-성찰일
기

- 의 사
소 통 능
력
- 창 의
성

생각하
기
말하기
듣기
쓰기

15
- 학기 중 배구 리그 운영하기
- 프로그램 최종 소감 작성 및 포트폴리오 만

들기

-배려
- 책 임
감
-성실

쓰기
모으기
셈하기
사랑하
기
생각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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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 결과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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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을 통한 배구 리터러시 함양

  배구 리터러시는 최의창(2010b)의 운동 소양 개념을 연구자가 배구 

종목에 맞게 구체화 시킨 것으로, 배구를 할 수 있는 배구능, 배구를 알 

수 있는 배구지, 배구를 느낄 수 있는 배구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 결과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배구 

리터러시가 어떻게 함양되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능·지·심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배구능(能)의 함양

  

 1) 신체적 특성 이해 및 적용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통으로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배구 경기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

고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이전에는 그저 배구 능력

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프로그램 이후 명확하게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또 자신 있게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

였다. 즉,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나의 장단점이 있나요?
김성실: 제 장점은 경기 중에 상대방이 보낸 공이 어디로 떨어

질지 다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점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반응속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된 게 경기 활동에서 어떻
게 영향을 미쳤나요?

김성실: 일단 리시브할 때 빠르고 낮게 들어오는 공보다 높이 
오는 공에서 자신 있게 마이 외치고 받곤 해요.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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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공이 더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실,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하면서 알게 된 나의 장점이 있나요?
박도전: 저는 힘이 센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크나 

서브가 세게 들어가요. 
연구자: 힘이 세다는 장점이 경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박도전: 일단 제 서브 순서가 오면 친구들이 안심하는 것 같아

요. 저도 일단 꼭 세게 치려고 안 해도 정확히만 맞추면 
서브가 잘 들어가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힘
을 빼야 할 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찬스 볼 같은 
경우에도 세터한테 못 주고 상대편으로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도전이는 어떤 포지션이 좋은 것 같나요?
박도전: 일단 공격수가 편해요. 힘이 센 게 수비나 리시브에서는 

크게 도움이 못 되니까. 대신 힘이 좋아도 공격수를 하
려면 스텝도 빨리 밟고 가끔 페인트도 넣고 그래야 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박도전, 사후 면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이에 따른 장단점

을 파악한 것은 자연스럽게 경기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로 나타났

다. 김성실 학생은 자기의 장점이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받기 어려워하는 높이 뜬 공을 자신 있게 

받아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박도전 학생은 자신의 장점이 힘이 센 것이기 

때문에, 서브에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넣어 자신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

였다. 또한, 박도전 학생은 자신의 장점을 통해 스스로 적합한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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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갈 프로 경기에 앞서서 집에서 유
튜브로 예전에 있었던 OK저축은행과 우리카드 팀의 경기를 보
게 되었다. 예전에는 프로배구 선수들을 보면 포지션에 대한 구
분 없이 그냥 저 사람 키가 크니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
데, 중계된 영상을 집중해서 보니 이제 선수들의 포지션이랑 특
징을 잘 알게 된 것 같고, 무조건 키가 큰 게 다가 아니라는 생
각이 들었다. 특히 세터 포지션인 선수가 키가 크지 않아도 공
격수한테 정확히 올려주고, 블로킹이 따라오지 못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가끔 자신이 페인트를 넣어서 득점하는걸 보면서 감
동을 했다. 내가 여자 팀에서 세터를 맡고 있는데 키가 크지 않
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영상을 보면서 더 자신 있게 연습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사랑, 성찰 일기)

하이큐에서 히나타가 키가 정말 작은데 미들 블로커 포지션이라
는 것이 만화적 요소라고만 생각했었다. 만화 속에서 히나타가 
속공을 주로 하는 미들블로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점프
력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 등이 있어서였다. 
그런데 오늘 내가 경기 중에서 블로킹을 하게 되었는데, 나 같
이 키가 작아도 공에 집중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가니까 블
로킹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다. 처음으로 공이 내 손을 맞고 떨
어지는 느낌을 느껴봤는데, 정말 짜릿했다.   

(조협동, 성찰 일기)

  반면에 오사랑 학생은 그동안 키가 큰 사람들만의 스포츠라고 생각했

던 배구를 포지션별로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였으며, 특히 세터 포지션

에서 자신의 키가 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조협

동 학생은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키가 매우 작음에도 

미들 블로커라는 포지션을 소화해내는 것에 대해 허구적이라고 생각했으

나, 프로그램 도중 자신의 블로킹 경험을 통해 꼭 키가 큰 것 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배구 종목에서 필요한 신체적 특성이 키만이 아니라 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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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민첩성, 유연성, 정확성 등 다양하게 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결국, 

자신의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 배구 선수들이나 만화 주인공의 특

성을 이해한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포지션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포지션과 능력을 파악하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2) 운동 계획 수립과 참여 증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잘하는 점을 알게 된 학생들은, 

훈련 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지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

다.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운

동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생각과 함께 실제 운동 참여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나의 장점과 단점이 있나
요?

정열정: 단점은 오버 토스가 아직 부족한 것? 그리고 키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블로킹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
고 점프력이 좋아서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정열정: 세터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목표가 생기니까 

그걸 향해서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별히 연습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풀기 할 때 언더 핸드 
패스 보다 오버 핸드 패스에 더 중점을 두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빨리 크고 싶어서 우유도 많이 
마시고 있어요(웃음).

(조협동, 사후 면담)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중 하이큐에서 나왔던 장면인 물병을 놓
고 서브를 하는 연습을 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할 때 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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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못 맞춰서 아쉬웠다. 공에 회전이 많이 걸려서 잘 안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 전이랑 쉬는 시간에 후배들이랑 
한 번 더 연습을 하자고 해서 서브 연습을 했다. 이번에는 물병
보다는 큰 볼통을 놓고 했는데, 지난 시간보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힌 것 같아서 뿌듯했다. 이제 연습한 대로 시합할 때, 내가 원
하는 포인트를 정해놓고 서브를 해봐야겠다.

(서책임, 성찰 일기)

  정열정 학생의 사후 면담과 서책임 학생의 성찰 일기에 따르면 학생들

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 남는 시간을 자

발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배구를 더 

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
력을 했나요?

김성실: 오늘 실수한 것에 대해 일기를 쓰다 보니까 반응속도가 
좀 더 좋아지려면 순발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순발력 측정할 때 5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빠르게 달리는 걸 연습해
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그런 계획을 실제로 실천했나요?
김성실: 네. 평소에 혼자 나가서 달리기 연습하곤 했어요. 그리

고 이번에 설 연휴 때에도 할머니 집에 내려갔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김성실, 사후 면담)

오늘 김존중 학생이 학교에서 버릴 배구공이 있는지 물어보았
다. 이유를 물어보니, 집에서 공으로 오버핸드 토스를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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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고 하였다. 그동안은 공이 있어도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생
각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보니, 집에서 앉아서 배구공으로 오버
핸드 토스를 연습하는 영상이 있어서 공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
하였다. 그래서 창고에서 낡아서 쓰지 않는 공 하나를 가져와 
빌려주었다. 학생들이 점점 학교 외에서도 배구를 찾아보고 직
접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교사 반성 일지)

  김성실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단점이 반응속도가 느린 것임

을 알게 되었으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달리기를 

활용하였다. 김존중 학생은 학교에 남는 배구공을 이용하여 집에서 오버 

핸드 토스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학생은 모두 프로그램 이전 개

방형 설문조사와 사전 면담 중 일상생활에서 배구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하였던 것을 보면 프로그램의 경험이 학생들 스

스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경기 수행 능력 향상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실제 배구 경기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전 면

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배구 경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배구를 잘하는 것이 그저 스파이크를 

세게 때리고, 서브를 세게 넣으며, 빠른 공을 수비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은 배구 경기 속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실제로 경기를 
할 때 영향을 미쳤나요?

정열정: 네. 강약의 조화라고 해야 하나, 이전에는 강한 것만 생
각하면서 경기했다면, 이제는 공을 약하게 하는 것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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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서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멋진 수비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정열정, 사후 면담)

연구자: 경기 속에서 변화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존중: 예전에는 스파이크를 세게 치거나 서브를 세게 쳤을 때, 

세게 오는 공을 수비했을 때 주로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찬스 공을 완벽하게 세터 머리 위로 
올려주었을 때, 토스한 공이 회전 없이 나갈 때, 페인트
로 들어오는 공을 살짝 받아서 네트를 넘기지 않고 우리 
팀의 공격 찬스로 만들었을 때와 같이 뭔가 상황을 다스
릴 때? 더욱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김존중, 사후 면담)

  정열정 학생은 프로 배구 경기를 보면서 리베로의 역할에 대해 인상 

깊은 기억을 가지게 되어 배구에서 수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이런 경험은 정열정 학생이 실제로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

을 세게 다루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약하게 다루는 것에도 집중하게 

해주어 더 완벽한 수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열정 학생이 ‘강약의 조화’라고 표현했다면, 김존중 학생도 ‘상

황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였다. 김

존중 학생은 이전에는 스파이크나 서브를 세게 치는 것에서 쾌감을 얻었

었는데, 이제는 찬스공을 예쁘게 세터 머리 위로 올려주거나 토스 한 공

이 회전이 없을 때, 또는 적절한 힘으로 페인트를 받아 상대방에게 넘기

지 않고 우리 팀의 찬스로 만들었을 때와 같이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

는 상황에서 쾌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으며, 조금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동작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기 실력이 늘었다면 어떻게 늘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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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랑: 그동안에는 스포츠클럽이나 체육수업에서 배구를 하면 
일단 리시브만 집중해서 연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번 프로그램 하면서 블로킹이랑 오버핸드 패스를 더 잘 
배우고 연습할 수 있었어요.

연구자: 왜 그런 것 같나요?
오사랑: 그전에는 블로킹이나 세터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배구에 대해 다양하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술에 눈을 뜨면서 자신감도 
높아진게 힘이 된 것 같아요.

(오사랑, 사후 면담)

오늘은 선수들의 서브 루틴을 알아보고 나만의 서브 루틴을 만
들어보았다. 그동안 서브 미스가 많았는데, 루틴을 만드니 경기 
중 미스가 줄은 것 같다. 왜 이제야 서브 루틴을 만들었을까?

(정열정, 성찰 일기)

  오사랑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이 접하지 못했던 블로킹이

나 오버핸드 패스와 같은 기술들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하였다. 기존의 수

업처럼 배구를 단순히 그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알게 되었

<그림 17> 나만의 서브 루틴 만들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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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관찰에 의하면 학생들은 주로 세터

나 공격수와 같은 포지션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긴 자신감은 학생들이 여러 포지션과 기술

을 경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만의 서브 루틴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선수들의 

실제 서브 루틴들을 조사해 보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경기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았다. 이 활동은 정열정 학생의 성찰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이 그동안 경기 중 긴장되고 산만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던 서브를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집중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학생들은 기존의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구 경기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나. 배구 지(智)의 함양

  

 1) 배구 기술의 원리 및 전술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통으로 배구 기술에 대한 원리와 경기 

전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앞서 배구 능의 함양에서 

‘강약의 조화’나 ‘다스리는 상황’과 같이 경기중 배구공을 약하게 

다룰 줄 알게 된 것처럼, 모든 배구 기술들이 세고 빠르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 배구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거나 변화한 부
분이 있나요?

정열정: 리베로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경기를 보
니까 수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수비가 최고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리고 공격수가 최고의 공격을 하기 위해 리베로가 완벽
하게 공의 회전을 죽이면서 세터한테 올려주고, 세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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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전 없이 알맞은 공을 올려주는 게 가장 인상 깊었
어요.

(정열정, 사후 면담)

그동안 나는 언더핸드패스를 할 때 팔에만 집중해서 했었다면, 
이번에 프로 경기 중 리베로의 자세를 보면서 팔은 거의 고정되
어있고, 다리부터 밀어준다는 것이 보였다.

(김존중, 경기 감상문)

하이큐에서 히나타가 치는 것 같은 속공이 만화에서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경기에서 속공을 하는 것을 보니 신기했다. 
세터가 공을 뒤로도 주고 히나타처럼 멀리 있는 공격수한테 일
자로 쏴주기도 했다. 선생님께서 저런 속공이 B속공이라고 해주
셔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만화 속 속공 같았다.

(박도전, 경기 감상문)  

  정열정 학생은 사후 면담 중 경기 관람을 하면서 수비의 중요성에 대

해 알게 되었으며, 세게 날아오는 공을 회전을 죽이며 세터의 머리 위로 

올려줬을 때 세터가 좋은 공을 올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존중 

학생은 경기 감상문에서 언더핸드패스가 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

를 이용해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박도전 학생도 경기 관

람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속공 전술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열정, 김존중, 박도전 학생 모두 ‘프로배구 경기 관람’이라는 활동

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의 원리 등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프로배구 경기 관람’이 학생들에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을 주었

다면, ‘친구들에게 나만의 배구 기술 가르쳐주기’라는 활동은 알고 있

는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연구자: 친구들에게 나만의 배구 기술 가르쳐주기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서책임: 사실 저만의 배구 기술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항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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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에서 나오는 리베로가 롤링 썬더라고 말하면서 구르
며 디그를 하는데 저도 그 기술을 실제로 친구들이랑 같
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끝
으로 졸업이니까 ‘졸업 디그’라고 하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졸업 디그를 가르쳐 줄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
요?

서책임: 일단 제가 가르쳐야 하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롤링 디그
를 찾아보고 공부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몸을 기
울이는 걸 무서워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
음엔 공 없이 친구들이 옆으로 손을 짚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그다음엔 굴러서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공을 
던져주고 받는 것까지 차근차근 연습하게 해야겠다고 생
각했어요.

(서책임, 사후 면담)

  서책임 학생은 먼 거리에 떨어지는 공을 수비할 때 사용하는 롤링 디

그를 ‘졸업 디그’라고 이름 붙여 동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동작인 만큼 서책임 학생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정확한 동작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계적

인 교수법을 보여주었다. 교사로부터 동작을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동작

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방법과 표현으로 친구들을 가르쳐보는 경험은 학

생들에게 더욱 정확한 동작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나아가 효과적인 전

<그림 18> 나만의 배구 기술 가르치기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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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법까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중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앎을 가지게 되었다. 간접체험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인 움직임이 존재함

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활동 중 자신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조협동: 쉬다가 한국배구연맹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선수들이 허리 뒤에서 손
으로 표시하는 사인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 설명하는 영
상을 보았어요. 보니까 누구에게 어떤 공격을 줄지에 대
한 포지션과 공격 종류를 선수들끼리 정하는 건데, 그동
안 야구에서 포수랑 투수가 하는 것만 알았는데 배구에
서도 있어서 왜 이제 알았나 싶었어요. 

(조협동, 사후 면담) 
연구자: 경기를 보면서 새로 알게 된 전술이 있었나요?
서책임: 앞에서 센터 포지션이 속공을 떠 주어서 블로커들을 따

돌린 후 뒤에서 후위 공격을 하는 파이프 공격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블로커랑 수
비하는 선수들이랑 서로 소통하면서 공격수 스타일에 따
라서 직선을 블로킹으로 막고 수비는 크로스에 가 있거
나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었어요. 

(오사랑, 사후 면담)
 

프로그램 초반까지만 해도 경기 중에 다른 사람이 공격하게 되
면 다 같이 공격수를 서서 바라보고 잘 때리겠지라고 생각했었
다. 그래서 뒤에서 수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땀도 안 나고 배구
를 한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났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하면서 
전술적인 걸 많이 배우면서 모두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 팀 선수가 공격한다면 다 같이 
앞으로 쑥 들어가서 자세를 낮춰 블로킹 커버를 할 준비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 팀 선수가 공격할 때에는 세터가 공을 
주기 전까지 우리 팀 공격수와 세터는 블로킹 자리를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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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이 토스가 되면 그쪽 사람들은 블로킹을 뜨고, 그다음 가
까운 사람들이 앞쪽으로 들어가 페인트 수비를 하고, 먼 사람들
은 우리 블로킹 위치에 따라 공이 날아올 궤적을 예상해서 수비 
자리를 잡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움직이면서 경기를 해보니 정
말 정신이 없었고, 선수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
었다. 그래도 이제 진짜 배구를 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고, 수비
수들도 공격수들도 다 같이 땀을 흘리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좋
았다. 

(김성실, 친선경기 감상문)  

  조협동 학생은 한국배구연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이 사용하

는 전술적인 수신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오사랑 학생은 프로배구 경기 

관람을 통해 새로운 공격과 수비 패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김성실 학생

의 친선경기 감상문에 따르면 그동안 배구를 단순하게 받고 올리고 때리

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매 순간순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배구

에서 공격수만 중요하고 수비수들은 땀도 나지 않고 힘들지도 않은 재미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재미있고 힘든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실제로 자신들이 경기에 

참여하면서 전술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참여하게 되

었다. 

 2) 배구 경기 규칙 습득

  사전 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배구 경기 규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배구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나아가 

직접 심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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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프로 배구 경기를 보고 하이큐 영화도 보면서 내가 하는 
배구는 9인제인데, 선수들이 하는 6인제는 세터와 리베로 빼고
는 모두 공격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열정, 하이큐 감상문)

연구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김성실: 배구 네트에 있는 안테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

랐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해보면서 꼭 안테나 안쪽으로 
공이 들어가야 하고, 안테나를 건들기만 해도 아웃이라
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김성실, 사후 면담)

연구자: 배구 리그를 계획하면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김존중: 주심과 선심을 전부 맡았어요.
연구자: 그 역할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김존중: 이번에 안테나 관련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

안은 설치를 안하고 해서 대충 안테나가 공중에서 사이
드라인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몰랐거
든요. 특히 안테나 밖에 있는 네트에 공이 맞아도 안 된
다거나, 첫 리시브에서 반대 코트 사이드라인 바깥쪽으
로 공이 나가도 두 번째에 안테나 밖으로 우리 코트로 
가져온 다음에 상대팀으로 넘기면 된다는 거 이것도 처
음 알았아요. 제가 진짜 직접 심판을 봐야하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도 자세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김존중, 사후 면담)

  정열정 학생의 하이큐 감상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그동안 

아마추어 배구로 9인제 경기만 경험해보았기에, 6인제 경기에 대한 지

식이 부족하였다. 프로그램 중 프로 배구 경기 관람과 하이큐 극장판 감

상을 통해 9인제 배구와 6인제 배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배구 경기 규칙 중 학생들이 가장 몰랐던 부분은 안테나와 관련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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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다. 학교에서 배구 수업을 하거나 학교스포츠클럽을 할 때, 안테

나를 제대로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안테나

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김성실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

을 통해 안테나가 사이드라인의 연장선으로, 공이 안테나 안쪽으로 넘어

가야 하며, 안테나를 스치기만 해도 아웃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존중 학생은 배구 리그에서 심판의 역할을 맡

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세하게 규칙을 공부하였고 그로 인해 안테나

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칙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중 교내 배구 리그 운영 및 진행 활동을 통해 배구 

경기 규칙뿐만 아니라 경기를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연구 학교에 맞는 형태로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연구자: 리그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오사랑: 저는 리그 운영 계획을 맡았어요. 저랑 같이 맡은 친구

랑 회의를 많이 하면서 원래 경기가 21점 3세트이고, 3
세트는 15점, 8점에 코트 체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걸 저희 학교 상황에 맞게 어떻게 바꿀지 고
민했어요.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나요?
오사랑: 일단, 반별 리그라 반 내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

게 세트별로 중복해서 참여 못 하도록 했고, 무조건 3세
트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9명씩 27명이 전부 뛸 수 
있게요. 근데 사람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반별 대표
들을 뽑아서 회의를 통해 각 반에서 중간 정도 실력의 
대신 두 번 뛸 선수들을 5명씩 정해놓기로 하고 출전 명
단은 시합 전에 각 반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어요.

(오사랑, 사후 면담)

  오사랑 학생은 리그 운영 계획이라는 역할을 맡아 여러 논의를 통해 

연구 학교에 맞는 운영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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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리그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배구 경기 규칙과 

운영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배구 지식 습득 방법의 다양화

  사전 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배구

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

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배구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풍부한 지식과 함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었

다.

연구자: 혹시 집에서 스스로 배구에 관해서 찾아본 적이 있나
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았나요?

조협동: 페이스북을 가끔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한국배구연맹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서 집에
서 들어가 봤어요. 선수들이나 규칙에 관한 퀄리티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여러 개 보고 팔로우도 해놨어요.

(조협동, 사후 면담) 

연구자: 새롭게 알게 된 배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나
요?

박도전: 제일 새로웠던 거는 게시판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된 건
데, 더 스파이크 잡지요. 배구만 다루는 잡지가 있어서 
신기했고, 내용도 너무 재밌고 알차서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잡지 말고도 배구 관련 뉴스
들을 모아놓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스포츠 뉴스란에서는 쉽게 못 보는데 더 스파이크 홈페
이지에 가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박도전,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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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배구 게시판을 꾸미면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서책임: 게시판에 게시되었던 칼럼을 재밌게 읽었어요. 프랑스 

배구 리그 경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나라별로 리그 운
영 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2세트 이후 10분 쉬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 기
억나요. 

(서책임, 사후 면담)
 

오늘 스파이크 스텝을 배웠는데 수업 중에는 잘 성공하지 못했
다. 그래서 집에 와서 유튜브에 찾아보니, 배구를 주제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유튜버의 방송 중 스
파이크 점프를 높게 하는 법을 보고 머릿속으로 연습하였다.

(오사랑, 성찰 일기)

  조협동 학생은 사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속에서 활용한 한국배구연

맹 페이스북 페이지를 집에서 스스로 활용하여 관련 영상들을 시청하였

다고 하였다. 박도전 학생은 배구 게시판에 게시되었던 더 스파이크 잡

지에 흥미를 느끼고 인터넷에 검색하였고, 잡지뿐만 아니라 배구 관련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서책임 학생은 게시판 꾸미기 중 다른 친구가 게시한 배구 칼럼을 재미

있게 읽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사랑 

학생은 스파이크를 더 잘하기 위해 집에서 찾아본 결과 배구 관련 유튜

브 채널을 찾아보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구

라는 한가지 컨텐츠를 SNS, 스포츠 매거진,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 유

튜브 채널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실

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 과제 중에서는 프로배구 관람 전에 좋아하는 선수를 정해
서 그 선수의 응원가를 알아 오는 거였다. 그래서 과연 나올까 
싶었는데, 유튜브에 조재성 응원가라고 치니까 완전 자세하게 
가사랑 노래가 나와서 신기했다. 어렵지 않아서 이번 주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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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자신 있게 응원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정열정, 성찰 일기)

프로그램에서 프로 배구 경기 관람을 가는데, 나는 그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게 되었다. 근데 친구들이 직접 만든 응원 도구 
들고 있는 게 영상에 잡힐 수도 있고 경기도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생중계로 경기를 볼 수 
있고 나중에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은 
어플로 꼭 같이 볼 것이다!!

(김존중, 성찰 일기)

  학생들은 배구 중에서도 프로 배구를 직접 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

게 되었다. 먼저 유튜브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유튜브에도 프로 배구 경기 영상뿐만 아니라 선수 정보, 뉴스, 응원가 

등 다양한 영상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학생들은 좋

아하는 선수를 정하고 응원가를 알아 오는 과제를 통해 유튜브를 사용하

였다. 또한, 김존중 학생은 프로 배구 경기 관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

는 것이 아쉬워 생중계를 볼 방안을 찾았고, 네이버 TV 라는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냈다.

  이처럼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구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에 대해 알고 직접 그 방법을 활용하여 지식을 얻

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배구에 관한 

관심과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배구를 넘어 다른 스포츠 또

는 스포츠가 아닌 취미생활을 유지하는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경기 수행 및 운영 속 지혜 발휘

  스포츠 리터러시에서 운동 지는 단편적인 지식 함양만이 아닌 스포츠 

속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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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을 넘어 경기 수행 및 운영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조협동: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 점

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특히 단체로 경기를 하는 때가 많았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무언가 싫더라도 이기적으로 생각하
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
요.

(조협동, 사후 면담)

  조협동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냐는 질문에 

경기 중 친구들과 의견을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서

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

력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스포츠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에 해당

한다. 

연구자: 교내 스포츠리그 운영 계획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무
엇이었나요?

오사랑: 저희가 계획한 대로 교내 리그가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까 최대한 모든 반이 공정하고 많은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했어요. (중략)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9명씩 3세트를 무조건 진행하
는 거였어요. 세트 스코어가 2:0이어도 3세트를 무조건 
진행하는 걸로.. 혹시 인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
표자 회의에서 정한 남녀 3명씩의 선수를 2번 뛸 수 있
도록 하기로 했어요. 일부러 못하는 친구가 아프다고 하
거나 학교를 안 나올까 봐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도 분명히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은 있다고 생각해요. 

(오사랑,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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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오사랑 학생은 교내 스포츠리그 운영을 계획하면서 모든 학생이 

함께 즐길 방법을 고민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기존의 방식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적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배구 경기를 수행하고 운영하면

서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배구 심(心)의 함양

 1) 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증가

연구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능, 지, 심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 
같나요?

오사랑: 심이 제일 발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이 능, 그리고 지가 
발달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운동은 이렇게 열심히 해
본 기억이 없는데, 배구는 정말 열심히 할 만큼 좋아하
기 때문이에요.

(오사랑, 사후 면담)

체육관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니
까 배구에 대해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뭔가 내가 정말 배
구를 잘 알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번 활동으로 배구에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플 때도 배
구는 꼭 하러 가고 싶고 그래요.

(박도전,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 이후 배구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오사랑: 배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흥분되기도 하고, 안도

하기도 하고, 열정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해
요.

(오사랑,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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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경험 이후 학생들은 공통되

게 배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오사랑 학생은 그

동안 열심히 해본 운동이 없는데, 배구라는 스포츠를 만나 운동하는 것

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도전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구를 잘 

알고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들며, 아파서 학원은 못가도 프

로그램은 하러 올 정도로 배구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 오사랑 학생은 배

구를 하면서 기쁨과 열정 그리고 흥분과 안도 같은 쫄깃한 감정을 느낀

다고 하였다. 이런 배구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배

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커짐을 의미한다.

  앞서 배구 능의 함양에서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

선하기 위해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으며, 배구 지의 함양에서는 

스스로 배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배구를 

활용하여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연구자: 프로그램 활동 후 여가 활용에 변화가 있었나요?
정열정: 원래 남는 시간에는 잠을 잤는데, 요즘에는 김연경 책 

읽거나 그거 보고 궁금한 경기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래요. 하이큐도 스토리도 재밌고, 기술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찾아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집 앞에서 운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열정, 사후 면담)

방학 때, 집에 누워있기만 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밖에
도 자주 나가고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뭔가 부지런해진 것 같
다. 그리고 원래 평소에도 책은 좀 읽었었는데, 이번에 일기도 
써보고 책도 읽으면서 좀 더 글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다. 

                                  (김존중, 성찰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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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열정 학생은 프로그램 이전에는 남는 시간에 잠을 잤다면, 프로그램 

이후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경기나 하이큐 영상을 보거나 집 앞에서 운

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존중 학생도 프로그램 이전에는 누워있는 시간

이 많았다면, 프로그램 이후에는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시간이 많아져 

부지런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이후 국내 프로 배구에 관해 흥미를 보이게 

되었다. 사전 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프로 배구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문가 조언에 따라 학생들에게 프

로 배구 경기 관람과 더불어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만들고 응원가를 연

습하고 응원 도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 이후 국내 프로배구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
나요?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생겼나요?

서책임: 일단 남자 배구팀 이름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 
팀에 외국인 선수가 한 명씩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요. 서울 지역팀은 우리카드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번에 경기 관람하면서 레오라는 외국인 선수가 정말 멋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책임, 사후 면담)
 

연구자: 응원하는 프로 배구팀이 생겼나요?
정열정: OK저축은행 팀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다른 팀들에 비해 활발하고 투지 넘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 조재성 선수한테 완전 반
했어요. 저희가 배구 경기장에서 코트 엔드라인 쪽에 앉
아서 선수들 서브 날아오는 게 잘 보였는데, 스파이크 
서브로 공이 막 휘어서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재성 선수 서브 에이스 장면도 찾아
보고 그랬어요.

(정열정,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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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응원하는 프로 배구팀이 생겼나요?
박도전: 집에서 TV에서 여자 국가대표 경기가 하길래 봤는데, 

세터 포지션에 이다영 선수가 너무 멋있어서 프로팀이 
뭔지 찾아봤어요. 현대건설에서 뛰고 있어서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이다영 선수랑 현대건설팀을 응원하게 되었
어요. 남자배구는 멋있다면 여자배구는 랠리가 길고 끈
질긴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박도전, 사후 면담)

  사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후 국내 프로 배구 리그에 대

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응원하는 팀과 선수를 가지게 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서책임 학생은 남자 프로 배구팀들을 알게 되었으

며, 용병 선수와 같이 기본적인 팀의 구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열정 

학생은 프로 배구 경기 관람을 통해 젊고 저돌적인 스타일의 OK저축은

행팀을 응원하게 되었으며, 그 중 서브가 좋은 조재성 선수에 빠져 스스

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도전 학생은 여가시간에 

TV를 보다가 여자 배구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게 되었으며, 경기 중 이

다영 선수의 매력에 빠져 현대건설팀을 응원하게 되었다. 또한, 남자배

구와 비교하여 여자배구가 랠리가 길고 끈질긴 수비가 많은 특징을 가지

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림 19> 프로 배구 관람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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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구를 통한 내면적 성장

  최선수 전문가는 배구의 매력은 배구를 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성장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가지 성장 중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이 어떠한 내면적 성

장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후 면담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배구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음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끈기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생각

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노력하는 자세와 성실함, 자신

감, 도전 등의 내면적 성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김성실: 책을 읽고 김연경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것처럼 
‘나도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
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성실,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 이후 스스로 성장하였나요?
서책임: 끈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지고 있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역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김존중, 사후 면담)

연구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서책임: 김연경 선수 책을 읽고 김연경 선수가 키가 작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선수가 된 걸 보고 저도 시작했으
면 끝까지 노력하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책임,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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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학생은 모두 배구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끈기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김성실 학생과 서

책임 학생은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이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서책임 학생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함께 경기 속에

서 지고 있어도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

지게 되었다. 다음은 사후 면담과 친선경기 감상문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학생들이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성장하였나요?
조협동: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배드

민턴 스포츠클럽도 참여하는데, 친구랑 복식 경기 중에 
많이 지고 있어서 같은 팀 친구가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
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러
다가 정말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말로 응원하는 건 배구에서만 했던 건데 저 덕분에 다른 
친구도 같이 응원하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조협동, 사후 면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평소 경기하면 실패할
까 성공할까 많이 따지는데, 예전에는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함이 
컸다면, 요즘에는 성공할 확률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박도전, 친선경기 감상문)  

  조협동 학생은 배구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응원하는 법과 포기하지 않

는 것을 배드민턴 경기 중에 실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박도전 학생은 친선경기 감상문에서 이전에는 배구 경

기에서 성공과 실패 중 실패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성공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자: 나만의 다짐문 만들기에서 내가 선택한 가치 중 학교스
포츠클럽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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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임: 호기심, 도전, 협동을 선택했었는데, 프로그램하고 난 후 
경기 중 세터한테 공격을 올려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걸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서책임,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박도전: 제가 원래 좀 게을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활동하면서 

다른데도 많이 가보고 아플 때도 배구 하러는 꼭 가야겠
다는 생각도 들고 좀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배구에 애착이 생겨서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연
습하게 되면서 성실해진 것 같아요.

(박도전, 사후 면담)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긍정적인 생각 외에도 서책임 학생은 프로그램

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도

전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지런해졌으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

심히 연습하여 성실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배구 리터러시 함

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돕고 있었다.

 3) 배구를 통한 공동체적 성장

  배구는 단체 스포츠로, 학생들이 팀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팀원들과 함

께 활동하면서 공동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본 프로그램은 인

문적 체육교육의 특성 중 협동 학습과 인성 교육이라는 요소를 구성 원

리로 삼아 학생들의 공동체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로 학생들의 공동체적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적인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나
요?

김성실: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소통이 좋아졌다고 해야하나, 
원래 말을 잘 안 하는데,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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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못했던 공격
도 친구들이랑 말하면서 새롭게 연습해보고 그래서 합이 
잘 맞아진 것 같아요.

연구자: 말이 많아진 것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김성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수다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처음 보는 애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실,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오사랑: 제가 프로그램 후반에 세터로 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공격수한테 공 올리기 전에 미리 콜을 하면 거
기에 맞춰 준비하고, 반대로 공격수가 사인을 주면 제가 
믿고 올려줄 수 있어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래서 계속 더 사인을 주려고 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말하면
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사랑, 사후 면담)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양에서 전학을 와서 아는 친구나 선배가 
잘 없었다. 근데 스포츠클럽 하면서 형들이랑 많이 알게 되고 
친해져서 좋았다. 형들이랑 같이 경기하면 위로도 해주고 칭찬
도 해주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이번
에 배구 처음 하는 애들한테 좀 더 잘한다고 말해주고 파이팅도 
더 많이 해주려고 한 것 같다. 

(서책임, 성찰 일기)  

  먼저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의 소통이 늘었다고 하였다. 

김성실 학생은 말수가 적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이랑 소통하면

서 수다스러운 성격이 되었다고 하며,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과 쉽게 친

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오사랑 학생은 세터로 활동할 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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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서로 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여러 이

야기를 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서책임 학생은 

전학을 와 아는 친구나 선배가 별로 없었는데,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가까운 친구와 선배들이 많이 생겨서 좋다고 하였다. 이들을 통해 프로

그램 속 학생들은 서로 소통이 늘었으며, 이런 소통이 결국 긍정적인 교

우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에서 친구가 리시브 실수를 해서 공이 옆으로 날아갔는데, 
그때 나를 포함한 세 명이 달려가서 그 공을 살려서 결국 득점
을 해냈다. 기분이 정말 좋았고 협동심을 느낀 것 같았다.

(조협동, 친선경기 감상문)  

연구자: 친선경기를 할 때 무엇에 집중하면서 하였나요?
김존중: 일단 제 위치에 오는 공은 무조건 살려서 다른 사람들

에게 피해가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김존중, 사후 면담)

연구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오사랑: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

고, 그 점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특히 단체로 경기를 하는 때가 많았는
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무언가 싫더라도 이기적으
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오사랑, 사후 면담)
 

  두 번째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조협동 학생은 친선경기 이후 감상문을 통해 자신과 친구들이 한 친구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 달려가서 공을 살려낸 경험을 풀어냈다. 김존중 

학생은 경기 중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가

지고 임하였다고 하여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였음을 내비쳤다. 오사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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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배려

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답하였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

다. 

연구자: 다른 친구 또는 팀을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보 또는 
배려한 점이 있나요?

조협동: 경기 중에 우리 팀원이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쉬워서 나오는 제스쳐 그런 걸 좀 참고 친구를 응원해
주었어요. 팀 분위기가 좋아야 경기가 잘되니까요. 

(조협동,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이 나의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하나요?

박도전: 화를 참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배구 하면서 애들이랑 
함께 하니까 화를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내심을 
얻게 되었어요. 화를 내면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협
동이 안 되니까..

(박도전, 사후 면담)

  세 번째로, 학생들은 팀원들과 팀 분위기를 위하는 마음과 이를 위해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협동 학생은 경기 중 팀원이 실수하면 아쉬

운 행동이 나오는데, 팀 분위기를 위해 아쉬운 내색을 하지 않고 친구를 

응원하였다고 한다. 박도전 학생은 배구를 통해 팀 분위기와 협동을 위

해 화를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화

목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표현을 조절하고 인내할 줄 알게 되었다. 

연구자: 나만의 배구 기술 만들고 가르치기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서책임: 격려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배구를 잘 몰랐던 때가 있어서 그때 기억 때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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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이 배구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괜찮다고 격려하려고 했어요.

(서책임, 사후 면담)

연구자: 다른 친구 또는 팀을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보 또는 
배려한 점이 있나요?

김존중: 다른 친구가 서브할 때, ‘서브 파이팅’ 외쳐주고 우리가 
리시브할 때 ‘리시브 파이팅’을 크게 외쳐주고 그랬어요. 
제가 할 때 그렇게 파이팅 하면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더 잘되었거든요. 

(김존중, 사후 면담)

큰 점수 차로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서로 괜찮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였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때 진짜 한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성실, 친선경기 감상문) 

  네 번째로, 학생들은 배구 경기 중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

였다. 서책임 학생은 후배들이 배구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격려하곤 하였다. 김존중 학생은 자신의 경험상 응원을 해주면 

더 잘하는 것 같아, 서브와 리시브 시 파이팅을 크게 외쳐주었다고 하였

다. 김성실 학생은 친선경기 중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어도 서로 괜찮다

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하였을 때 한팀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 

 

경기를 보면서 배구 경기 속에 있는 협동심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다. 상대 팀 서브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앞에서 무리하게 
리시브하지 않고 뒤에 사람을 믿고 넘겨주는 게 인상 깊었다. 
그러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는 공격이나 토스 같이 다
음 동작을 준비하는 걸 보면 선수들끼리 서로 믿고 플레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 팀을 믿는 게 진짜 협동심인 것 같다.

(정열정, 경기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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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그램 중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깊었나요?
김존중: 친선경기에서 시합 도중 모여서 파이팅을 했을 때, 내가 

못한 걸 다른 사람들이 커버해줬을 때, 실수해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괜찮다고 할 때 협동심을 느꼈어요.

(김존중, 사후 면담)

  이외에도 정열정 학생과 김존중 학생은 프로그램 속에서 느낀 협동심

에 대하여 말하였다. 정열정 학생은 프로 배구 경기 중 선수들이 서로를 

굳게 믿는 모습이 진정한 협동심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존중 학생은 

시합 중 모여서 파이팅 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커버해 줬

을 때, 그리고 실수해도 모두가 괜찮다고 말해 줄 때 협동심이 느껴진다

고 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친선경기 이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함

께 손을 모아 응원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것을 가장 많이 그림으로 표현

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과 배려, 노력, 격려, 응원, 인내, 협동 등 다양한 

공동체 속 가치들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성장은 앞서 제시한 

내면적 성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학생들의 인성적 함양에 많은 기

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친선경기 감상문 중 인상 깊은 장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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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결과에서는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환경적, 방법적, 내용적 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환경적 요인

으로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한 지도 교사, 배구 친화적 활동 장소, 주변

인의 인식 및 태도가 있다. 두 번째로, 방법적 요인으로는 창의성과 자

율성을 존중하는 지도 방식, 전이를 추구하는 지도 방식이 있다. 마지막

으로 내용적 요인으로 인문적 활동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그리고 

교내 스포츠리그와 연계한 활동이 있다. 

 가. 환경적 요인

  

 1)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한 지도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성부터 실행까지 지도교사의 전문성과 더불

어 배구를 향한 열정, 배구를 대하는 태도 등이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도교사가 가진 배구 

리터러시가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

게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한 지도교사는 두 가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영향

을 미쳤다.

연구자: 학교스포츠클럽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오사랑: 체육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배구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

있게 해주시는 걸 듣고 흥미가 생겨서 친구랑 같이 해 
보자고 했어요. 

(오사랑, 사전 면담)

   먼저 지도교사의 배구에 대한 열정, 애정, 지식 등은 학생들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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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오사랑 학생은 학교스포츠

클럽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지도교사가 체육수업 중 해준 배구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지도교사의 배구에 대한 열정과 

태도 등이 학생들이 배구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며, 배구

에 입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응원하는 프로 배구팀이 생겼나요?
정열정: OK저축은행 팀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 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일단 선생님이 이 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정열정, 사후 면담)

경기 중 평소 연습 때 보다 못해서 슬펐지만, 선생님이 괜찮다
고 해주시고 자신있게 도전해보라고 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배구 경기를 처음 해보는 후배들이 
주눅 들지 않게 하려고 더 크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었다.

(서책임, 친선경기 감상문)

  두 번째로,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델링의 대상이 되었다. 정열정 

학생을 비롯하여 몇몇 학생은 응원하는 프로 배구팀이 생겼냐는 질문에 

OK저축은행팀을 응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정열정 학생은 교사가 관

심 있는 팀이어서 자신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책

임 학생은 친선경기 중 연습한 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였는데 교사의 격

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게 될 수 있었으며, 자신도 처음 경기를 하는 

후배들을 위해 격려를 해주었다고 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고 응원

해주는 것이 학생에게 전이되어 다른 학생에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야겠다

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모델링의 대상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

해서는 지도교사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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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구 친화적 활동 장소

  앞서 배구 지의 함양 중 학생들은 배구 안테나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전의 학교스포츠클럽과 비교하였을 때, 그동안 

수업에서 배구 네트만을 치고 운영하였다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들이 영화나 경기에서 보는 실제 배구 코트와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제

공하고자 배구 네트와 함께 안테나, 스탠딩 점수판, 그리고 지주 보호대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즉, 학생들은 배구 네트의 안테나라는 활동 

장소의 변화로 인해 안테나의 역할과 경기 속 규칙에 관심을 가지고 정

확한 규칙을 습득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한, 배구 네트 설치와 같이 활동 장소를 구성할 때, 기존에 할 줄 

아는 학생들만이 설치와 해체를 했다면,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 좋은 방

법을 논의하고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 모두 함께 배구 네트를 설치

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직접 자신이 프로그램을 활동 장

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은 먼저 학생들이 배구를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준다. 두 번째로 매시간 설치와 해체를 할 때 먼저 

나와 준비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태도와 다른 

친구가 먼저 준비를 시작하면 가서 도와주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림 21> 학생들이 배구 네트를 설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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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그램 활동 중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도전: 초반에 네트 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번 

선배들이 칠 때 저는 할 줄 몰라서 돕지도 못하고 미안
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할 수 있어서 좋아
요. 제가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후배들도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박도전, 사후 면담)
 

  활동 장소 중에는 배구 게시판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지도 교사는 학

생들이 배구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학습할 수 있도록 배구 게시판을 이

용하였다. 게시판에는 배구 칼럼, 배구 갤러리, 배구 매거진, 배구 도서 

등 예술과 문학 등 다양한 인문적 체험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

며, 학생들만의 공간을 통해 활동 중 우수한 작품이나 새로운 소식 등을 

게시하여 서로 공유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였다.

연구자: 배구 게시판 꾸미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나요?
조협동: 게시판 제목을 정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뭔가 ‘배구 게시판’ 이라는 딱딱한 말보다는 우리가 배구
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We Love 
Volleyball’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러브에는 하트, 발리볼
에는 배구공으로 ‘o’자를 꾸미기로 했어요. 

연구자: 그룹별로 게시판에 게시했던 건 무엇인가요?
조협동: 저희 그룹이 할 때 저는 배구와 관련된 미술작품을 찾

아서 게시했는데, PLAY HARD 라는 말이 적혀있는 배
구공 그림이 인상 깊어서 그걸로 정했어요. 보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협동, 사후 면담)

  이 게시판은 지도 교사가 주도적으로 게시할 내용을 결정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게시판의 이름을 정하고 꾸미도록 하였으

며, 소그룹으로 나누어 1주에 한 번 담당 학생들이 어떠한 게시물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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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할지 논의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게시판이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다양

한 인문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소통의 공간이 되며, 더불어 스스로 꾸몄

다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하였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체육관 2층에 학생들이 

선택한 스포츠 명언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걸어놓았다. 학생들이 배구 

경기에서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하

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연구자: 직접 고른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할 때 어떤 느낌이 들
었나요?

오사랑: 그동안은 음악 없이 연습하다가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
어서 음악을 트니까, 이것 저것 새로운 노래들이 나와서 
일단 재미있었고요, 다들 공통적으로 신나고 뭔가 비트 
있는 노래를 골라서 배구를 할 때 조금 더 몸이 가벼워
진 것 같이 신났던 것 같아요.

(오사랑, 사후 면담)

<그림 22> 조협동이 꾸민 배구 게시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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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선

정한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였다. 오사랑 학생은 사후 면담을 통해 

그동안 음악 없이 연습하던 것과 비교하여 직접 고른 음악을 틀다 보니 

다양한 노래들이 나와 재미있었으며, 신나고 비트가 있는 노래가 나와 

배구를 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에서 활동 장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배구 리

터러시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주변인의 인식 및 태도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

는 데 있어서 주변인의 영향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먼저 학부모는 학생

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주로 학

부모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도전: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 선수를 해서 초등학교 4

학년 때 엄마랑 처음으로 배구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배구에 반해서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배구 방과

<그림 23> 스포츠 명언 현수막과 학생들이 선정한 음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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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하게 해주셨어요.
연구자: 그럼 엄마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도전: 엄마는 제가 배구 하는 것을 많이 응원해줘요. 제가 선

수까지는 아니지만, 취미로 하고 나중에 체육 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도전, 사전 면담)
 

  특별하게 박도전 학생은 학부모 중 한 명이 배구 선수 경험이 있어 배

구를 접하게 되었다. 학생은 학부모의 영향으로 배구를 알고 좋아하게 

되었으며, 학부모는 배구를 통해 학생이 체육 쪽의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이 배구를 하

는 것을 응원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도 대부분의 학부

모들은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부모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김존중: 제가 평소에 계속 집에만 있고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걸 일단 좋아하셔서 이번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친구들이랑 밖에
서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연구자: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는 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김존중: 일단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신경 안 쓰고 이 시간엔 무
조건 할 수 있어서 좋고, 아빠가 TV 보다가 국가대표 경
기 같은 거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요.

(김존중, 사후 면담)

연구자: 부모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김성실: 일단 제가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또 대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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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 나가서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시고 많
이 지원해주세요.

연구자: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는 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김존중: 친선경기 할 때 응원 오셔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가
지게 되었어요. 

(김성실, 사후 면담)

  김존중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이 평소에 집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것

을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들과 어울리고 활동적으로 시간

을 보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건강해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경

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부모의 학교스

포츠클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원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온전히 참

여하는 것과 여가로 배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배구를 더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등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영향

을 미쳤다. 

  반면에 적지만 학부모의 무관심과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도 있었다. 

연구자: 부모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서책임: 아빠는 제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딱히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연구자: 그럼 아빠의 생각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책임: 학원이랑 시간이 겹치면 프로그램 도중에 나가거나 늦
게 와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공부를 더 빡
세게 해야 하니까 배구를 못 하고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책임, 사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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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책임 학생은 자신의 아빠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의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쳤을 경우 학원을 가야 해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기도 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 배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즉, 학생

들이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구에 대한 소양을 쌓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요인은 중요하

게 작용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은 학교스포츠클럽에 함께 참

여하다가 졸업하여 고등학생이 된 선배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고등학생이 된 선배들은 각자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었지만, 한 친구의 

주도로 프로그램 중 음료수와 간식을 사서 오거나, 팀을 만들어 작은 규

모의 배구 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고등학교에

서도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이 없는 학

교는 스스로 친구들을 모아 선생님께 지도를 부탁하여 구성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선배들의 활동 모습은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접할 수 있으며 평

생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연구자: 앞으로 배구가 나의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 같나요?
서책임: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선배들이 졸업하고 

다른 학교여도 다시 만나서 팀으로 대회 나간 것처럼 저
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다시 친구들이랑 팀을 만나서 
대회를 나가고 하고 싶어요. 그때는 더 속공도 잘하고 
블로킹도 잘하게 연습하고 싶어요.

(서책임, 사후 면담)

오늘 00언니와 00언니, 그리고 00언니가 음료수와 간식을 가지
고 와서 함께 배구를 했다. 언니들이 오니까 작년에 함께 대회 
준비를 하던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언니들이랑 같이 배구를 하
니 더 재미있고 나도 빨리 고등학생이 되어 00언니 학교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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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배구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우리 학교로 다시 놀러
와서 후배들이랑 같이 배구를 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

(오사랑, 성찰 일기)

  사후 면담에서 서책임 학생은 배구에 대한 목표 설정을 중학교로 하지 

않고 미래 성인이 되어서로 하였으며, 오사랑 학생은 성찰 일기에 자신

도 고등학생이 되어 선배들과 다시 배구를 하고 싶으며, 중학교에 놀러

와 후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적었다. 이처럼 함께 학교스포츠

클럽에 참여하였던 선배들의 앞선 활동 모습들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어 학생들이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신

도 졸업 후에 다시 후배들과 함께 배구를 하기 위해 찾아오겠다는 오사

랑 학생의 말처럼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다시 선배가 

되면 후배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쳐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나. 방법적 요인

  

 1)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도 방식

  지도교사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중 주도적으로 수업

을 진행하고 지시하기보다 활동을 제공한 후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지도교사는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속

적인 관찰을 통하여 개입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피드백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도 방식은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은 배구 기술을 정하고 시를 쓰는 활동을 했다. 도저히 어
떻게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몇 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어려우면 기술을 떠나 
아무거나 배구를 할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려 써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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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은 시도 좋다고 해 주셔서 결국 쓸 수 있었다.
(김성실, 성찰 일기)

  몇몇 학생들은 스포츠를 인문적인 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 평소 접

하던 방식과 달라 어렵게 느끼곤 하였다. 김성실 학생은 성찰 일기를 통

해 배구에 관한 시를 쓰는 활동이 어려웠으나 교사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인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하되, 세심하게 관찰하여 개입이 필요하다 싶으면 학

생별로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피드백은 학생들이 한순간에 결

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주어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지도교사의 전략을 통해 학생들은 익숙하

지 않은 다양한 활동을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었다.

개학 후 학교 배구 리그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처음에 학생들에게 온전히 회의를 진행 시키는 것이 맞을지 고
민이 되었지만, 이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고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제시하기도 하여 학
생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느꼈다.

(교사 반성 일지)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하였

다. 꾸준히 참여하던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학교 배구 리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배구 경기 규칙을 변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

영을 할지 의견을 내는 등 발전된 역량을 보여주었다. 지도 교사는 조력

자로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뒷받침해 주는 역

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도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활

발하게 소통하며 학습하고 이를 통해 배구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함양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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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이를 추구하는 지도 방식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바로 배구를 넘어 다양한 스포츠에 대하여 운동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배구 리터러시를 통해 스포츠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책 

읽기 활동에서 배구 관련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관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체육관에 스포츠 명언을 부착하여 학교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동안 명언을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배구 경기 속 팀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고 파이팅 구호

를 외치는 것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른 스포츠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춘 운동 소양이 스포츠 

상황을 넘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먼저 

‘나의 다짐문 쓰기’활동으로 첫 번째 차시를 시작하여, 학생들이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과 가

치들을 정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예로 서브 루틴을 조

사하고 만들어보는 활동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루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며 공감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

다. 그 결과 사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

생활 속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용
된 경험이 있나요?

조협동: 아직은 없는데, 개학하면 반별 스포츠리그 할 때,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배운 배구 기술이나 기본기, 그리고 파
이팅 하는 법이나 분위기 올리는 것 등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협동,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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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협동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에서 반별 

스포츠리그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반별 스포츠리그는 학급별

로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배운 파이팅 방법과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체육수업이나 다른 학교스포츠클럽,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기본 기능과 파이팅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배운 가치들이 일상생활 속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림 24> 나만의 서브 루틴 만들기 활동지 중 전이 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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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나만의 다짐문 쓰기에서 내가 선택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걸 학교스포츠클럽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했나
요?

김존중: 배려, 노력, 사랑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했
듯이 노력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배려도 친구들한테 양
보해주거나 팀 분위기 이끌어가려고 한 것 같고, 배구에 
대한 애착도 많이 생겼어요. 이 중에서 노력은 일상생활
에서도 제가 방학 때 학원도 하나도 안가고 그런데 그래
도 공부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요.

 (김존중, 사후 면담)

연구자: 나만의 다짐문 쓰기에서 내가 선택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걸 학교스포츠클럽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했나
요?

정열정: 제가 선택 했던 가치는 호기심, 도전, 배려, 그리고 협동
이었어요. 일단 배구에서는 그동안 수비나 공격에만 관
심을 가지다가 처음으로 세터 포지션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봤어요. 그동안 세터는 제가 할 수 없는 자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완벽하지 않더라
도 공격수한테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에서는 제가 수학이 자신이 없어서 수포자였거든요. 근
데 이번에 세터 해본 것처럼 막상 해보면 또 괜찮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겨서 엄마한테 수학 
학원 끊어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수학 공부 시작하고 있
어요.

 (정열정, 사후 면담)

  김존중 학생은 나만의 다짐문 쓰기에서 선택한 가치 중 노력과 배려, 

사랑을 학교스포츠클럽에서도 실천하였으며, 이 중 노력은 일상생활에서

도 학원을 안 가도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데 영향을 미

쳤다고 한다. 정열정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세터라는 포지션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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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을 가지고 도전하였으며, 그 결과 어렵게만 생각했던 세터 포지션을 

자신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열정 학생은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수학 과목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용
된 경험이 있나요?

김존중: 일기 쓰기가 그동안 전혀 안 했던 건데, 이번에 프로그
램 할 때마다 뭐 했는지 적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적고 
다음에 어떻게 보완할지 적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거든
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공부할 때 힘들거나 그냥 일
상생활에서 친구들이랑 힘든 일 있을 때, 일기를 쓰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쓰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돌아
보고 제가 잘못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생각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김존중, 사후 면담)

<그림 25> 나의 다짐문 쓰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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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존중 학생은 프로그램 속에서 일기 쓰기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

는 데 많이 도움이 되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친구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일기 쓰는 것을 통해 갈등을 정리하고 자신

이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속에서 배운 가치뿐

만 아니라 일기 쓰기와 같은 활동이 일상생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 가족, 선생

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용
된 경험이 있나요?

오사랑: 배구 경기하면서 배운 인내심으로 인해 평소에 친구랑 
싸우는 날이 줄었어요. 배구 하면서 누가 실수하거나 제
가 못해도 짜증을 내는 건 도움이 안 되니까 참는 걸 배
웠거든요.

 (오사랑, 사후 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용
된 경험이 있나요?

조협동: 아무래도 이해, 배려, 협동, 갈등 해결 방법, 사회성, 상
처받지 않게 말하는 법, 눈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사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인 만큼 많은 영향
을 미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선생님을 
대할 때나 집에서 부모님과 다툴 때, 이 밖에 여러 상황
에서 저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조협동, 사후 면담)

  오사랑 학생은 배구 경기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 참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조협동 학생은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배운 이해, 배려, 협동, 갈등 해결, 사회성, 상

처받지 않게 말하는 법, 눈치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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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친구, 선생님,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 

  즉,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서 전이를 추구하는 방식은 학생

들이 가깝게는 다른 스포츠 활동과 학교생활 그리고 멀게는 일상생활까

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도 교사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부분으로부터 

전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전이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내용적 요인

  

  1) 인문적 활동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최의창(2018)이 제시한 운동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 15+는 하기를 포함하여 읽기, 쓰기, 보기, 듣기부터 나누기, 생각

하기, 사랑하기, 그리고 그 이상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인문적 체육교육의 특성을 프로그

램 내용의 구성 원리로 삼아 학생들이 배구 도서, 칼럼, 잡지를 읽고, 감

상문, 일기, 시를 쓰고, 배구 영화를 보기도 하며, 음악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말하고 느끼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그동안의 체육활동을 몸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프

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스포츠를 체험하며 소양을 쌓을 수 있었

다. 이러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배구를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이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 프로그램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중 나의 배구 운동기술
이나 경기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김존중: 일기 쓰는 거요. 일기 쓰면서 제가 그 수업을 어떻게 했
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실수했는지 그런 것도 생
각해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김존중,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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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그램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중 나의 배구 운동기술
이나 경기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김성실: 하이큐 주인공한테 편지 쓰는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하이큐에서 세터가 공을 라이트에게 올려줄 것처럼 하다
가 레프트로 올려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지 쓰면서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하니까 실제로 제가 배구 할 때 써보게 
된 것 같아요. 

(김성실, 사후 면담)

  프로그램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중 나의 배구 운동기술이나 경기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존중 학생은 일기 쓰기라

고 답하였으며, 김성실 학생은 하이큐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이라

고 답하였다. 배구 운동기술이나 경기 수행 능력과 같이 능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기 쓰기와 편지 쓰기 같은 서사

적 활동을 답한 것이다. 학생들은 글 쓰는 활동이 운동기술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고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게 하여 이미

지 트레이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 활동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조협동: 일기인 것 같아요. 일기 쓰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부족한 점도 찾고 그런 부
분은 보완하려고 하면서 실력향상도 많이 되었어요.

(조협동, 사후 면담)

  김존중 학생과 더불어 조협동 학생은 일기 쓰기가 프로그램 활동 전체 

중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일기를 

쓰는 것이 그날 수업과 자신을 반성하며 돌아보게 해주고 이를 통해 배

구 실력향상과 함께 자기 성찰적 태도를 갖게 해주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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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쓰기 활동인 배구 시 쓰기는 학생들이 배구 기술의 특성을 파

악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 배구에 대한 시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정열정: 시 쓰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창작하는 건 정

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기술을 블로킹
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도전하
고 성공한 게 블로킹이고,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서 선
택해서 시로 썼어요. 그리고 블로킹이 그동안은 몰랐는
데 공격수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비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정열정, 사후 면담)

연구자: 배구에 대한 시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서책임: 되게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배구는 몸으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공에 관해서 쓰면서 속공이 빠르기도 하고 상
대 블로킹들을 흔드는 게 바람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
람에 비유하여 썼어요.

<그림 26> 성찰 일기와 하이큐 주인공에게 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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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시를 친구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은 어땠나요?
서책임: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박

수 쳐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게시판에도 제 시
가 걸려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서책임, 사후 면담)

   정열정 학생은 블로킹에 관하여 시를 쓰면서 블로킹이 공격수에게 압

박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비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서책임 학생은 속공에 관하여 시를 쓰면서 속공의 빠른 특성과 상대편 

블로킹을 흔드는 것이 바람과 같다는 것을 느끼고 시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시 쓰기 활동을 통해 배구 기술의 재미있는 특성

을 파악하고 비유하여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서책임 학

생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

졌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친구들이 집중하여 시를 듣고 낭독 후에

는 박수를 쳐줘서 고마웠다고 말하였다. 배구 기술에 대한 시 쓰기 활동

은 글을 쓰는 것을 넘어 시를 그림으로 꾸미고, 나의 시를 친구들과 나

<그림 27> 배구 시 쓰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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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 다른 친구들의 시를 읽고 느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구를 향유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배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통해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었다. 

연구자: 배구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김성실: 영화에서 본 기술과 호흡을 실제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연습에서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켄마라는 세터가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평
소 제가 시합 때 엄청 긴장하는 거랑 비교되어서 본받고 
싶었어요.

(김성실, 사후 면담)

연구자: 배구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정열정: 리에프라는 선수가 아직 잘 못 하지만 동물적인 감각을 

가져서 블로킹을 뜬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이동해서 막
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블로킹으로 공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뒤에 수비수가 있는 쪽을 비워놓고 나머
지 부분을 막아서 상대방이 수비수한테 공을 때릴 수밖
에 없도록 길을 만드는 것,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
리도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하고, 제가 이번에 블로킹에 
자신감이 붙어서 나중에 뒤에 수비하는 친구랑 이야기해
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열정, 사후 면담)

  배구 영화를 보는 활동은 학생들이 영화 속 캐릭터의 가치관과 행동, 

그리고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실 학생은 영화 속에 

나오는 기술들을 실제로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실제 연습에서 시도

해보았다고 한다. 또한, 세터 캐릭터의 침착 하고 여유 있는 경기 운영

을 보고 자신도 시합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 본받으려고 하였다. 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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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생은 영화 속 미들 블로커 캐릭터의 블로킹 기술을 인상 깊게 보고 

실제로 사용하고 싶었으며, 블로킹의 역할이 공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좁히는 것이라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배구 영

화뿐만 아니라 배구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직접 배구 경기를 

직관하는 등 보기 활동은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책을 읽는 것 또한 새로운 방식의 스포츠 체험방식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책을 읽었

지만, 그중에서도 배구 관련 책으로는 김연경 선수의 에세이 ‘아직 끝

이 아니다’와 다문화 가정이 배구를 통해 화합하는 ‘오합지졸 배구단 

사자어금니’라는 책을 읽었다.

연구자: 배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
이 있나요?

정열정: 김연경 선수의 책을 읽었는데, 활동 하면서의 자신의 일
지를 써 놓은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키가 작았는데도 
배구가 너무 좋아서 리시브랑 수비 연습을 엄청 했었는
데, 나중에 키가 크면서 그때 연습했던 기초 기술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키가 작지만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전에는 리시브 수비 연습만 많이 하고 나머지
는 연습도 안 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터랑 블
로커도 해보고 연습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열정, 사후 면담)

연구자: 배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
이 있나요?

박도전: 일단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다문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배
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사람
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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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해주고 서로 모일 수 있
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박도전, 사후 면담)

   정열정 학생은 김연경 선수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김연경 선수의 선수 

생활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키가 작았음에도 포기하지 않

고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에 자신도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포지션을 연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도전 학생은 ‘오합지졸 

배구단 사자어금니’책을 읽으면서 배구라는 스포츠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

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외에도 직접 선정한 음악과 함께 배구를 하고, 배구 경기 직관을 위

해 선수들의 응원가를 익히고, 응원 도구를 만드는 등 전통적인 스포츠

를 몸으로만 체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예술적, 서사적 활동으로 배구

를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의 운동 소양을 통합적으로 키워주게 되었다.

1)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체육 수업과 비교하여 활동 장소와 시간적 측

면에서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전에 실시한 개방

형 설문조사와 사전 면담에서도 학생들은 학교 외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

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학교 밖 지

역사회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제공하였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서울 지역 배구 경기가 열리는 장충

체육관에서 프로 배구 경기를 관람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학교와 가까

운 곳에 있는 복합적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몬스터라는 곳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한 놀이를 체험하였다. 세 번째로, 책/만화 카페 체

험을 통해 스포츠 도서와 만화의 다양함을 느끼고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

다. 네 번째로, 주변 영화관에서 배구 만화인 하이큐 극장판을 감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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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같은 지역의 A 중학교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과 친선경기를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사회 속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배구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키울 수 있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배

구를 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 프로배구 관람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정열정: 배구 경기장이 이렇게 지하철 3호선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고, 티켓 가격도 영화표랑 비슷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
요. 그리고 경기장 딱 들어가는 순간 엄청 크고 사람도 
많은데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배
구 직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에 영화 대신 친구
랑 배구 보러 가려고 우리카드랑 OK저축은행 언제 또 
서울에서 경기하는지 알아봤어요.

 (정열정, 사후 면담)

연구자: 스포츠 몬스터 체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김성실: 예전에도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배구 코너

가 있는지도 모르고 체험도 안 했었어요. 이번에 가서 
알게 되었고, 저번에 경기장 갔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배구가 은근히 주변 곳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짜 배구랑은 달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연구자: 어떤 부분이 다르고 아쉬웠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김성실: 일단 농구 코트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농구코트랑 비교
해서 배구는 배드민턴 코트 정도 밖에 안되는 사이즈였
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구요, 그래서 우리 배구부 학생들
이 한 번에 들어가서 할 수 없었어요. 최대 4명 정도..? 
그런데 공은 빅발리볼공으로 엄청 커서 공간이 더 좁게 
느껴졌어요. 배구가 더 인기 많아져서 더 큰 코트에서 
사람들이 진짜 배구처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성실,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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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열정 학생은 프로 배구 관람 활동을 통해 프로 배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체육관이 가까운 곳에 있으며, 티켓 가격 또한 영화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정열정 학생은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배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고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배구를 접할 새로

운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짜릿하고 재미있는 경기 관람을 통해 프로 배

구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 시킬 수 있었다. 김성실 학생은 스포츠 

융복합 테마파크인 스포츠 몬스터 체험 활동을 통해 배구 코너를 경험하

였다. 스포츠 몬스터 체험 속에서 학생들은 배구를 활용한 코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김성실 학생은 스포츠 

몬스터 체험과 함께 프로배구 경기 관람 활동이 알고 보면 일상생활 속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

였으며, 이는 배구 영화, 스포츠 도서 체험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음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다른 학교와 친선게임을 통해 교류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실제로 배구 경기 속에서 그동안 배웠던 배구 기술과 전략들을 

사용해 볼 수 있었으며, 직접 체험을 통해 배구 경기가 운영되는 방법이

나 규칙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림 28> 스포츠 몬스터 속 배구 코너 체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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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몸을 풀고, 함께 정한 파이팅 구
호를 매 득점이나 실점마다 모여서 외치는 것이 다른 팀과 차이
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뿌듯하고 하이큐처럼 학교를 대
표해서 시합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박도전, 친선경기 감상문)

  박도전 학생은 친선경기 이후 감상문을 통해 친구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몸을 풀고 득점할 때마다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다른 

팀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느껴졌으며, 이를 통해 학교를 대표하는 것 같

은 느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경기

는 배구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기르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더불

어 경기 속에서 상대 팀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2) 교내 스포츠리그와 연계한 활동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은 

교내 스포츠리그와 연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준비하는 것

이었다.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각자 원하는 역할을 정하고, 역할별로 할 

일을 조사하고 진행하였다. 역할은 크게 총 리그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

는 운영 계획팀과 기록원을 비롯하여 선심, 부심, 주심을 맡는 심판팀, 

그리고 리그 운영 전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사진 촬영, 기사 작성 등 홍

보팀으로 나누어졌다. 

  운영 계획팀은 학교의 리그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

서 공평할지를 생각하여 반별 리그로 운영하되,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9명씩 3세트를 무조건 진행하도록 하며, 인원이 부족할 시 대표

자 회의로 정한 선수를 2세트 뛸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들을 

세웠다. 또한, 학급 대표들에게 나누어줄 오더지를 제작하였고, 간단한 

운영 방법과 규칙을 가르쳐주기 위해 배구부 학생들을 한 명씩 반을 배

정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판팀은 리그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하게 활동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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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시작 전 심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세한 배구 규칙들을 조

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교내에 배구 리

그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 복도에 게시할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중요한 경기는 기사를 작성하여 학교 SNS에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를 보고 기사를 쓰는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내 스포츠리그와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들은 배구에 대

한 지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교내 학생들의 배구 활동을 담

당한다는 책임감과 가지게 되었으며, 배구와 관련된 진로에 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 배구 리그 운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김존중: 먼저 심판역할을 맡아서 배구 규칙들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그 운영하는 데 있어
서 대회를 계획하고, 저희같이 심판을 보고 또 기록을 
하고, 기자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각자 반별 코칭 하는 
것까지 실제 배구 경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과 역할
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구 규칙을 
공부하려고 유튜브를 이용했는데, 배구 관련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김존중, 사후 면담)

연구자: 교내 스포츠리그 운영 계획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무
엇이었나요?

오사랑: 저희가 계획한 대로 교내 리그가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까 최대한 모든 반이 공정하고 많은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들이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야 할 것 같
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게 하
려고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 것 같아요.  

 (오사랑, 사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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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교스포츠클럽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박도전: 다른 학교와 경기를 해보고, 직접 학교 경기도 계획하면

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할 때 재미있어하
는지 찾지 못할 때 그걸 알게 해준 것 같아서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일단 진로로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었는데 학교스포츠클럽 덕분에 재미있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야겠다는 확신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박도전, 사후 면담)

  그동안 학교 스포츠 활동 중 학생이 심판을 볼 때, 선심으로만 활동했

다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선심을 포함하여 주심, 그리고 기록원까지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 김존중 학생은 심판팀이 되어 배구 규칙과 심판 

법을 공부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오사랑 학생은 공

정하고 많은 친구가 즐길 수 있는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등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문제 상황을 예측

하고 줄여, 나가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능숙하지 않지만, 책임감

을 가지고 맡은 바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존중 학생은 배구 리그를 계획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도

전 학생은 학교 경기를 계획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뭘 할 

때 재미있어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교내 스포츠리그를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과 직업

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느끼면

서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을 하게 해주기도 하였다. 즉, 학교스포츠클

럽 활동을 교내 스포츠리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폭넓

은 배구 경험과 진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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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배구 리터러시 함양

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는 어떠한지, 셋째, 학

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

하였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가 가

진 교육적 의의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논의

 

  학교 현장에서 신체활동을 다루는 활동으로는 정규 체육수업이 있으

며, 자유학기 예술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 토요 스포츠데이 등 다양하다. 그중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

클럽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

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에는 다른 체육활동과 비교하여 학교스포츠클럽만

이 가진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동일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교육부, 2015d). 교육과정 내 

운영되는 정규 체육 수업과 함께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과 달리 학

교스포츠클럽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적다. 또한, 정규 체육수

업은 미리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1년 동안 3~6개 정도의 다양한 종

목을 경험하도록 하며,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은 학교 규모에 따라 개

설된 몇 가지 종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학기 또는 1년간 경험하게 

된다. 정규 체육 수업과 비교하여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

의 종목 선택에 대한 자율권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종목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 체육활동과 비교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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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있는 종목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1년간 꾸준히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적어 학교를 넘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 참여자

인 학생들은 배구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내용으로는 프로 배구 경기 관람, 지역 학교와의 친선경기, 배구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김기철(2011)은 학교 농구스포츠클럽에서 ‘인문·서사적 간접 체험

을 통해 가르치기’, ‘팀 운영을 위해 가르치기’, ‘경기 및 대회를 

통해 가르치기’라는 다양한 교육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 스포츠

맨십을 증진 시켰다. 또한, 김영남(2017)은 전인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태권도 학교스포츠클럽 실행연구에서 다양한 인문적 활동과 더불어 대학 

태권도 동아리 방문을 통한 교류 운동 및 진로 조언과 같은 활동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를 비롯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행연구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특성에 따라 학교를 비롯하여 

학교 외 지역사회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였으며, 아

침 시간과 방과 후 시간, 주말 또는 방학 기간 등 자유로운 시간대를 이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은주(2013)는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학교의 아쉬운 점으로 활발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고 싶었지

만, 정보력, 인적 자원, 시설 등의 부족으로 다양한 활동을 확보하지 못

한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

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학교스포츠클럽이 적절한 역할

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보력과 인적 자원,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에 관하여 세 

가지 논의 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존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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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으로서의 스포츠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논

의, 두 번째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에 

관한 논의,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지닌 한 가지 종목에 초점을 맞

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이다. 

  앞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이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전인적 발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 및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경쟁적 구도와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운영되거나(김다

니엘, 임수원, 2014)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가

입을 하게 하는(양지석, 2013)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도 실제 구성원인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이 

경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부정적 태도와 

자신감 결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과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학교스포츠클럽이 본래 목적

인 인성함양과 전인적 발달로 돌아가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인 

교육적 개념인 최의창(2010b)의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을 통해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박정준(2012)과 이석훈(2012)은 학교체육 현장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차은주(2013)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함양은 스포츠 활동 자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속의 가치와 

의미를 의도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은주(2013)는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관한 연

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부터 관계성 

향상과 친밀성의 변화, 학교폭력의 감소, 클럽의 명예를 위한 노력, 소속

감 형성, 목표설정과 학업성적 향상이라는 효과를 얻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전인적 개념을 가지고 배구 리터러시 함

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들이 배구 심 함양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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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적 성장과 내면적 성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내면적 성장으로

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 긍정적 생각, 자신감 향상으로 도전 의식의 함

양, 성실함의 함양이 있었으며, 공동체적인 성장으로는 배려, 소통을 통

한 교우 관계 개선, 동료들 간의 믿음, 인내와 감정조절, 격려와 응원이 

있었다. 이러한 배구 심의 함양 중 학생들의 내면적이고 공동체적인 성

장은 차은주(2013)가 제시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은주(2013)의 연구 결과 중 학교폭력의 감소와 목표설

정 및 학업성적 향상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이적 학습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가 스포츠 

상황을 넘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로 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차은주(2013)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인

성함양과 전인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은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경쟁적 구도와 결과주의적 운영이라는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스포츠 리터러시 함

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한, 앞서 제시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감소와 1종목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만의 특성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만

의 특성이 학생들이 올바른 스포츠에 입문하고 참 좋은 사람이 되게 하

며 최종적으로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어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전

인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스포츠클럽 프

로그램을 먼저 목적과 구성 원리를 정하고 실제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문

제점과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

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과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구성원들

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성 및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를 배구라는 구체적 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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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점을 맞추어 배구 리터러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배구 학교스포츠

클럽에서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김영남(2017)은 태권도라는 종목을 활

용하여 학생들의 전인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김기철(2011)은 

농구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실천과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들의 연구 모두 학생들의 전인적이고 통합적 발달을 도모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

로그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함께 스

포츠 리터러시가 학생들이 흥미 있는 한 가지 종목의 리터러시 함양으로

부터 시작되어 다른 스포츠에 대한 리터러시로 확대되며 함양되는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다. 중학생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에 관한 논의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을 가지고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연구들의 

공통점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능·지·심의 기준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

다. 한유정(2017)은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을 통한 운동 소양 

함양에서 학생들의 운동 소양이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 그리고 진로소

양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최재영(2018)은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

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실행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스

포츠 리터러시가 능향유, 지향유, 심향유의 모습으로 확인되었다고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

램의 적용 결과 배구능, 배구지, 배구심의 차원에서 함양이 이루어졌음

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후 면담 및 현지 문서, 관찰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학생들의 운동 소양은 능·지·심이 한 번에 나

타나기보다는 한 가지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협동, 김존중 학생은 배구심이 발달하면서 배구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 배구능이 발달하였다. 정열정, 오사랑 학

생은 반대로 배구 실력이 쌓이면서 배구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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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김성실, 서책임 학생은 배구 실력이 쌓이면서 다양

한 방법으로 배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며 배구지를 향상하는 모습을 보

였으며, 마지막으로 박도전 학생은 배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 배구에 대해 열정을 갖게 되었으며, 배구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찾아보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연구로는 민형식(2020)의 연구가 있다. 민형식(2020)은 여학생 

운동 향유 방식이 수행향유, 관전향유, 표현향유, 분석향유, 감흥향유라

는 다섯 가지 유형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학생들에 따라 스포츠 향유의 

시작점과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여기서 수행향유는 능에 관련

한 것이며, 분석향유는 지, 감흥향유는 심에 관련하여 학생이 운동을 향

유 하였다는 것이다. 관전향유와 표현향유는 스포츠를 영상이나 글로 접

하고, 이를 그림이나 글 등으로 표현하는 인문적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능·지·심을 아우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주로 배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을 가진 

배구 심과 배구 기술을 연습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배구 능으

로부터 배구 리터러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시

작된 배구 리터러시는 처음 시작이 무엇이든 결국 선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순환을 통해 세 가지 모두 함양되어 배구 리터러시가 함

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9>는 본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보

여주는 도식으로, 참여자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 순서와 능·지·심이 

선순환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스포츠 리터러시 함

양에 있어서 학생별 시작점의 차이가 있으며, 능·지·심에 대한 함양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스포츠에 대한 리터러시를 함양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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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한 배구 리터러시 함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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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이를 중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

를 탐색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배구 리터러시 함

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

째,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배구 리터러시의 효과는 어

떠한가?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는 배구능, 배구지, 배구심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며, 궁극적 목적은 함양된 배구 리터러시가 다른 스포츠에 

적용되고 나아가 일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의창

(2013a)은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서는 운동을 인문적 방향으

로 실천하고, 이해하며,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

램의 구성 원리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특징인 인성 강조, 통합적 체

험, 협동 학습, 전이적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에서

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자와 지도 교사와 같은 실제 구성원들이 생각하

는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서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체육교육 전문가와 배구 전

문가인 프로그램 자문위원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은 배구 경기 운영 

및 수행, 지역사회 연계 활동, 배구 포트폴리오 활동, 배구 모둠 활동, 

배구 게시판 구성, 배구 문학 활동이라는 6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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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

시는 배구능, 배구지, 배구심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배구

능 측면에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배구 선수

나 만화 주인공과 같은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여 경기중 포지션 및 역할

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

분을 보완하기 위해 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중 남는 시간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배구 

경기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는데, 배구 속 ‘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차원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다양한 포지션과 기술을 경험하고 세련된 

효과적인 동작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배구지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배구 기술에 대한 정확한 원리

를 알고 경기 속 다양하고 복잡한 전술적 움직임을 이해하였으며, 배구 

경기 규칙을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배구 매거진, 칼럼,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중계 어플리케이션, 문학작품, 영화 등 다양한 배

구 지식 습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들은 지식 습득을 넘

어 배구 경기 수행 및 운영 속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배구심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프로 배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배구를 활용하여 여가를 보내는 등 배구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배구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긍정적인 생각, 높은 자신감으로 다양한 도전, 그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 등 내면적 성장을 하였으며, 배려, 소통과 교우 관계 개선, 믿

음, 인내와 감정조절, 격려와 응원 등의 공동체적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셋째, 이러한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준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요인으로는 환경적, 방법적, 내용적 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 지도교사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이 학생들의 배구 리터

러시 함양에 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배구 게시판, 스포츠 

명언 현수막, 실제 배구 코트와 유사한 환경과 같이 배구 친화적 활동 

장소와 학부모나 졸업생들과 같은 주변인들의 인식 및 태도는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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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으로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도 방식과 다른 

스포츠 또는 일상생활로 전이를 추구하는 지도 방식은 학생들이 배구 리

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요인

으로는 성찰 일기 쓰기, 배구 시 쓰기, 배구 책 읽기 등의 인문적 활동

과 프로 배구 경기 관람, 지역 내 학교와 친선경기와 같은 지역사회 연

계 활동, 그리고 교내 스포츠 리그와 연계한 활동이 학생들의 배구 리터

러시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지금까지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천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해 제언하

고자 한다.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스포츠 리터러시를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기존 학교스포츠클

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경쟁적 구도와 양적 확대에만 머무른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즉,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은 학교스포츠

클럽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

로 질적 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중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교사의 스포츠 리터러시와 인문적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중 지도교사의 소양이 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가 스스로 스포츠 리터러시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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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소양을 갖추었을 때, 학생들에게 스포츠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전달

할 수 있다.

  둘째, 지도교사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발전이 이

루어지기 어렵다. 앞서 교사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이 필요하다고 하였

듯이, 교사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 체계가 필요하

며,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매뉴얼 및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은 종목별 스

포츠 리터러시와 이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내용, 그리고 자료

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학교 내외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수사례 

및 전략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맡는 교사들은 업무적인 

고충을 가지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와 이에 대한 생활기록부 

누가기록 및 특기 사항 입력, 주말을 이용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안전 관리 등 한 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맡을 때마다 교사는 많은 업무

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

는 교사에 대한 업무적 배려나 인정이 거의 없다. 결국, 교사 스스로 학

생을 위하는 마음과 보람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업무적 배려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환경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 

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은 장소와 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러한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는 데 적합하다.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스포츠클럽대회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에 대한 예산만 지원되고 있다.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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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클럽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속 경기장 방문이나 스포츠 라이브러리 조성, 스포츠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적 제도적 지원

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

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전

인적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적 한계점 중 양적 

성장에 치우치는 것과 교육적 한계점 중 과도한 경쟁과 성적 위주 운영

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

과는 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바탕 된 학생들이 연구 참여자들이었기

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

교 현장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육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천하였을 때의 과정과 결과를 탐색하고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학생들을 스포츠 문화에 입문시키는 것이 궁

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또는 정

규 체육수업 속에서도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여 긍정적

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잘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학교 현장

에 맞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

로그램을 학생들의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15차시로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학이라는 학생들의 시간적 제약이 적은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기 중 

보다 장기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진행하며 학교생활 속 학생들의 변화

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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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학기 중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을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고자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된 스포츠 

리터러시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153 -

참 고 문 헌

강현석(2005).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에서 배제된 내러티브 교육과

정의 가능성과 교과목 개발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3(2), 

83-115.

고문수(2015). 학교 스포츠클럽 참가 초등학생의 성과 스포츠인성이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초등체육

학회지, 21(3), 17-33.

고영선, 김선응(2015).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가 여고생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4), 

407-417.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2). 보도자료: 교과부,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

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

성계획.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부.

교육부(2015b).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서울: 

교육부.

교육부(2015c). 20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부(2015d). 2015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교육부(2017).‘2016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인적자원부(2007a).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7b). 2007 한국체육 보건 급식 기본방향.

구본희(2019). 인문적 체육수업을 통한 초등학생의 운동소양 함양.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서울.



- 154 -

권민정(2012).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전개과정 분석 및 교육적 담론.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1(5), 321-333.

권민혁, 정영린, 이용식, 허현미(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2(5), 207-221.

권순용(2010). 특집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 ; 학교스

포츠클럽활동을 통한 즐겁고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한국스포츠정

책과학원, 113, 18-25.

권충효(2010).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길성민, 홍은아, 김영미(2017). 장학사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학교스포 클

럽 운영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6(6),    

585-595.

김기수(2017). 토요스포츠클럽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기철(2010). 학교 농구스포츠클럽에서의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실

천과 학생변화.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낭규(2010).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을 통한 반응 변화 탐색. 한국스

포츠교육학회지, 17(4), 67-81.

김낭규(2011). 체육수업에서의 교육 소외 학생 수업 적응 과정: 인문적 

체육교육으로. 교과교육연구, 15(2), 451-472.

김다니엘, 임수원(2014).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스포츠일탈 실제와 

합리화 기제. 체육연구, 10(1), 13-24

김상우(2016).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동기가 창의성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김상윤(2014). 인성 교육을 위한 축구클럽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155 -

김선정, 임성철(2018). 고교 학교스포츠클럽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의 경

험에 대한 질적연구. 교육연구, 72(-), 63-81.

김선택(2013). 여가스포츠 동호인의 재미요인을 통한 여가몰입이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

원, 서울.

김선희, 권민정(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경

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1), 63-83.

김선희, 허현미(2008).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

회체육학회지, 33(1), 347-364

김영남(2017). 하나로 수업 모형이 고등학교 태권도 교육 현장 적용을 

통한 전인교육 가능성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

육대학원.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Ⅰ.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재훈(2016).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셀프리더십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은(2018). 뉴스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건강교육이 유아의 건강인

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수(2015). 학교 스포츠 클럽 참가와 종목별 유형이 초등학생의 스

포츠맨십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김현아(2019).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에 기반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현준, 김창범, 변재경, 고영민(1999). 방과 후 체육활동과 여가활동과

의 관계. 평생체육연구소논문집, 11, 29-38

김혜민(2013). 헬스리터러시의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 초등학

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



- 156 -

학원, 서울. 

김혜영(2014).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을 통한 초등체육수업의 어려움 

요인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

울.

김홍근(2015). 중학교 스포츠클럽 참여가 창의, 인성 및 학습태도에 미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김효중, 김영재, 차은주(2015).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관

여에 따른 인성과 공감과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1), 

33-45.

김희영, 홍지명(2017). 협동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 및 학

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21, 8(2), 

971-990.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남중웅(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12(7), 368-377.

류청산, 진홍섭(2003).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인성덕목의 분

류와 요인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9-140. 

문경남(2017).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

트교육 컨텐츠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문호준, 이승희(2016). 인성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우

수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799-820.

민형식(2020). 스포츠는 여학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 미간행 석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경석(2016).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지각된 학습 환경과 소속감 및 인

성변화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2), 

119-136.



- 157 -

박소정(2014). 중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관여에 따른 인성과 

공감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소정, 김영재, 차은주(2015). 청소년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인성과 공감의 관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3), 135-152.

박윤혁(201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가 중학교 학생들의 스포츠맨

십 함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871-884.

박정준(2012).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중학생

의 스포츠맨십 형성 유형과 양상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93-116.

박태인, 조정형, 차은주, 김영재(2017). 다층 모형을 활용한 중학생 학

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6(5), 

105-117.

방은희(2012). 통합적 인문 체육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적용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

대학교 대학원, 서울.

변영수(2017).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충청북도.

배승범(2009).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교과

인식과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백승수, 박정준(201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의 내면화 과정 

및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3), 85-110. 

백승현(2018). 통합적 체력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건강소

양 함양 과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

울.

백찬(2017). 예비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인성 및 학교행복감



- 158 -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서광호, 정구인(2009). 초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특성과

의 관계. 학교보건체육연구소 논문집, 16(1), 269-281.

서보영(2014).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학습자

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서장원(2008).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태권도 단원 지

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5), 143-161.

손천택, 정주식(2016). 초등교사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경험에 대한 문화

기술적 이해. 한국초등교육, 27(2), 399-416.

신기철(2011).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한국스

포츠교육학회지, 19(4), 205-208. 

신상규(2016). 남자 고등학생의 아침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및 신체구성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원, 충청북도.

신성수, 김준(2017).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고등학생의 인성 및 공감이 

회복탄력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지, 22(1), 95-110.

안경철(2006). 초등학생의 스포츠 클럽 참가가 인성 특성에 미치는 영

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양은혜(2005).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양지석(201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어희정, 여정권, 이주욱(2012). 초등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국민건강체조 

활동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종합연구, 10(4), 359-386.

오대균(2014).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학교 우수

사례 질적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159 -

오대균, 이기대(2014). 학교스포츠클럽 우수 운영 사례를 통한 교육적 

운영 특성, 효과 및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4), 

55-79.

오이경(2018).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가가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

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A중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미성, 송윤경, 김지영, 이정아, 양혁인, 전용관(201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 학교생활만족도, 생활·학

습태도의 관계: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5(5), 

249-262.

유정애(2004). 체육학에서의 질적연구 논문작성법. 서울: 무지개사.

유정애(2009). 신(新)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

육과정에 대한 재해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18.

유정애, 김선희(2007). 왜 스포츠 문화 교육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6(4), 169-181.

윤기준(2010). 인성교육으로서의 스포츠맨십 교육: 하나로 수업 적용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종오(2014). 초등학생 고학년 학생들의 스포츠클럽참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기봉, 박일혁, 진성룡(2014). 스포츠활동 특기적성교육이 청소년의 정

서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4), 

99-111.

이근철(1996). 초등학교 도덕. 인성 교육의 발전방향. 인천: 경인초등도

덕교육학회.

이대중(2018). 인성 변화가 엿보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우리

체육, (20), 18-23.

이대중, 김대진(2018).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스포츠인



- 160 -

성 수준의 변화와 변화기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655-682.

이명환(2016).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

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미희(2011).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학생배구선수 양성 가능성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상진, 김옥환, 장완석, 이원배, 김대광(2011).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

한 학교스포츠클럽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2), 13-26.

이석훈(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 학교스

포츠클럽.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12, 

31-38.

이성희(2018).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방

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세환, 유재두(2014). 무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고찰.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4(2), 99-113.

이숙정, 양정애(2017).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6), 152-183.

이승범(2017). 홀리스틱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한 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증적 연구.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7, 111.

이옥선(2015). 방과후학교 체육활동의 운영특성 및 요구분석을 통한 라

이프 스킬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4(1), 

255-270.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연구에서의 질적 자료의 분석. 서울: 교육과

학사.



- 161 -

이용식, 남윤신(2011). 학교스포츠클럽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

정책학회지, 9(1), 127-138.

이재형(2016). 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인성특성 및 도

덕적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

육대학원.

이현희(2016).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희수, 이지혜, 안도희, 변종임, 박상옥, 권재현, 이현석(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현규(2018).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들의 사회성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세명(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체육 교수-학습과정에의 

통합적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재희(2010). 비주얼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미술교육 연구 : 명화읽기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전정선(201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추진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

도 및 투자 우선순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

학원, 부산.

정문태(2017).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

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원석(2018).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

화 과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지형(2014).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학교 부적응아의 

인성 및 생활지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

학원.

정혜영(201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과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162 -

진광호(2010).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차이

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진연경(2015). 학교체육정책 평가모형 개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지, 22(4), 21-42.

차은주(2013).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효과성 탐색. 한국체육과

학학회지, 22(3), 405-421.

차은주, 김영재(2014).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스포츠 인성 차

이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1), 25-34.

채창목, 김영식(2015). 인문, 사회과학편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초등

학생의 건강 체력, 기본적 심리욕구, 스포츠 품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4(2), 149-158.

채향순(2015). 무용교육의 가치 제고에 있어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함

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5), 163-181

최수석(2009).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중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최윤수(2019). 청소년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가 정서지능 및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최의창(2001).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대학에서의 체육지도를 위

한 한 가지 접근.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45-64.

최의창(2002). 중등학교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통합적 교과조직 및 지

도방법 개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9(1), 1-23.

최의창(2006). 스포츠현장: 운동의 인문적 효과-자기 성찰과 삶의 통

찰. 스포츠과학, 95, 62-75.

최의창(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

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8(6), 243-260.

최의창(2010a). 가지 않은 길2: 인문적으로 체육보기. 서울: 레인보우북스.



- 163 -

최의창(2010b).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역할과 

방안. 초등체육에의 새로운 도전, 3-25.

최의창(2010c).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통합적 체육수업의 이

론과 실제.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1).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139-161.

최의창(2013a). 운동을 배우면 무엇이 길러지는가? -운동소양 혹은 스

포츠리터러시론. 한국체육학회보, 100, 20-25.

최의창(2013b). 코칭이란 무엇인가? 인문적 스포츠 코칭론 탐구.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8).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 박정준(2011). 창의, 인성강조 체육수업의 개념과 방법: 통합적 

관점에서의 탐색. 교육과정연구, 29(1), 209-237.

최의창, 안양옥, 이옥선(2014). 전인적 청소년 육성 관점에서의 학교스

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체육과학연구, 24(4), 

846-859.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1), 93-107

최재영(2019).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

급운영 실행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

울.

최형임, 문영경(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

학, 0(45), 189-209.

추병완(2004).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저 탐색. 도덕윤리과교육연

구, (18), 149-161.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 164 -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덕규(2014). 중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가 창의성과 인성에 미치

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한성근(2019).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여가 인성과 공감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도.

한유정(2017).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을 통한 중학생 운동소

양 함양: 중학교 체육진로교육의 목표로서 운동소양의 가능성 살

펴보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한홍남(2018).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기피 요인.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서울.

허준, 이윤호(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

국범죄심리연구, 8(2), 213-240.

허현미, 김선희(200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보고서. 

황병규, 이호철(2019). 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5(1), 

57-77.

Belcastro, P. A., & Ramsaroop-Hansen, H. (2017). Addressing 

the antinomy between health education and health literacy 

in advancing personal health and public health outcomes. 

Journal of school health, 87(12), 968-974.

Bucek, L. E. (1998). Developing dance literacy: Integrating motif 

writing into theme-based children’s dance class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69(7), 

29-32.



- 165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London: Sage.

Creswell, J. W. (2010). Mapping the developing landscape of 

mixed methods research. SAGE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2, 45-68. 

Creswell, J. W. (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Sage Publications.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Debes, J. L. (1969). The loom of visual literacy. Audio-visual 

Instruction, 14, 25-27.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Dils, A. (2007). Why dance literacy? Journal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Curriculum Studies, 5(2), 95-113.

Figley, G. E. (1984). Moral education through physical education. 

Quest, 36(1), 89-101.

Hong, T. (2000). Developing dace literacy in the postmodern: An 

approach to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dancing in the 

Millenniu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Kemmis, S., & McTaggart, R.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3rd. Victoria: Deakin University.

Laker, A. (2001). Developing personal, social, and moral 

education through physical education. London: Routledge.

Ma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 166 -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Marshall, C., & Rossman, G.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Marshall, C., & Rossman, G. B.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Nutbeam, D. (1998). Health promotion glossar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3(4), 349-364.

Oakshott, M. (1967). Learning and teaching. In R. S. Peters(Ed), 

The concept of education(pp.156-176). London: Routledge.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Patton, M. Q. (2002). Two decades of developments in 

qualitative inquiry: A personal, experiential perspective. 

Qualitative social work, 1(3), 261-283.

Paul, R. E., Lynn, C. M.(2015). Unpacking the physical literacy 

concept for K-12 physical education : What should we 

expect the learner to master?.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4, 108-112.

Slavin, R. E. (1980). Cooperative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 315-342

Theokas, C., Danish, S., Hodge, K., Heke, Ihirangi., & Forneris, 

T. (2008). Enhancing life skill through sport for children 

and youth. In N. L. Holt (Ed.),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pp. 71-81). London: Routledge.

Whitehead, M. (2007). Physcial literacy: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self, 

university and propositional knowledge. Sport, Ethics and 



- 167 -

Philosophy, 1(3), 281-298.

Whitehead, M. (Ed.). (2010).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NY: Routledge.

Whitehead, M. (2013). Definition of physical literacy and 

clarification of related issues. ICSSPE Bulletin, 65(1.2), 

29-34.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



- 168 -

부록1. 학교장 연구 진행 승인서

�질적 연구 진행을 위한 학교장 승인서
▣ 연구 과제명 :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 연구 책임자명 : 이호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본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존의 ○○중학교 배구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본 연구의 진행 방법

 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사전1회)와 심층면담(사전1회, 사후1회)

이 실시될 것입니다.

 나. 설문조사의 내용은 배구와 학교스포츠클럽을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학생의 요구사항 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 학생들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15차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연구자는 관찰과 문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라. 심층면담은 30-40분 정도로 진행될 것이며 녹음을 하여 면담합니다.

 마. 심층면담의 내용은 배구 리터러시의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 등에 관

한 것입니다.

 바. 장소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학교의 체육관이 될 것입니다. 

 3. 본 연구의 참고 사항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연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적힌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

에서 학교 이름 및 학생들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명처리 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 169 -

들에게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학생

들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

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운동 소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후 학생들의 운동 소양 함양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프

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 연구자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

사인 저 이호연에게 물을 수 있으며, 부모님께도 이러한 사항을 동의서에 전달

할 것입니다. 

  이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3일

○○중학교장 ○○○ (서명)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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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연구 책임자명 
이호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연구 목적 :　 중학생들의 배구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배구 
리터러시는 배구를 몸으로 할 수 있고, 머리로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자질을 의미합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중학교 배구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배구 
경험이 3개월 이상이며,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즐겁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 내용 : 사전 설문조사 심층면담 1회,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6주 동안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후 2월 말과 3월 초에 사후 심층 면담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3월 초 (프로그램 1월~2월, 인터뷰 1월~3월)
 2) 장소 : ○○중학교 체육관 및 보건체육부실
참여 시 사례 : 10,000원 상당의 소정의 기념품 증정
참여 방법 : 학부모님과 함께 검토해보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연구 참여
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참여하고 싶다면 이호연 연구
원(010-○○○○-○○○○ /○○○@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이호연  전화번호: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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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청소년)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이호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배구 스포츠클

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 판단되어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

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해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는 연구를 담당하는 이호연 연구원(010-○○○○-○○○

○/ ○○○@snu.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배구 리터러시는 스포츠 리터

러시를 연구자가 배구 종목에 맞게 구체화한 개념으로, 배구를 몸으로 할 수 있

고, 머리로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배구를 운동 소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배구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총 16명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청소년)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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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본 연구를 통해 15차시의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는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개방형설문조

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구 참여 장소는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 체육관이며, 개방형설문조사와 심층면

담은 학교 내 교실이나 보건체육부실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심층면담의 경우, 녹음을 통해 기록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프로그램 사전 개방형 설문조사(30~40분), 심층면담(30~40분)을 통해 귀하의 

배구 경험과 학교스포츠클럽 경험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

로 살펴볼 것입니다.

2) 프로그램에 약 6주간 참여할 것입니다. 연구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참여 동

안 직접 현장에서 관찰할 것이며, 사진 촬영이나 필드 노트 작성을 통해 기

록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과 모자이크

를 활용하여 편집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이후 심층면담(30~40분)을 1회 실시할 것입니다. 주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러분의 배구 리터러시 변화와 효과에 관한 내용이며 어떠한 요인이 

여러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1월 초, 개방형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할 것이며, 1월부터 2월까지 15차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

그램 종료 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심층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주십시오.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

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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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이며 어떠한 실험도 없기에 인체에 대한 

위협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배구와 배구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약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성적

이나 학교 생활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로 인해 귀하의 학교스포츠클럽 프로

그램 참여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더라도 원한다면 이후 언제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호연 석사과정생(010-○○○○-○○

○○)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는 경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

름, 학년, 성별, 프로그램 과정 관찰, 면담, 그리고 수업 활동지 응답 내용입니

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이호연 및 지도교수 최의창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자택 및 개인 PC에 암호화하여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

련 법령에 따라 3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에는 서울대학

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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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

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

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

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

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10,000원 상당)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호  연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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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이호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과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학년, 성별, 프로그램 과정 관찰, 면담, 사진, 그리고 

수업활동지 응답 내용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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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이호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과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학년, 성별, 프로그램 과정 관찰, 면담, 사진, 그리고 

수업활동지 응답 내용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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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자(법정 대리인)용 설명서

연구 과제명 :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방안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이호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

자가 담당하는 배구 스포츠클럽의 참여 학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연구 참여자에 한하

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와 귀하의 자녀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

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자녀의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 혹은 친구와 충분히 의논해 보십시오. 법정대리인께서

는 자녀의 참여 의사를 결정되면, 연구 참여자용(아동용) 설명문 및 동의서에 

있는 법정 대리인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이호연 연구원(010-○○○○-○○○○/ 

○○○@snu.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관련 용어 설명※

 - 배구 리터러시 : 스포츠 리터러시를 연구자가 배구 종목에 맞게 구체화한 개

념으로, 배구를 몸으로 할 수 있고, 머리로 알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

는 총체적인 자질을 의미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배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배구를 운동 

소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합니다. 

� 연구 참여자(법정 대리인)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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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배구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총 16명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은 사람들은 모두 본 

연구자가 담당하는 배구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입니다.

3. 만약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구 및 학교스포츠클럽 경험과 생각에 

대해 개방형 설문조사(20~30분)와 심층면담(30~40분)을 1회씩 실시합니다. 면

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이며, 녹음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5년 보관한 뒤 폐기할 예정입니다.

2) 연구 참여자들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15차시의 배구 리터러시를 함양하

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자는 사진 촬영 

및 필드 노트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과 모자이크를 활용하여 편집한 후 삭제할 예정입니

다.

3) 프로그램 이후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회의 심층면담(30분~40분)을 실시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면담 참여자와 함께 조율할 예정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이며, 녹음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에 따

라 연구자가 5년 보관한 뒤 폐기할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장소는 프로그램의 경우 귀하의 자녀가 속한 학교의 체육관이며, 

개방형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은 학교 내 교실이나 보건체육부실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1월 초, 개방형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할 것이며, 1월부터 2월까지 15차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심층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의 자녀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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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주십시오. 중도에 그만둘 의사를 밝힌 경우 프로

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연구원에 의한 연구목적의 자료수집 및 분석은 중

단될 것이며 기존의 모든 연구 데이터는 동의를 통해 삭제 또는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부작용이나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이며 어떠한 실험도 없기에 인체에 대한 

위협이나 부작용 가능성의 매우 낮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배구와 배구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교육적인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연구 책임자는 귀하의 자녀가 본 연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성적이나 학교 생활

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

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로 인해 귀하의 자녀의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여가 피

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한다면 이후 언제

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 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호연 석사과정생(010-○○○○-○○

○○)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는 경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

름, 학년, 성별, 프로그램 과정 관찰, 면담, 그리고 수업 활동지 응답 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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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이호연 및 지도교수 최의창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자택 및 개인 PC에 암호화하여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

련 법령에 따라 3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

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

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하면 대가가 있나요?

 귀하의 자녀가 연구 참여할 경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10,000원 상

당)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호  연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자녀의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자녀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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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학생용 개방형 설문지(사전)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배구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관해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배구 리터러시는 배구를 몸으로 할 
수 있으며,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프로그램 발전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
답해준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 발전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
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준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
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20.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호연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아쉬웠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학생용 개방형 설문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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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이외에 배구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얼마나 접하
였나요?

¡ 프로 배구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인상 깊었나요?

¡ 나의 배구 실력은 10점 만점 중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
각하나요?

¡ 평소 배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나요?

¡ 배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제일 하고 싶나요? 왜 그런가요?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운동능력과 운동지식 그리고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골고루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요?

¡ 배구를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보는 활동과 함께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왜 그런가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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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사전)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배구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관해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배구 리터러시는 배구를 몸으로 할 
수 있으며,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프로그램 발전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
답해준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 발전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
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준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
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20.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호연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의 배구 실력은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배구를 얼마나 즐기나요? 즐긴다면 어떤 
방법으로 즐기나요?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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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를 할 때 나의 신체적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 배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배구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
요.

¡ 프로 배구팀과 선수, 경기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 배구 경기에 나간다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과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평소 배구를 하는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 배구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배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환희를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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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사후)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배구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프로그램 발전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응답해준 내용은 학교스
포츠클럽 발전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응답해준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
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20.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호연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프로그램 이후 배구 기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변화된 점이 있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기 실력이 늘었나요? 늘었다면 어떻게 늘었나요?

¡ 배구 운동기술이나 경기 수행 중 나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프로그램 이후 평소 배구를 얼마나 접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접하나
요?

¡ 프로그램 이전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이후 알게 된 배구 규칙이나 전술이 있나
요?

�학생용 심층면담 질문지(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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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이후 배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 우리 팀과 다른 팀의 전략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팀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배구 경기 관람 활동에서 선수들의 배구 기술이나 전술 중 인상 깊었던 점이 
있나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나요?

¡ 배구와 관련된 진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 프로그램 이후 여가 활용에 변화가 있었나요?
 
¡ 배구를 집에서 스스로 찾아보거나 연습한 적이 있나요?

¡ 프로그램 이후 프로배구에 관심이 생겼나요?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생겼나
요?

¡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내면적인 성장이 있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 프로그램 중 다른 친구들이나 팀을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보, 또는 희생한 
적이 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용된 경험이 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앞으로 다른 스포츠를 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까요?

¡ 프로그램에서 실천한 다양한 활동 중 나의 배구 실력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가요?

¡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나의 배구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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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내가 배구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는 데 영향을 미쳤
나요? 

¡ 배구 경기를 운영하면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그 역할을 통해 새롭게 배
우게 된 것이 있나요?

¡ 프로그램 참여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왜 그런가요? 

¡ 프로그램 활동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님의 생각이 어떠한가요? 부모님의 생각이 프로그램 참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 다양한 인문적 활동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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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apply program to 

develop volleyball literacy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middle 

school volleyball sports club, and to identify educational changes 

and factors of the program that affected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how is the sports club 

program planed and managed for developing volleyball literacy? 

Second, what are the effects of volleyball literacy that appear 

through the sports club program? Thir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students to develop volleyball literacy?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a total of 12 months, from June 2019 to June 2020. The 

procedure of the study was largely divided into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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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ng, and outcome stages.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a total of seven students participating in middle school 

volleyball sports club,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pen 

surveys,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 teacher 

self-reflection log and student activity data. Research data was 

analyzed by technical, analytical and interpretative procedures of 

Wolcott(1994). In addition, three methods of review, 

peer-to-peer consultation and trigonometric verification were 

used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school sports club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volleyball literacy was organized and 

appli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program was to 

foster sports literacy through the cultivation of volleyball literacy 

among participating students. Therefore, specific goals were set 

for developing the three components of volleyball literacy: 

volleyball competence, volleyball knowledge, volleyball spirit. 

Second, the principles of the program we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 which emphasizes character, integrated experiences, 

cooperative learning, and transfer of learning. Third, for the 

organization of the program, the researcher analyzed perceived 

problems and demand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and received 

advice from experts in the field of volleyball and physical 

education. As a result the program content was developed into 

six components: volleyball game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community-integrated activities, volleyball portfolio activities, 

volleyball group activity, volleyball bulletin board organization, 

and volleyball literature activities.

 Second, the effects of volleyball literacy fostere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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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volleyball competence, 

students understood and applie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lf and others to volleyball, and students were able to put more 

time on planning and participating in the sport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game performance. 2) In terms of volleyball 

knowledge, student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tactics of volleyball, know the game rules, develop various ways 

of exploring and acquiring knowledge of volleyball, and gain 

wisdom through participating in game organization and practice. 

3) Finally, in terms of volleyball spirit, students gained more 

interest in the sport, experienced internal growth, and learned to 

grow as a community through volleyball.

 Thir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ultivation of volleyball 

literacy among students are as follows. 1) The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d an instructor who has developed volleyball 

literacy, a volleyball-friendly place of activity,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nearby companions. 2) The 

methodological factors consisted of teaching to embrace 

creativity and autonomy, and pursuing further transition and 

growth. 3) The content factors were humanities-oriented 

activities, community-integrated activities, and activities closely 

connected with in-school sports leagues.

 Discu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school sports club to 

foster sports literacy, the school sports club is suitable for 

applying the sports literacy program because students can 

annually participate in sports of their interest, and  and they can 

experience various places and activities due to less constraints 

of time and place. However, this requires teachers' cap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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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information, human resources, and expansion of 

facilities.

  Next, regarding the school sports club program for the 

cultivation of sports literacy, the sports literacy program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problems of school sports club 

such as means of competition and victory supremacy. Seco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for cultivating 

sports literacy requires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of the 

scho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the needs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sports club, then organize and implement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founded needs. Third, sport 

literacy begins with the development of literacy in one sport of 

interest and expands into the literacy of other sports.

  Finally,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ports literacy in middle 

school students, first of all, the the aspects of sports literacy 

does not develop all at once but rather partially in one aspect 

first and eventually lead to the growth of other aspects. Second, 

we could see that no matter where the starting point is, sports 

literacy develops through a virtuous cycle of 

competence-knowledge-spirit, and into whole sports literacy. 

 Suggestions for on-site practice and follow-up research 

through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uggestions for on-site practice are first, and teacher’s sports 

literacy and perception of hunam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structural support and guidance for 

teachers is needed, such as a school sports club management 

manual or teacher training system for the cultivation of sports 

literacy. Third,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for various school sports club activities. Next, th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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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ollow-up research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students who are not interested in physical education by 

applying a program to foster sports literacy in school sports 

clubs or regular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the curriculum. 

Second, there were difficulties in grasping the changes of 

students within their school lives because this study was 

conducted during the winter brea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chool sports club program to foster sports literacy 

during the school semester.

keywords : sport literacy, volleyball literacy, school sports club,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integrated physic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8-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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