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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우  평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증진을 위한 ‘G-suite 기

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초·중등 체육수업 실천맥락에

서의 활용 사례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 문제는 1)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과정은 어

떻게 이루어지는가? 2)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3)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은 어떠하고, 초·중등 연계 체육교

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 실천맥락을 살피고, 개발된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해석주의 패러

다임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 중 하나인 래피드 프

로토타입 개발 방법론(rapid prototyping methodology)를 활용하였다. 연

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4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전체과정은 계획, 분석, 설계, 형성평가, 개발, 활용, 자료수집 및 

분석, 해석 및 결론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초·중등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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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계맥락에 있는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 지도교사와 학생을 대상

으로 유목적적으로 표집하였다. 연구 참여교사는 6학년 담임교사 3명, 

중학교 1학년 지도 체육교사 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은 초등 

6학년 학생 5명, 중등 1학년 학생 1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문헌

분석, 심층 면담, 문서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Wolcott(1994)가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

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검증법을 활용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1) 분석 단계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의 실천 모습 

탐색을 통해 도출한‘학생의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 관한 인식 증진’

과 ‘교사의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의 개발 방

향에 따라 설계되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는 선행 e-포

트폴리오와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분석을 통해 ‘진단, 관리, 성찰, 

성장, 상호작용, 표현, 사용자 친화’의 일곱 가지로 도출하였다. 2) 설계 

단계에서는 선행 e-포트폴리오,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G-suite 애

플리케이션 분석하여 ‘검사 및 진단, 관리, 성찰, 표현, 공유 및 상호작

용, 리파지토리’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다. 3) 형성평가 단계에서는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사들의 초기 사용성 평가와 초·중등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였고, 4) 개발단계에서는 앞

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둘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G-suite for Education의 참여 환경과 

Wordpress의 제작환경, Wordpress 플러그인과 G-suite 애플리케이션의 

작동환경에서 설계되었다. 웹사이트 형태로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는 1)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을 표현하는 포트폴리오 페이지인 ‘SJ 포

트폴리오’, 2)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여정 Navi’, 3)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를 향유하고, 운동

소양을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 나아가기’, 4) 온라인 



- iii -

환경에서 스스로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 향유터인 

‘여정 게시판’, 5) 학생과 교사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동을 확

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SJ 대시보드’의 주요 메뉴로 구성되었다.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

하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맥락에서 자신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등 

체육수업 실천맥락에서 운영되었다.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

에 대한 성취동기 향상을 위해 설계된 성취 보상 시스템 또한 함께 운영

되었다.

  셋째,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맥락에서의 활용 모습 및 효과탐색을 통

해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직·간접적

으로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의 배경 요인은 학생의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참여유형과 활용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

의 참여유형은 ‘미아이탈형, 과제집중형, 경쟁참여형, 자기표현형, 여정

성찰형’으로 나타났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1) 학생들이 그들의 

과거 체육학습을 탐색함으로써, 2) 나의 운동소양과 성장하는 모습을 확

인함으로써, 3) 체육학습 맥락을 전 학령기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전 생

애 운동소양 여정에서의 성장 동기를 부여받게 함으로써 초·중등 체육

교육 연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중등 교사는 ‘안내, 적

응지원, 활용지원, 의사소통, 활동평가’의 과정을 통해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를 활용하였다. 초·중등 교사들의 상호 의사소통 모습은 연구자-

초·중등 교사 간에는 강한 소통의 모습이 초·중등교사 상호 간에서는 

약한 소통의 발아 모습을 확인하였다. 초·중등 교사의 활용 유형은 

‘제한적 선택형, 성실 팔로워형, 여정 안내자형’으로 나타났다. 초·중

등 교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을 통해 1) 초·중등 체육수업의 

실천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중등 체육수업을 연결함으로써 

2)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체육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3) 전 학령기 운

동소양의 성장으로 학생을 안내함으로써 실천적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

교육을 연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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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의 가치를 첫째, 교육과정의 초·중등 체육교육 목표 인식을 구체

화한다는 점. 둘째, 실천적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교수학습과정 연계를 

보완한다는 점. 셋째, 초·중등 전환기 정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기록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제시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운동소양 성장기록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학생의 평가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등)가 

협력해야 한다. 둘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환경 내·외에서 초·중등 교사들이 

상호 체육수업을 연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자

신의 독특한 운동소양 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체육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COVID-19의 특수한 환경 이후 일상적인 초·중등 체육수업 실천맥락

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및 효과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학

교급 전환과정(초등 6학년 2학기 ~ 중등 1학년 1학기)에서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탐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완성형 타입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효과탐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운동소양, 피지컬 리터러시, e-포트폴리오, G-suite 교육, 초·

중등 체육교육 연계

학  번 : 2018-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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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교육의 초석이다(Braund & Hames, 2005). 교육과

정의 연계성 확보는 학생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발달과 효율적인 공교육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이승미, 2010; 추지연, 2006). 특히 

체육교육에 있어, 학교급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성(접합성의 의미에

서)의 질은 학생이 전 생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교급 전환에 실패한 아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신체활동에 참여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Rainer and Cropley, 

2013). 움직임의 발달 측면에서도 체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면, 아이들은 단순한 움직임에서 복잡한 움직임으로 이동해나가는 데 어

려움을 겪게 된다(Talbot, 1996; Ofsted, 2002; Zwozdiak-Myers, 2002; 

Capel et al., 2004). 

  학교급 전환에 관한 여러 문헌은 '가교'(bridg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연결되는 다리를 잘 건너가야 함을 

강조한다(Galton et al., 1999; Parkman et al., 2005; Rainer and Cropley, 

2013). 초등학교 체육교육과 중학교 체육교육을 잇는‘가교’를 아이들

이 잘 건너도록 하는 일은 아이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중등 체육교육의 실천적 수준에서의 연계 모습을 

살펴보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법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를 살핀 연구들(이애현, 2006 ; 신영

애, 2008 ; 이동호 외, 2008 ; 송미숙, 2015) 대부분은 교육 내용 측면에

서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Tyler(1949)의 내용조직 원리에 따라 살펴보고 

마는 문서적 수준에 그쳤다. 

  실천적 수준에서 초·중등 체육의 연계를 살핀 연구는 경쟁활동 영역

을 중심으로 연계성을 탐색한 연구(박미림, 이옥선 외, 2014) 정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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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연계성은 학생의 성장발달이 가장 급격

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야 함에도, 지금

까지의 연구는 지극히 교육과정 문서 수준에서 제한된 모습(박미림, 이

옥선, 2014)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은 초등과 중등의 체육교육을 ‘기초’와‘심화’로 

그 개념과 역할을 설명해 왔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놀이형식의 체육 활동들은 중학교 체육에서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초

등의 기초 학습이 반복, 심화, 확장(신영애 외, 2008)된다. 하지만, 교육과

정의 실천적 수준에서 중등체육교육은 초등에서의 기초를 토대로 심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초등과 단절된 교육과정 혹은 초등에서 배

운 것을 반복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학교에서 이전의 학습경험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a fresh start)' 교육의 결과(Jarman, 

1990; Gorwood, 1991; SEED, 1999; Galton et al., 2003; Lance, 1994; 

Jindal-Snape and Miller, 2008)가 나타나거나, 학생들은 배운 것을 또 반

복해서 배워야 하는 '돌고 도는 교육과정'이 나타났다(Howarth and 

Head, 1988; Jones and Jones, 1993; Ellis, 1999; Capel et al., 2003; 

Lawrence, 2006). 

   그동안 중학교에서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시기의 경험이나 지식 및 이

해를 간과한 채 체육 교육과정을 가르쳐왔다(Hepworth, 1999; Talbot, 

2009; Rainer and Cropley, 2013).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초등학교와 중

등학교 교사들이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져 서로를 불신하는 현상이 있

으며, 이 같은 현상이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효과적인 학교급 전환에 걸

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Rainer and Cropley, 2013). 이와 같은 단절의 

현상은 중등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 이관된 교육 자료를 읽어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게 함으로써

(Lance, 1994; McCallum, 1996; Talbot, 1996; Capel et al., 2004), 중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배우고 오는지를 거의 알지 못한 채(신영애 외, 2008) 새로운 출발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가 체육과 같

은 과목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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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an et al., 2005). 초중등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평가에 대한 이

해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과정(Katene, 2001)을 통해 초등에서 이관된 체

육에 대한 평가 정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진다면, 중등학교 교

사들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신하여, 중학교에서 체육을 완전히 처음부

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없다(SEED, 1999). 이러한 측면에서 

초중등 교사가 서로의 체육교육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적

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중등 교

사들이 서로의 체육교육을 전 생애적 맥락에서 이해하여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단절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의 모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급 제도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관되는 정보

들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접근하기가 교육청의 허가 혹은 학생·학부모의 

자료제공이 아닌 경우에서야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정보를 획득하였다 하

더라도 상세한 체육 학습발달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초

등학교 시기의 체육에 대한 학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 교육 시스템의 

제한적·일반적인 학교급 전환의 과정에서 이관되는 정보들 또한 초등학

교와 중학교의 체육교육 연계를 어렵게 한다.

  학교급 전환의 과정에서 이관되는 정보는 주어진 영역별로 성취 결과

가 더욱 자세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Jindal-Snape and Miller, 2008). 체

육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들은 학생에 대한 '성취수준, 스포츠에 대한 성

취, 개인적인 신상, 능력 수준, 전환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의 학생과 함

께 했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Rainer and Cropley,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중등학교 체육 평가에 관

한 동향연구(문경남 외, 2016)는 체육교과 평가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 일

부 내용 영역(건강, 도전, 경쟁)에 그 연구가 치중되어 있거나, 체크리스

트, 기록측정 등의 전통적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보고한다. 실천적 맥락에서도 교사들의 학교체육 평가가 아직도 결과를 

중심으로 일회성 평가를 실시 하거나, 단순한 암기지식 위주의 인지적 

평가 및 수업 태도 등의 단순한 정의적 영역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박

대권 외, 2016). 이는 체육 평가결과가 학습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에 소

홀하여 학생의 체육학습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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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전환에서 초·중등학교 체육교육의 단절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

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체육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학생들의 학습발

달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초·중등 학교급 전환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적 수준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체육교과의 성격을 “신체활동

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

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

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교육과학기술부, 2015)”로 말한다. 초중등 체육교육을 통해 체육교

과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신

체활동 가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 

문서에서 밝히는 체육교과의 성격에서 밝히고 있는 전 생애 신체활동 참

여의 주제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피지컬 리터러시(운동소양)는 인지적·정의적·신체적인 면들 모두 포

함하는 전인적 지향성을 가진 개념이자 전 생애의 신체활동 참여를 소중

한 가치로 간주하고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Whitehead, 2019). 

피지컬 리터러시(운동소양)의 이러한 개념과 철학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모습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철학을 제공할 수 있다.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

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

과(교육과학기술부, 2015)라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육교과에 

대한 정의는 전 생애를 관통하는 체육교육 철학으로서 피지컬 리터러시

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지컬 리터러시(운동소양)

는 초·중등 체육교육을 관통할 수 있는 체육교육 철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Whitehead(2019)는 피지컬 리터러시(운동소양)가 개인의 기질이나 태도

로서, 개인의 전 생애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생애에 

걸친 개별적이고 독특한 각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을 기록하는 것

은 개인이 자신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전 생애의 측면에서 현재의 자질이

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계속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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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국외의 연

구들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의 연구를 

실행하고, 실천적 수준에서 이 도구의 효과를 탐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도구들은 각국의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해 각국의 교육적 맥락에 

따른 각기 다른 이해에 기초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인 교육이라는 체육교육 철

학에 맞게 피지컬 리터러시를 재해석한 운동소양의 개념을 기초로 피지

컬 리터러시(운동소양) 여정의 기록을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정책적으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은 국민 생활 체육진흥종합계획에서 국민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

여를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언제나’향유 

할 수 있는 참여 기회의 제공은 이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유소년

기의 세부 맞춤형 과제로는 ‘유소년 체육 활동 성취인증제’와 청소년

기 과제로는 ‘청소년 스포츠참여 이력 관리와 NEIS의 연계’를 제시하

는데, 유·청소년기의 신체활동 참여 정보 기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

다. 기존의 NEIS 시스템은 학생의 스포츠참여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 전 생애 스포츠참여 이력 기록을 위한 도구

가 부재하다는 점 등에서 초·중등의 학교 내·외의 학생 신체활동을 기

록·누적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맥락에서 어떤 도구를 통해 운동

소양에 대한 여정을 기록할 수 있는가. 최근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

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과정 중심 평가’(임은영, 2016)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구성주의 

학습관에 기초하여 학생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고, 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종합적인 평가관을 가지고 있다(신혜진 외, 

2017). 

  특히, 과정 중심 평가의 평가도구로서 포트폴리오 평가가 교사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신혜진 외, 2017). 포트폴리오 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교수-학습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의 도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 학습자의 적극적 참



- 6 -

여를 유도하는 도구 등으로 알려져 있다(Wolf and Dietz, 1998). 포트폴

리오 평가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학업과정 전체에 대한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는

데, 그 활용 주체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그중 장시간에 

걸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지속·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인 포트폴리오

를 디지털화한 형태인 e-포트폴리오는 개인이 자신의 생애 단계별 학습

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성찰과 반추를 통해 

향후 계속 학습을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권선화, 

2014)는 점에서 전 생애에 걸친 운동소양의 여정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도구로써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G-suite for education은 Googl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교육용 협업도구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란 공유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를테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풀

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최소한의 관리나 노력으로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호작용을 신속하게 네트워크게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하는 모델(Mell & Grance, 2009)을 말한다. G-suite for education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교육기관이 정보 및 인프라 기술 문

제를 다루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 현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는 점, 무료 서비스로 교육비용이 매우 낮다는 점, 학생들과 교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 학생-학생과 학생-교사 간의 교수학습 활동에

서의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는 점, 시스템 활용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

다는 점에서 초·중등 교육에서 e-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환경으로서 

적합하다.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라는 운동소양의 통합적 관점에서 초·중

등학교에서 체육에 대한 학습을 G-suite 기반 환경에서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라는 기록 도구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은 초·중등학교 

연계지점을 강화하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상호이해를 증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목적’으

로, 전 생애의 신체활동 참여에 주목하는 운동소양을 ‘주제’로, 

Google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의 교육 시스템인 G-suite(for 

education)를 ‘개발 환경’으로, 운동소양의 여정을 기록하여 생애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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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체육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e-포트폴리

오를 ‘개발 도구’로 이루어진 G-suite 기반 운동소양 e-portfoilo 개발 

및 활용 사례 탐색 연구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증진을 위한 ‘G-suite 기

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초·중등 체육수업 실천맥락에

서의 활용 사례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 생애의 신체활동 

참여를 소중한 가치로 간주하고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는 운동소양(피지

컬 리터러시)의 개념과 철학을 기초로 분석, 설계, 형성평가, 개발의 단

계에 따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개발한다. 이후, G-suite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 환경에서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초·중등 체

육교육 실천맥락에서 운영하고 그 활용 사례 탐색을 통해 초·중등 교사

와 학생의 활용 모습과 활용 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의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서의 가치를 탐색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의 개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셋째,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은 어떠하고,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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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

  

  초·중등의 체육 교육과정 실천이 상호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각 학교급의 역할이 잘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놀이형식의 

체육활동이 반복·심화·확장(신영애 외, 2008)되면서 스포츠 중심의 중

학교 체육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의 체육교육이 연계되

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계의 목적은 전 생애적인 운동소양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운동소양 성장의 여정을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다.

  나. 운동소양(Sport literacy)과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

  운동소양(Sport literacy)은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워내고자 하

는 자질 혹은 능력으로 운동소양의 함양은 신체활동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통합적인 자질을 일컫는 용어이다(최의

창, 전세명, 2011). 운동소양은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

의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식과 이해(Whitehead, 2019)를 의미하는 피지컬 리터러시

(Physical literacy)를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체육교육 맥락에

서 재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 운동소양과 피지컬 리터러시는 능(신체

적), 지(인지적), 심(정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지향성을 가진 

개념으로,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를 소중한 가치로 간주하고 책

임지는 것을 강조한다.

  다. e-포트폴리오

  e-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가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웹(web)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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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된 포트폴리오

로, 웹의 교육적 특성과 포트폴리오 평가 철학이 통합된 체계이다(권혁

일, 2002).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다양한 멀티미

디어 요소(문자, 그림, 동영상 등)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가 학습자의 평생학습 성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

이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운영(2020년 1월에서 20201년 1월)은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 중심의 초·중등 체육수업 실천이라는 환경에서 이루

어졌기 때문에, 기존 대면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초·중등 연계 체육

교육 실천에서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과 효과를 종합하여 

탐색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학교급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연구가 이루

어지지 못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의 활용 효과를 부분적으로 탐색하게 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도구를 통한 학생의 초등학교 체육학습에 대한 기록이, 실

제 초·중등 전환기 과정에서 어떤 활용 모습과 효과가 나타나는지 탐색

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점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베타 프로토타입으로, 각 기능의 기술적 연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으로 인해 통합적인 기술 연결환경일 때 확인할 수 있는 활용 모습

과 효과탐색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점을 지닌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 소재 한 학군의 초중등 교사

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환경과는 다른 곳의 초중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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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초중

등 연계 체육교육에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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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체육과 중등체육의 연계

  가. 초등체육과 중등체육

  1)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초·중등 체육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 수준에서는 거시적인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반영하여 

가르칠 내용을 결정한다. 학교 수준에서는 그 학교 교육적 맥락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사는 자기의 수업맥락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정제화해 나간다.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은 체육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Rink, 2008).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은 최초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변화를 거쳐오며 체육의 목표는 무엇

이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부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초등학교와 중

학교 학교급에 따른 체육과의 역할을 문서상에 명시함으로써 체육과 교

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각 학교급의 역할과 상호 연계

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는 체육교과의 성격을 ‘움직임 욕

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

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교과’로 정

의하고 있다. 체육과의 목표로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체·지·덕이 통합된 인간의 육성을 위한 전인 교육’을 제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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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의 

역할은 ‘아동의 움직임을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기초 운동 능력과 체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중학교 체

육은 ‘운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보다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고, 체력 

및 건강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는 체육교과를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신 및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로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 체육과의 목표를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

한 전인 교육’에 두고, 체육과의 내용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

는 다섯 가지의‘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신체활동 

가치의 실현을 위한 각 학교급의 역할로 초등학교(3, 4, 5, 6학년)는 ‘신

체활동 가치의 기초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 형

성, 기초 체력 증진, 운동 기본 능력과 표현 능력의 향상, 바람직한 운동 

질서 및 규범의 형성, 활기찬 여가 생활 태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

면, 중학교 체육(7, 8, 9, 10학년)은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 담당

하기 위해 자기 건강 및 체력 관리, 과학적인 경기 수행 능력 향상, 창

의적인 표현 능력 향상, 건전한 여가 문화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에서는 체육과의 

방향과 역할을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 및 운동 능력을 기

르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어, 건강하

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과 함께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로 정의하고 있다. 체육과에서 추구

하는 인간상은 신체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신체활동의 가치와 

함께 창의․인성을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으로, 이를 길러내기 위한 

‘건강, 도전, 경쟁, 여가, 표현’의 다섯 가지 신체활동 가치를 키워 미

래사회를 대비하여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연결하고 있다. 

체육과의 목표를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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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학교급별로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3~4학년, 

5~6학년)에서는 ‘신체활동 가치에 관한 기초 교육’의 시기로 건강, 도

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의 이해․수행․감상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중학교(7, 8, 9학년)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신체활동 가치의 

기초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 된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서는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

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

을 함양하는 교과로 정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2007개정

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가치’중심으로 되어있던 것을 

‘역량’중심으로 전환시켰는데 체육과의 역량을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

는 총체적 능력이며,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목표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

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 교육 실현에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체육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체육과 역량을 기

르기 위한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신체활

동의 심화 및 적용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각 학교급의 역할을 이야

기하고 있다<표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일반 목표는 전인 교육을 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2007 개정 체

육과 교육과정 이후 문서에는 이 두 가치를 통합하여 신체활동 가치라고 

하고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을 체육교육의 목

표로 두고 있다. 학교 급별 체육교과의 목표는 초등학교 체육에서는 체

육과의 일반 목표 실현을 위한 ‘기초 교육’을 중학교 체육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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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미림, 이옥선(2014)은 ‘기

초’와 ‘심화’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초등학교 교육의 바탕 위에 중학

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 교육과정이 전제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

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 학교급 고유만의 성격을 지키면서도, 중

학교 교육의 ‘심화’는 ‘기초’를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 즉 ‘기

초’를 정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학교에서의 ‘심화’ 교

육이 초등학교의 ‘기초’ 교육의 기반 위에 연계성을 갖추고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표1>.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체육과 일반 및 학교급별 목표

순 교육과정
체육과의 목표(일반 및 학교급별)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1

제 7차

체 육 과

교육과정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

치를 동시에 체·지·덕이

통합된 인간의 육성을 위

한 전인 교육.

아동의 움직임을 욕구를 실

현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운동 능력과 체력을 기르

는 데 중점을 둠,

운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보다 향상된 기능을 발휘

하고, 체력 및 건강의 증진

2

2007 개정

체 육 과

교육과정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

와 실천을통한전인교육

‘신체 활동 가치의 기초 교

육’을 담당하기 위해 올바

른 건강 생활 습관 형성,

기초 체력 증진, 운동 기본

능력과 표현 능력의 향상,

바람직한 운동 질서 및 규

범의 형성, 활기찬 여가 생

활 태도 형성.

중학교 체육(7, 8, 9, 10학년)

은 )은 ‘신체 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 담당하기 위해

자기 건강 및 체력 관리,

과학적인 경기 수행 능력

향상, 창의적인 표현 능력

향상, 건전한 여가 문화 창

조를 강조.

3

2009 개정

체 육 과

교육과정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

와실천을통한전인교육.

‘신체 활동 가치에 관한 기

초 교육’의 시기로 건강, 도

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의

이해․수행․감상 활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신

체 활동 가치의 기초 교육

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된 ‘신체

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2015 개정

체 육 과

교육과정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

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

인 교육을 실현하는 것.

체육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

체육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신체활동의 심화 및 적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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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교육과정에서 초·중등 체육

  강신복 외(2007)는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에서 체육교

육 환경 측면에서 체육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 제도적 측면에

서 체육교과의 필수교과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체육 선진국을 한국을 포

함하여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의 9

개로 구분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G-suite 기반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의 주제인 운동소양(피지컬 리터러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피지컬 리터러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인 영국, 미국, 호주

의 교육과정에서 초등체육과 중등체육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캐나다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하고, 건강 리터러시와 함께 강

조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초등과 중등 학교급이 Grade 1 to 

8로 하나의 문서에 묶여 설명되고 있어 초·중등 학교급간에 따른 체육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영국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기간(5세에서 16세)을 4단계의 Key 

Stage로 구분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로 정

해, 총 5단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초등

학생 연령인 8세에서 13세는 영국의 Key Stage 2, 3에 해당하고, 중학생 

연령인 14세에서 16세는 Key Stage 4에 해당한다. 영국의 국가 수준 교

육과정인 Primary curriculum(DFE, 2013) 문서에서 밝힌 체육교육의 목적

은 ‘아이들이 경쟁적인 스포츠와 다른 신체활동에서 성공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아이들이 다양한 범위의 신체활동에서 능력

을 개발해 나아가는 것, 지속적인 시간 동안 신체활동을 해나가는 것, 

경쟁적인 스포츠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문서에서는 각 Key Stage에 따른 

체육교육의 목표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학령기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인 ‘성취수준’을 스테이지에 따라 별도로 제시하고 있

다. 

  Key Stage 2단계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범위의 기술들을 적용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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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나가며, 소통하고 경쟁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Key 

Stage 3단계에서 아이들은 앞선 1단계와 2단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움직임과 기술을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

인 수행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고, 신체활동 참여의 자신감과 흥

미를 개발시켜 나가 건강상의 이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중

학교 학령기의 Key Stage 4단계에서는 2, 3단계를 기초로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체활동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한 삶의 

양식에 들어서게 된다. 각 Key Stage에 따른 세부적인 성취수준은 <표 2>

와 같다. 

<표 2>. 영국의 Key Stage 구분에 따른 체육과 성취수준(DFE, 2013)

학교급 구분 성취수준

초등

Key stage 2

Ÿ 아이들은 다양한 범위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발

전시켜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들을

동작과 일련의 움직임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Ÿ 아이들은 서로 소통하고 경쟁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다른

신체활동과 스포츠에서 어떻게 향상해 나갈 것인가에 대

한 이해를 계발하고 그들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고 인식하

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Key Stage 3

Ÿ 아이들은 1단계와 2단계에서 배운 신체발달과 기술을 바

탕으로, 더욱 유능하고 자신감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게 다

양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Ÿ 아이들은 무엇이 운동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 원리를 각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수행에 어

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Ÿ 아이들은 운동, 스포츠 그리고 방과 후 신체활동에 참여하

기 위해 자신감과 흥미를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체활동의 장기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중등 Key Stage 4

Ÿ 아이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체활동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범위의 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양식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SHAPE America, 2013)에서 체육교과에

서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국가적 기준은 다섯 가지로 제시되는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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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다섯 가지 기

준은 <그림1>과 같다. 기준 1과 3은 기능적(psychomotor), 기준 2는 인지

적(cognitive), 기준 4와 5는 정의적(affective) 기준으로(SCDE, 2014) 위 

기준을 중심으로 학교급 및 학년별 성취해야 할 학습 주제들이 제시된다

(김미진, 2018).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에서는 기초적인 이동/비이동 

움직임을 익히고 고학년(3-5학년)이 되면 스포츠 종목의 기초 기능을 본

격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한다(SCDE, 2014). 중학교(6-8학년) 운동기능은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등 다양한 영역의 스

포츠 활동을 경험한다. 고등학교(9-12학년)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거나 자신 있는 체육 분야를 선택하여 꾸준히 연마하게 된다(김미

진, 2018). 

<그림 1>. 미국의국가수준체육과교육과정목표(기준)(SHAPE America, 2013; 김미진, 2018, p.255)

  SHAPE America(2013)는 초등과 중등의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

취하게 될 결과물에 대해 구분하고 있다. 초등 체육교육을 배운 아이들

은 체육 학습을 통해 기본움직임 기술과 선택한 기술의 조합들에 대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건강과 관련된 피트니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에서 나와 타인 모두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의 이점을 식별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 체육교

육을 배운 아이들은 변형된 게임 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을 적용하고, 다

양한 맥락에서 기본움직임 기술을 시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 증

진을 위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고, 스스로 선택한 신체



- 18 -

활동에 참여하며, 급우들과 협력하고 격려하고, 개인의 차이점을 수용하

고 포괄적인 행동을 보여주며, 즐거움과 자기표현을 위한 신체활동에 참

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미국 체육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SHAPE America, 2013을 재구성)

구분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하게 될 결과물(성취수준)

초등학교

Ÿ 기본움직임 기술과 선택한 기술의 조합들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Ÿ 기본적인 건강과 관련된 피트니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Ÿ 신체활동에서 나와 타인 모두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

Ÿ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의 이점을 식별할 수 있다.

중학교

Ÿ 변형된 게임 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을 적용할 수 있다.

Ÿ 다양한 맥락에서 기본움직임 기술을 시연할 수 있다

Ÿ 건강 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할 수 있다.

Ÿ 스스로 선택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급우들과 협력하고 격려할 수 있다

Ÿ 개인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Ÿ 즐거움과 자기표현을 위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은 2009년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호주교육과정평가원(ACARA: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을 설립한 이래, ACARA에서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ACARA, 2012, p. 4; 김미진, 2018). 

호주의 교육과정은 크게 학습 영역(learning areas),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 범교과적 고려사항(crosscurriculum priorities)로 나뉜다. 분

과 학문을 기초로 하는 8개의 학습영역 가운데 체육과(health and 

physical education)는 건강과 신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체육과의 교과

명은 건강과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으로 명명된다. 호주는 

학교급제를 Foundation Year부터 YEAR 1~10까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Year 1-6,7은 초등학교를 Year 7-9는 중학교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의 건강과 체육 교과의 Year 1, 2단계의 목표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를 학습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3, 4단계에서 건강과 신체활동과 관련한 

기술, 지식, 이해를 발전시켜나가게 되고, 5, 6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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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체활동 관련 행동을 지원받게 된다. 중학교 학령기 단계인 7단계 

이후부터는 아이들의 건강 관련 신체활동 참여가 학교 밖의 사회로 확장

되어 이해되고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Years 7, 8단계에서 건

강과 체육 교과의 목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확장하여 교실, 여가, 

사회, 운동, 온라인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Years 9와 10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목표를 위

한 전략과 적용방법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각 학교급과 학년 구분

에 따른 세부적인 건강과 체육 교과의 목표는 <표 4>와 같다.

<표 4>. 호주의 학년 구분에 따른 건강과 체육 교과의 목표(ACARA, 2012)

  이상 영국,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초·중등 학교급에 따른 체육

교육의 목표나 성취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급별 목표체계와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체육 교과

의 일반적 수준의 목표 기술은 나라마다 교육적 맥락과 체육교육에 대한 

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초등 체육교육은 그 목표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중학교 체육교육은 초등 체육교육의 기반 위의‘심화’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연계에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학교급 구분 건강과 체육 교과의 목표

초등학교

Years 1&2
아이들이 건강, 안전과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대한 기초와 지원을 배우도록 한다.

Years 3&4
학생들의 건강, 웰빙, 안전 그리고 신체활동 참여와 관련

하여 학생들의 지식, 이해, 기술을 보다 발전시킨다.

Years 5&6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력, 기술을 개발하여 기회를 창출하

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 웰빙, 안전 및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Years 7 학생들의 지식, 이해력, 기술을 확장하여 학생들이 교실,

여가, 사회, 운동, 온라인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Years 8

중학교 Years 9&10

학생들이 다른 여가, 사회, 운동 및 온라인 상황에서 긍

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행동 기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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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국내외에서 진행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연계성을 살

핀 연구로,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학교급 전

환과정에 관한 연구로 아이들의 순조로운 적응에 관해 주목한다. 교육내

용의 측면에서 연계를 바라본 연구가 Tyler(1991)의 교육내용 조직원리를 

기초로 연계성을 이해하고 연계 모습을 해석한 연구라면, 학교급 전환과

정에 관한 연구는 실천적 맥락 측면에서 초·중등 체육 전환기에서의 연

계에 주목한 연구이다. 

 

1)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바라본 연구

  체육교과의 교육과정 연계는 지식의 위계를 강조하는 수학, 영어, 과

학 등의 다른 교과와 달리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미

림, 이옥선(2014)은 체육교과에서 이루어진 연계성 연구는 유아교육의 측

면에서 초등학교 교과와의 연계를 탐색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

한다. 그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체육과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유·초등 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제

기하였다. 국내 초중등 체육 연계에 관해 연구된 선행연구들은 유·초 

연계성의 연구 동향과 비슷하게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에 머

무르고 있다(신영애, 김경숙 2008; 이애현, 2006). 특히, 교육과정의 측면

에서 교과 내용의 연계를 살피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신영애(2008)는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현재의 체육과 교육과정

에서 초등체육과 중등체육의 교육내용 연계성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녀는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와 중학교 체육 교과서가 외형상 단

계적 위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

서 학습한 내용이 심화·확장되어 중학교 단계 내에서 반복되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 체육교육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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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와 중학교 단계의 연계성이 체육과 교과서 내

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들

도 이루어졌다. 이애현(2006)은 민속무용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과서 내

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초·중등학교 학년별·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고, 

학년별 목표의식이 차별성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녀는 중학교 교과서 내의 민속무용 내용이 초등학교 교

과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국민 공통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다양

한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교육목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다. 송미숙

(2015)은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초·중·고 교육과정 내 교육내용의 연계

성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라 초·중등 교육내용

들이 선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학교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

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동호 외

(2008)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태권도 내용

의 적정화 및 연계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의 

구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초·중등 체육연계에 관해서 교육내용의 문서적 수준과 수업 방법이

나, 수업 분위기, 지도 방법과 같은 실천적 수준 모두를 살핀 연구는 박

미림, 이옥선(2014)이 경쟁 활동을 중심으로 초중등 체육의 연계를 살펴

본 연구가 아직 유일하다. 문서적 수준에서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내용과 

목표에서 연계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초등의 기본움직임에

서 중등의 스포츠로의 비약 문제와 워크북으로서의 초등교과서와 백과사

전으로의 중등교과서의 격차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천적 수준에서는 아

동 중심에서 교과 중심으로의 급격한 이행, 외적 연계성을 고려하는 실

천에서 내적 연계성 강조로의 이행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사의 역할이 

안내하는 교사에서 전달하는 교사로 전환되는 격차에 주목하여 초·중학

교 상호간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하

였다. 이 문헌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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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육내용 측면에서 초·중등 체육의 연계를 살핀 선행연구

2) 학교급 전환 측면에 주목한 연구

  학교급 전환에 주목하여 초·중등 체육의 연계지점을 바라보는 연구들

도 이루어졌다. 국내의 연구는 남은지 외(2013)의 연구가 아직 유일했으

며, 대부분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학생 중심 

측면(Braund & Driver, 2005; Braund & Hames, 2005; Dismore & Bailey, 

2009; West, Sweeting & Young, 2008)에서 학교급 이행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 체육 교과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 초점(박미림, 이옥선, 

2014)을 두었다. 

  국내 연구로 남은지 외(2013)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체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과, 동일학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체육에 대한 태도는 전환에 대한 기

대 및 지각의 차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시기 과정 동안 

순

번
저자 연도 제목 수준

1 이애현 2006
'우리나라 민속무용'의 교육과정 연계

성에 관한 연구
문서적 수준

2 신영애 2008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과 교육내용

연계성 분석
문서적 수준

3 이동호, 조문숙 2008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육교과서에 제

시된 태권도 단원 비교 분석
문서적 수준

4 송미숙 2015
초중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표현활

동 내용 분석
문서적 수준

5 이선경 2004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체육교육과

정 연계성 분석
문서적 수준

6 박미림, 이옥선 2014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경

쟁 활동영역의 연계성 탐색

문서적 수준

+ 실천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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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는, 학교급

과 성별이 체육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크게 전환과정에서 학생의 측면에 주목한 

연구와 전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나 초·중등교사 간의 의사소통 등 

전환시스템에 주목한 연구의 두 가지로 연구 동향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환과정에서 학생의 태도에 관한 연구로, Dismore, H & Bailey, 

R.(2010)은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따른 체육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들은 많은 아이들이 체육을 즐기는 것에서 좀 더 진

지한 기술 기반의 교육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들이 아이들을 왕따나 사회적 고정관념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낳게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Katene, W.(2010)은 

초·중등의 학교급 전환의 경험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단계에 따른 흥분, 

‘성장’에 대한 기대,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다양한 전문 교사를 만나

고, 전문 시설(예: 실험실, 특별 제작된 체육관, 운동장/놀이장)과 장비를 

접하는 등의 경험을 겪는다고 말한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나

이가 많은 사람에서 가장 어린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같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전문 선생님을 갖는 것으로, 모든 것에 대해 같은 그룹/클

래스와 함께 하는 것에서 다른 그룹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많은 변화를 겪

게 된다고 말한다. Lawrence, J.(2006)은 초중과 중등 사이에 체육에 대

한 성취도, 자부심, 자기 동기 및 태도 변화를 확인하고(초등에서 중등으

로 전학하는 동안) 성별, 전학 연령 및 재학 중 차이의 정도를 파악하였

다. 연구결과 그들은 교육과정의 초등과 중등 단계 간 전환이 교과과목 

전체에 걸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계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다음 학교급 전환 시스템에 주목하는 연구들로, Capel, S et al.(2003)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체육에 대한 연락 활동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초·중등 상호 간 교육 활동 연계에 필요한 연락 활동의 제약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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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또한, Capel, S et 

al.(2004)는 같은 맥락에서 초·중등 연락 체계를 연구하였는데, 소수의 

교사만이 체육교육 커리큘럼의 연속성과 진전을 위해 교환된 정보를 사

용함을 발견하였다. Rainer, P. and Cropley, B.(2013)은 현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내에서의 어린이 경험의 질과 체육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큰 

편차를 보이는 현상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등 교육으로 

전환하기 전에 적절하고 품질이 높은 체육교육의 제공을 통해 이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를 신체활동에 참여시키지 못하면, 기초 운동 능력의 불충

분한 발전과 신체적 활동을 위한 동기의 감소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연구자들은 이의 해결을 위해, 초등 및 중등체

육 교사 간의 협력과 진보적이고 미래의 평생 체력 관리의 촉진을 위한 

연속성을 제공하는 체육교육 연구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Zwozdiak-Myers, P.(2002)는 초·중등의 전환에서 학생들 체육 경험의 연

속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보고한다. 제시된 모델은 서면 또는 구두 수단

을 통한 정보 교환, 커리큘럼 연속성을 촉진하기 위해 설문 조사 등 학

교가 학생들의 체육 경험의 연속성과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적 연계 및 공동 주도의 시각적 개요를 보여준다. 

  학교급 전환 측면에 주목하여 초·중등 체육의 연계를 살핀 선행연구

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학교급 전환 측면에서 초·중등 체육의 연계를 살핀 선행연구

순

번
저자 연도 제목 구분

1 남은지, 이안수 2013 초등학교에서중학교로의전환에따른체육에대한태도

학생에 주

목한 연구

2
Dismore, H.

and Bailey, R.
2010

‘It's been a bit of a rocky start’: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following transition

3 Katene, W. 2001

Progression and continuity in physical

educati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4 Lawrence, J. 2006

Negotiating change: The impact of school transfer

on attainment, self-esteem, self-motivation and

attitudes in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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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pel, S.,

Zwozdiak-Myer

s, P. and

Lawrence, J.

2003

A Study of Current Practice in Liais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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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소양

가.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

  1)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개념과 철학

  가)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개념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는 인간을 구성하는 차원에 대한 존

중의 결여와 일생 동안 신체화되는 것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수행한 

철학적인 연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다(Whitehead, 2019). Margaret 

Whitehead는 1993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ril and Woman Congress에서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는데(한유정, 2017), 최근에는 호주, 영국, 미국, 독

일 등 여러 나라에서 피지컬 리터러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인지

주의 심리학과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신

기철, 2011). 

  피지컬 리터러시는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

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식과 이해(Whitehead, 2019)’로 정의할 수 있다. 그녀가 설명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피지컬 리터러시는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측

면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지향성을 가진 개념이다. 또한, 전 생애 동

안의 신체활동 참여를 소중한 가치로 간주하고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Whitehead(2019)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

를 통해 갖추어 나가는 사람이 모습이 어떤 상태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

으로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징들을 <표 7>과 같이 제시한다. 그녀는 이 

특징은 피지컬 리터러시 정의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한 것으로, 피지컬 리터러시 정의의 일부는 아니라 말한다. 피지컬 



- 27 -

리터러시의 특징은 개인의 고유한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해나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전인적 측면의 개념으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인 

특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인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기’는 신체활동 참여에의 적극성으로, 신체활동 과제에 흥미

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며, 도전적인 신체활동 환경에서 끈기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자신감’은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배움의 경험이 학습자에게 성과를 줄 것이라

는 확신을 말한다. ‘움직임’은 매우 다양한 도전적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경제적·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의 단어로 개념화되는 ‘동기’, ‘자신감’, ‘움직임’과 더불

어 문장의 형태로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징이 제시되기도 한다. 물리적인 

환경의 모든 측면을 인식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

응하는 데 있어서의 사려 깊고 민감한 인식. 신체활동의 경쟁적인 상황

과 협력적인 상황 모두에서 따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움직임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자질을 알아보고 이를 연계시키는 

능력. 풍요롭고 균형 잡힌 생활방식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건강의 원리

에 대한 이해, 삶에서 신체활동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징으로 제시된다. 

<표 7>.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징(Whitehead, 2019, p.12를 재구성)

특징
(개념적)

영역 구분

A. ‘동기’는 신체활동 참여에의 적극성으로, 신체활동 과제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

고 스스로 참여하며, 도전적인 신체활동 환경에서 끈기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정의적영역

B. ‘자신감’은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배움의

경험이 학습자에게 성과를 줄 것이라는 확신

C. ‘움직임’은 매우 다양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신체적영역D. 물리적인 환경의 모든 측면을 인식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사려 깊고 민감한 인식

E. 신체활동의경쟁적인상황과협력적인상황모두에서따로또함께일할수있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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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철학적 기반

  피지컬 리터러시는 일원론, 실존주의, 현상학에 철학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된 개념이다. 피지컬 리터러시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철학적 정당성

에 대한 이해는, 그 목적과 가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Whitehead, 2019). 

  일원론은 살아있는 육체를 인간 본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하며, 인

지능력의 체화는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 실제 구현 및 수행에 필수적

인 역할을 한다 말한다(Claxton et al., 2010). 일원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

식은 인간의 신체를 포함하는 유기체 전체에 스며드는 것으로 간주

(Claxtone et al., 2010) 되며, 인간이란 의식과 사고에 대한 실천의 원시

성에 의해 특징되어 진다(Acher, 2000).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인간

의 구현이 인간으로서의 바탕이 되어 신체활동의 가치와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Whitehead, 2019). 정리하면, 일원론은 

인간의 몸과 마음 또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될 수 없는 전일체로 간주한

F. 효과적인 움직임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자질을 알아보고 이

를 연계시키는 능력.
인지적영역

G. 풍요롭고 균형 잡힌 생활방식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건강의 원리에

대한 이해

H. 삶에서 신체활동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자신감과 자존감
인지적·정의

적영역

단순화한 특징

신체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정의적영역

다른 스포츠활동 참여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

다른 신체활동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신체적영역다른 신체활동에서 움직임 요구와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

다른 신체활동에 따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다른 신체활동에서 자신의 운동수행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아는 것.
인지적영역

신체활동이 웰빙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신체활동이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고 영향을 주는데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인지적·정의

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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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신체활동을 통한 체화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개

인의 잠재력을 최적화시켜 심신이 온전한 사람, 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상학은 모든 만물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 주체 의식

의 지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개념이다(Whitehead, 2019). 현상학자들은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의의를 구축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전의 경험에 의한 결과물로 인식됨을 주장한

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에서 피지컬 리터러시는 모든 개인의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

찰하며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존주의는 인간은 세상과 교류하면서 반응하도록 자극을 받게 되고, 

이에 점차 무수한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말한다. 세계와의 상호작용

의 결과로 인간은 자신뿐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Whitehead, 

2019). 실존주의는 모든 인간이 그들을 둘러싼 세계 즉,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그들 스스로를 형성해나가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모든 행동

을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 또는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

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이 철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다양한 맥락 안의 의

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함양되는 것으로 보고, 각 개인만의 상황을 이

해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여정으로서의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와 기록하는 것의 의미

  

  가)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

  Whitehead(2013)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하나의 ‘여정’으로 보아야 한

다고 말한다. 이때 개인의 여정은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다(Tapin, 

2012). 피지컬 리터러시는 전 생애에 걸친 것으로 제안되고 우리가 받아

들인 피지컬 리터러시의 변화는 인간의 발전과 나이 사이클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다(Higgs, 2010). ‘여정’이라는 은유는 피지컬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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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유는 하나의 생각을 다른 

것과 나란히 놓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의 형태이다(Lakoff, G. 

&Johnson, M., 1980). 피지컬 리터러시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여정

이라는 은유의 사용은 이 피지컬 리터러시가 고정적으로 획득한 상태나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가치가 있다

(Taplin, 2013). 피지컬 리터러시는 목표도 과정도 아니며 성향

(disposition) 혹은 태도의 성격을 지닌다(Whitehead, 2019). 피지컬 리터

러시는 목표로서 한 번 달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향으로서 전 생애 

전반에 있어 지속적으로 가꾸고 길러져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외에도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이라는 은유는 피지컬 리터리시가 각 

개인의 고유한 것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기여한다. Whitehead(2010)

는 여정의 은유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이슈는 개인들이 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왜 전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각 개인의 고유한 여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혹은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며, 각 개인의 여정을 평가하는 가치평가의 기준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피지컬 리터러시는 각 개인의 여정을 돕기 

위한 그 어느 도움이라도 개인과 그들의 과정(즉, 그들의 이전 과정과 

연관하여)과 연관되어 고려되어야(Whitehead, 2013) 함을 의미한다. 

  

  나)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기록하기

  Dudley(2015)는 기존 교육과 달리 피지컬 리터러시의 측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준지향 평가에서 전 생애 중요한 사건에 지향점을 둔 평가 혹

은 피지컬 리터러시 본연의 것을 담아내는 평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

한다. 기존의 규준지향 평가는 정신적, 인지적, 정서적인 것의 성장을 담

을 수 없을뿐더러, 피지컬 리터러시의 본연의 것 또한 담을 수 없기 때

문이다. IPLA(International Physical Literacy Association, 이하 IPLA)는 따

라서 기존의 규준지향 평가가 사용해왔던 Assessing(평가하기)의 표현 대

신에 Charting(기록하기)의 표현이 피지컬 리터러시의 과정이라는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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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더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왜 Charting(기록하기)인가. Whitehead(2019)는 피지컬 리터러

시는 기질이나 태도이며, 개인의 전 생애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개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하

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피지컬 리터러시가 삶의 과정 전반에서 변화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삶의 경험은 개인마다 독특하고 그 경험

이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개인의 인

식은 각자의 특별한 과정을 거친다. 

  Whitehead(2019)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철학적 개념을 통해 여정의 기

록을 설명한다. 일원론에 따르면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은 기록하

기에 있어 어느 하나가 우선하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여정을 

기록하는 것에서 세 가지 영역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동기를 강화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기록하기의 과정은 개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실존주의 맥락에서 기록하기를 이

해하면 과정의 기록에 있어 개인이 움직임 양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신체적 역량의 과정을 기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함

을 통해 얻는 성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상황이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움직임 양식들(Whitehead, 2010)과 다른 사람들과 상호교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한다. 현상학에서 여정을 기록하기를 이해하

는 데 있어 개인과 관련된 모든 변화가 개인의 이전 행동들과 비교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과거 개인의 경험 흔적

들은 이후 새로운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

문이다. 때문에,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들

은 규준지향보다는 준거지향 이어야 하며,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

인 것이어야 한다(Whitehead, 2019). 

  IPLA(2019)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기록을 위해 수집할 정보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동기, 자신감, 신체적 능력, 지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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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기술어들을 개발하였다. 동기는 ‘신체활동 참

여에 대한 동기’,‘스스로 동기부여에 따른 지속적인 적용 및 참

여’,‘자신의 생활방식에서 신체활동을 포함하려는 동기’로 구성된다. 

자신감은 ‘참여에 대한 자신감’,‘능력에 대한 자기인식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고 관여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포함된다. 신체적 능력에는 ‘모든 움직임이나 신체활동

의 기초를 구성하는 움직임 패턴’,‘개인과 그룹 맥락에서 광범위한 환

경 내에서의 움직임’,‘신체활동 환경에 대한 민감한 인식 및 지각작

용’으로 기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이해에는 ‘수행향상 결과

와 그에 대한 성찰’, ‘계획, 상호작용 및 창의성’, ‘웰빙과 신체활동 

가치평가’가 포함된다. IPLA가 제시한 기술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피지컬 리터러시의 요소를 설명하는 기술어

요소 기술어

동기

Ÿ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

Ÿ 스스로 동기부여에 따른 지속적인 적용 및 참여

Ÿ 자신의 생활패턴에서 신체활동을 포함하려는 동기

자신감

Ÿ 참여에 대한 자신감

Ÿ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Ÿ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고 관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신체적 능력

Ÿ 모든 움직임이나 신체활동의 기초를 구성하는 움직임 패턴

Ÿ 개인과 그룹 맥락에서 광범위한 환경 내에서의 움직임

Ÿ 신체활동 환경에 대한 민감한 인식 및 지각작용

지식과 이해

Ÿ 수행향상 결과와 그에 대한 성찰

Ÿ 계획, 상호작용 및 창의성

Ÿ 웰빙과 신체활동 가치평가

 

 Green et al.(2018)은 IPLA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의 특징과 기술어에 입

각하여 여정을 기록하기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기록하기

의 본질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정의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요소와 태도

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성도 같아야 한다. 

또 사용되는 어떠한 전략도 맥락과 문화의 특징에 민감해야 한다고 이야

기한다. 다음으로 기록하기의 형태는 개인의 과거 경험과 연관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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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과의 비교가 기준점을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학습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이 경쟁적인 평가보다 더 큰 이점을 준다는 것을 언급한

다. 기록하기의 목적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 과정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다음 목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자심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전 생애에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짚어주는 것이기도 해야하는 것이다. 

여정을 기록하기에 있어서 참가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참가

자의 자기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어떠한 전략에서든 핵심적인 위

치이다. 기록을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은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 모

두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진, 비디오, 그리고 개인의 

과정을 드러내는 반성적 일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운동소양(Sport Literacy)

  Whitehead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최의창(2010)은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전인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체육교육 철학에 맞게 이를 재해석하여 운

동소양(Sport Literacy)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운동소양의 철학적 모토

는 홀리즘(wholism)이다. 이는 우리말로 ‘온전론’, ‘일체론’,‘하나주

의’로 부를 수 있다(최의창, 2018). 이는 피지컬 리터러시에서 일원론과 

심신 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민형식, 2020). 운동소

양은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자질 혹은 능력으로 

운동소양의 함양은 신체활동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

조해내는 통합적인 자질을 일컫는 용어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운동

소양은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며, 머리로 이

해할 수 있는 자질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운동의 기능적인 내용 들

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등의 운동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운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운동에 실천하는 사람을 운동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의

창,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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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소양은 몸으로 직접 하고, 머리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을 포함하는데 이를 각각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知)’, ‘운

동심(運動心)’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최의창, 2013). 이를 

Whitehead의 피지컬 리터러시와 비교하여 운동능은 physical competence

로, 운동지는 knowledge and understanding으로, 운동심은 motivation과 

confidence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살펴보면, 운동능은 

“운동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들을 활용하여 운동(스포츠, 게임, 엑

서사이즈, 댄스 등)을 스스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초적 재능”

을 말한다.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을 이해

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을 의미한다. 운동심은 “운

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하지만 논리적 구분일 뿐, 사실적 구분은 아니며 

실제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소양이다(민형식, 2020). 최의창(2013)은 운

동능을 운동의 기능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운동 증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한 ‘높이’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운동지는 지식적인 차원으로 운동

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려는 ‘넓이’의 차원이다. 운동심은 심성

적 차원으로 운동에 정의적 측면의 의미를 더하는 ‘깊이’의 차원이다. 

운동소양을 함양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운동의 높이, 깊이, 

넓이를 더해가는 일이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다(민형식, 2020).

  최의창(2018)은 또한 ‘운동향유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운동향

유력은 운동을 즐기는 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능향유·지향유·심향유로 구분된다. 운동소양이 스포츠 리터

러시의 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운동향유력은 그것의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운동 소양은 그것이 함양된 사람이 운동 향유

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최재영, 2019). 전 생애에 걸쳐 운동에 참여

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합적으로(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운동소양

을 쌓아가게 되고, 운동을 즐기고 맛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향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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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향유는 운동을 직접 함으로써 향유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팀 동료와 함께 협력하여 전략을 구사하고 기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향유는 운동을 지식적인 차원에

서 향유하는 것으로 운동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거나, 규칙을 이해하거

나, 운동선수의 삶에 대한 지식을 쌓거나 하는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

는 것을 말한다. 심향유는 운동을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향유의 

방식으로, 운동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스포츠 선수의 경기장 

안에서의 플레이를 보며 감동을 느끼거나, 스포츠 주제의 영화나 만화를 

깊이 있게 감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능향유, 심향유, 지향유의 세 가지 향유방식을 15 가지의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최의창(2013)은 이를 ‘운동향유하기 

15+’라 명명한다. ‘하기’는 운동을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

고 하기·읽기·쓰기·보기·듣기·말하기·그리기·부르기·만들기·셈

하기·느끼기·모으기·나누기·생각하기·사랑하기 등을 포함한 15가지

의 방식들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온전히 제대로 된 스포츠

의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의 기록 도구들

  전 세계의 다양한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기록하는 도구들을 식별

하는 것은 피지컬 리터러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의미를 준다. Whitehead(2019)는 

그것이 개인이 그들의 독특한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 어떠한 정향 혹

은 태도를 보이는지를 스스로 혹은 관련된 이들이 확인하도록 도와줌으

로써 여정에서의 성장 혹은 발전을 인식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하며, 여

정을 계속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피지컬 리터러시의 기록을 위한 다양

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발전된 계획의 형태로 

실제 운영하는 상태이고, 호주의 경우에는 계획단계에 놓여있다. 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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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계획은 각 국가만의 독특한 피지컬 리터러시 정의 위에 구축되었

고, 각국의 맥락에 맞게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 계획은 학교나 코칭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하나로수업연구회에

서 운동소양의 상태 혹은 정향을 확인하기 위해 체육오성지수(PIEMSQ)

을 제안하였고, 운동소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1) IPLA(International Physical Literacy Association) Matrix

  IPLA(International Physical Literacy Association, 이하 IPLA)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의 기록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

여왔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피지컬 리터러시의 속성에 대한 기술어

(descriptors) 개발이 첫 번째이고, 개인이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 어

느 위치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잠재적 위치에 대한 구분이 두 번째이다. 

IPLA(2018)는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의 잠재적 위치들을 사라진 잠재

력(unware of or dissmissing potential), 탐색하는 잠재력(exploring 

potential), 성장하는 잠재력(developing potential), 통합하는 잠재력

(consolidating potential), 극대화되는 잠재력(maximising potential)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피지컬 리터러시의 속성에 대한 기술어들에 

이 잠재적 위치들을 수평적으로 배열하여 매트릭스화 하였다. 이 매트릭

스는 좌측 항목인 12가지의 기술어와 상단 항목인 5가지의 잠재적 위치 

구분에 따라 총 60가지의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기술어를 제시한다. 

이 기술어들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에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를 나타내는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준다. 구체적인 IPLA의 

매트릭스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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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PLA 매트릭스(IPLA, 2018)

  보다 구체적으로 매트릭스 상단의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의 잠재적 

위치의 개념을 Whitehead(201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사라지는 

잠재력(dissmissing potential)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체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치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내재 된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부정적인 경험의 결과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사고 등)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 이탈하

고 있는 혹인 이미 이탈된 사람들이다. 만일, 이 상태에 개인이 위치해 있

는 경우에는 다시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

를 두어야 하고, 나아가 다음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여정의 위치의 맨 끝단에는 극대화되는 잠재력(Maximising potential)

이 위치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신체활동 환경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개인

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대체로 이들은 

젊은 성인들이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의 잠

재적 위치는 개인의 인생이 우여곡절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고정

된 위치가 아닌 5가지의 잠재적 위치의 연속선상(스팩트럼)에서 파악해

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가 기록의 시기에 따라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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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에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 매트릭스의 기록방법은 참여자들이 기술어들을 읽고 그들 스스로가 

매트릭스 안에서 현재 자신에게 적합한 12개의 기술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직축에 위치한 기술어들은 질문이되는 것이고, 수평

축에 위치한 잠재적 위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보다 단순하게는 참여

자에게 좌측의 기술어들을 읽게 하고 리커트 척도 1-10까지나 때때로, 

종종, 자주와 같이 표시하게끔 할 수도 있다. 기록이 끝나면 이를 추적

할 수 있는 표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이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

에서 어떠한 정향 혹은 상태에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참여자는 제시

된 기술어 이외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신만의 기술어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현재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 상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준다. 이런 추적의 방식은 ‘그림 그리기’방식

으로서 보전 및 표시되는데, IPLA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온라인으로 기록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 또한 개발하고 있다(Whitehead, 2019). 매트릭스를 통한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의 추적 테이블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의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피지컬 리터러시 추적 테이블(IPLA, 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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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PL(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캐나다에서 피지컬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은 Healthy 

Active Living and Obesity 그룹에서 논의기 시작하여(Longmuir, 2013), 

CAPL-1 모델에서 CAPL-2 모델로 발전하였다. CAPL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이하 CAPL) 모델에서 활용하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정의는 IPLA(2017)와 동일하다. 구체적인 CAPL이 정의한 피

지컬 리터러시의 핵심영역은 <그림 4>와 같다. CAPL 모델은 피지컬 리

터러시의 여정에서 개인의 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중점으로 보다 

전 생애에 걸쳐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함양을 목적으

로(Longmuir, 2013) 개발되었다. 초기 CAPL-1의 모델은 2007년에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 병원의 연구를 통해 개발(Longmuir et al., 2015) 되었다. 

현재는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콘텐츠들의 단순화와 축소의 변화를 반영

하여 CAPL-2의 형태로 캐나다에서 학령기(8세~12세)의 아이들을 대상으

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영역과 점수체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CAPL이 정의한 피지컬 리터러시의 핵심 영역(CAPL, 2017, p.6.)

  CAPL-2는 4가지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하고 있는데, 신체능력

은 30점, 일상의 운동 습관이 30점, 동기와 자신감이 30점, 지식과 이해 

파트는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능력 테

스트 점진부하 심폐 지구력 테스트인 PACER(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test run)와 민첩성과 움직임 테스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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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SA(Canadian Agility and Movement Skill Assessment) 그리고 플랭크

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 이 측면의 평가는 자격을 갖춘 관찰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상의 운동 습관은 만보계를 활용한 매일의 걸음수 계산과 

활기찬 신체활동에 일주일에 참여한 정도에 대한 자가점검을 통해 이루

어진다. 동기와 자신감은 각 3가지의 평가도구(질문)를 통한 내재적 동

기, 자신감, 신체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참여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기록

한다. 이 설문은 온라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식과 이해 파트

는 신체활동, 심혈관운동, 근력 및 지구력, 기술 향상에 관한 지식과 이

해들이 평가에 포함된다. 이 영역의 측정은 참가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문서나 온라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된다.

<그림 5>. CAPL-2의 종합 점수 시스템(CAPL, 2017, p.7.)

  모든 데이터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자동 종합되어 100점 

점수로 표현된다. CAPL은 학년기 아이들(8세~12세)의 측정 데이터를 통

계로 성장의 단계를 점수로 구분하여 4단계(Beginning, Prog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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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Excelling)로 나눈다.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기준 

점수 분포를 다르게 하고 있다. Whitehead(2019)는 CAPL의 피지컬 리터

러시 여정의 기록 도구가 개인이나 중요한 타자들이 현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미래에 마주할 새로운 도전들을 고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데서 그 가치를 말한다.

  3) PFL(Passport for life)

  PFL(Passport for life, 이하 PFL)은 캐나다의 건강과 체육교육 단체인 

PHE canada(Physical and Health Education Canada, 이하 PHE canada)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체육수업과 관련된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피지컬 리

터러시에 대한 인식, 평가, 발전을 돕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PHE 

Canada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자신감과 능력

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의 광범위한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전인을 위한 건

강한 발전을 해나가는 사람(Lodewyk and Mandigo, 2017: 442)”으로 정

의하고 있다. 2006년에 시작한 PFL 도구의 개발은 현재 지속적인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PFL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이나 교사

들이 각자 개인의 계정을 보유하게 된다. 온라인 사이트(www.passportforlife.ca)에 접속

하면 학생과 교사 계정에 따라 다른 화면이 노출되는데, 교사의 경우 나

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제시된다. 교사는 학생 개인의 

passport를 확인하거나 전체의 passport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은 이 네 

가지 영역별로 구분된 설문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고, 수합된 데이터

는 학생 개인의 Passport를 생성해 준다. 생성된 Passport는 학생들의 피

지컬 리터러시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고, 교사들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수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Passport for life는 다년간 

학생들의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을 제공한다. PHE canada는 PFL이 단순

히 기록카드를 모으는 부가적인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기록이라는 것

을 강조하며, 피지컬 리터러시의 성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http://www.passportforlif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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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한다. 

  PFL 기록 도구가 평가하는 영역은 움직임 기술, 삶의 기술, 적극적인 

참여, 피트니스 기술의 4가지 영역으로, <그림 6>과 같다. 움직임 기술은 

기초움직임, 물체 조작이나 움직임을 말한다. 피트니스 기술은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심폐 지구력, 균형, 코어 근력으로 구성된다. 삶의 기술은 

감정, 생각, 상호작용이나 자신감, 자율성, 즐거움, 문제해결, 협력, 사회

생활 기술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적극적인 참여는 학생이 참여하는 다

양한 신체활동의 범위와 다양한 환경에 걸친 참여를 유발하는 동기들에 

주목한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기록은 K-3, 4-6, 7-9, 10-12의 학년 

구분에 따라 활동프로그램이 상이하게 구성된다. 삶의 기술이나 적극적 

참여와 같은 인지·정의적 영역은 학생 스스로 자기점검 질문에 온라인

을 통해 답하는 과정에서 기록되고, 움직임 기술이나 피트니스 기술은 

교사에 의해 평가가 행해지고 그 결과를 교사가 온라인에 입력하면서 수

집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되어야 하는데 1차 평가는 학기 초에, 2차 

평가는 학기가 종료될 무렵 실시된다. 

  

<그림 6>. PFL 기록 도구가 평가하는 4가지 영역(Passport for life, n.d.)

  수집된 결과는 온라인에서 개별화된 Passport로 학생 및 교사에게 제

공되는데, 이를 출력하여 실제 여권과 유사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어있

다. Passport의 첫 표지에는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일반 정보(학년, 

별명, 학교 등)를 제공하는데, 학생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는 목표를 적게 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네 가지 영역의 기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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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적

극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와 신체활동에 참여한 

환경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PFL 기

록 도구의 결과물인 Passport의 예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PFL의 Passport의 예(Passport for life, n.d.)

  

  4) PLAY(Physical Literacy Assessment for Youth)

    PLAY(Physical Literacy Assessment for Youth, 이하 PLAY)는 전 연

령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기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캐나다 

전 인구의 피지컬 리터러시 수준의 향상을 위해 Canada Sport for Life

에서 개발되었다. PLAY 도구는 피지컬 리터리시를 “개인의 피지컬 리

터러시는 그들이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움직임 기

술과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서 함양하게 된다(Kriellaars, 2013)”라고 정

의하고 있다. PLAY 도구는 초기에는 학교를 위해서는 개발되지는 않았

으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하면서 지금은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틀로 자리 잡고 있다(Whitehead, 2019). PLAY 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로 개발되었는데 PLAY fun, PLAY basic, PLAY 

parent, PLAY inventory, PLAY creativity, PLAY PEteacher, A-PLAY, 

PLAY self 등이 있다. 이렇게 도구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도구

들이 교사나, 학생, 부모, 전문가등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개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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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각각의 기록 도구들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다양한 면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Sports for life에서 안내하는 대표

적인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LAY fun’은 훈련된 전문

가들(코치,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운동전문가, 움직임 분석에 대한 훈

련을 받은 이)들이 18개의 기본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기본

움직임 능력은 달리기, 이동하기, 물체조작, 균형·안정성 및 신체제어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능력은 기록할 때 Developing 단계인 Initial 

단계, Emerging 단계에서부터 Competent 단계, Proficient 단계의 4단계 

루브릭으로 표현된다. ‘PLAY self’는 아이들이 자신의 피지컬 리터러

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다. 온라인에서 설문을 통해 이

루어지는데 피지컬 리터리시와 관련된 환경, 피지컬 리터러시 자기 기

술, 리터러시에 대한 상대서열, 건강의 네 가지 범위의 질문들이 이 도

구에 포함된다. ‘PLAY Basic’은 아이들의 움직임 기술을 기록하는 도

구이다. 움직이기, 던지기, 차기, 균형 잡기의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되고, Initial에서부터 Proficient 까지의 네 가지 단계의 루브릭으로 기록

된다. 다음으로 ‘PLAY inventory’는 아이들의 일년 간 레저시간에서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양식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의 목록을 시트에 포함

하고 있다. PLAY inventory는 다양한 기록 도구들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함께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활용 주체에 따라 ‘PLAY 

parent’,‘PLAY coach’의 도구들도 있으며, 신체활동 참여에 장애 요

인을 가진 사람들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기록하기 위한 ‘Adapted 

PLAY’도 존재한다. 또한, 학령기 이전의 피지컬 리터리시 확인을 위해

‘pre PLAy’의 도구도 개발하였다. PLAY 도구들이 각각 피지컬 리터

러시의 어떤 속성들을 기록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정리하면 <표 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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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양한 PLAY 기록 도구들(Sports for life, n.d.)

  5) National standars for K-12 Physical Education and PE metrics(미국)

 

 SHAPE America(Society of Healthy and Physical Educators America)는 

2014년에 K-12 체교육에 대한 국가 기준과 성취수준을 만들었는데, 이중 

가장 큰 변화는 체육의 목표에 피지컬 리터리시의 용어를 포함한 것이다

(Mandigo, Francis, Lodewyk & Lopez, 2012). 2018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평가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PE Metrics를 개발하였다(SHAPE 

America, 2018). SHAPE America가 정의한 피지컬 리터러시는 “자신감

과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의 광범위한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전인을 

위한 건강한 발달(Mandigo et al., 2012: 28)”인데, 이는 PHE Canada의 

명칭 평가 요소 CAPL과 비교 기록주체 척도

PLAY

fun

Ÿ Running(달리기)

Ÿ Locomotor(이동하기)

Ÿ Object Control(물체조작) :

Upper body, Lower body

Ÿ Balance, Stability & Body

Control(균형·안정성 및 신

체제어)

P h y s i c a l

competence

와 연관

전문가
(코치, 물

리 치 료

사, 운동

치료사 ,

운동전문

가, 움직

임 분석

에 대한

훈 련 을

받은 이)

Ÿ 100점 스케일

(Developing - Acquired)

Ÿ Developing
(Initail, Emerging)

Ÿ Acquired

(Competent , Proficient)
PLAY

Basic

Ÿ Locomotor(이동하기)

Ÿ Throwing(던지기)

Ÿ Kicking(차기)

Ÿ Balance(균형잡기)
PLAY

inventory

Ÿ 일년 간 레저시간에 참여

한 신체활동

Daily Behavior

와 연관

참가자

스스로
Ÿ 신체활동 목록

PLAY

self

Ÿ Environment(환경)

Ÿ Physical Literacy

Self-Description(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자기기술)

Ÿ Relative Ranking of

Literacies(리터러시에 대한

상대서열)

Ÿ Fitness(건강)

Competence,

Motivation과

연관

참가자

스스로

Ÿ 5 단계 스케일
(No tired, Not so good,

OK, Very good, Excellent)

Ÿ 4단계 스케일
(Not ture at all, Not usually

true, True, Very true)

Ÿ 4단계 스케일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 활용 주체에 따라 PLAYparent, PLAYcoach

※ 신체활동 참여에 장애요인을 가진 사람을 위한 Adapted PLAY

※ 학년기 이전의 아이들을 위한 p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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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동일하다. 앞선 캐나다의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기록하는 도

구들이 특정 단체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이런 흐름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피지컬 리터러시가 공식적으로 제안되고 그 기록을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SHAPE America(2014)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기준에 따른 피지컬 리터

러시의 성장을 열망하는 사람의 다섯 가지 성취수준을 제시한다. 피지컬 

리티러시의 성장에 대한 높은 동기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움직임 기술

과 움직임 패턴에 대한 유능성을 설명할 수’ 있고, ‘움직임이나 수행

에 관한 개념과 원리, 전략의 지식을 적용할 수’있으며, ‘신체활동과 

건강의 수준을 건강하게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설명할 

수’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습관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건강, 즐거운, 도전,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과 같은 신체활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피지컬 리터러시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SHAPE America(2014)는 그들이 제시하는 평가의 방식

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교사는 학생의 요구에 맞는 그들 자신의 기

술어와 자료수집시스템을 만드는데 PE Metrics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다(Whitehead, 2019). 평가가 학생의 학습을 측정하는 것에 여전히 주안

점을 두고 있지만,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하고 가르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SHAPE 

America, 2018).

  6) 체육오성지수(운동소양)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로 수업 연구회에서 운동소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체육오성지수 검사지<그림 8>’를 개발하여 운동소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운동소양 함양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원석(2018)은 예술융합 체육

수업을 통한 남자 고등학생들의 운동소양 변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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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한유정(2017)은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을 통한 중학

생의 운동소양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고, 최재영(2019)은 초등학

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의 결과 확인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민형식(2020)은 여학생의 운동향유 방식을 탐색하

고 운동소양 함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체육오성지수 도구

를 통한 운동소양의 기록 결과는 학습자 운동소양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에서 다소 한계를 보이고(정원석, 2018) 있으나, 운동소양 연

구자들의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통한 타당화의 과정으로 도구에 대한 신

뢰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오성지수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차원은 체성, 지성, 덕성, 감

성, 영성의 다섯 가지로, 이 다섯 가지 모두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

가 온전성을 갖춘 온전한 사람(최의창, 2018; 민형식, 2020)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분된다. ‘체성’은 체력과 기능 등 본

인의 신체적 수준과 상태 혹은 신체활동 직접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선호

등의 성향을 말한다. ‘지성’은 스포츠 관련 정보나 지식의 수준으로, 

그것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데에 관련된 습관이나 열정 등의 성향을 말한

다. ‘감성’은 스포츠와 관련하여 지니고 느끼는 정서와 감정의 정도로 

심미적 감각 수준 등의 성향을 의미한다. ‘덕성’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현되는 정직, 협동, 성실, 공정, 존중, 인내 등의 성품과 인성적 성향을 

말한다. ‘영성’은 삶의 의미, 신적 존재, 참된 자아, 타인 사랑, 세계 

구원 등의 측면에 관심을 두는 성향이다. 체육오성지수 도구는 오행 각

각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현재 수

준을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아니다’의 5단계 척도에 체크 하게 

한다. 각 영역 만점은 40점으로 총합계 점수는 200점인데, 이를 종합한 

것을 전인성 수준(PIEMSQ)라고 명명하고, 식별되는 점수에 따라 체육소외자

에서 체육일반인, 체육유망주, 체육문화인, 체육전인의 발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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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체육오성지수 검사지(스포츠교육연구실, http://cafe.daum.net/SPIL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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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suite 기반 e-포트폴리오

  가. G-suite for education

  1) G-suite for education

  G-suite는 2006년 구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협업 도구로서, 구

글 기반의 다양한 협업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Google에서는 유료

로 배포되는 일반 기업용과 달리 비영리 단체(학교 등)의 경우 비영리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G-suite는 다양한 사용 주체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

는데, 그중 G-suite for education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기반한 

교실 협업 도구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모델로서, 공유(수정을 포함)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를테면, 네트워크, 서

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풀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최소한의 관리 노력이나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신속

하게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정보에 제공하고 배포하는 모델(Mell & 

Grance, 2009)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조직마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문헌들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다(Ercan 2010; Sultan 

2010; Lakshminarayanan, Kumar, and Raju 2013; González-Martínez et 
al. 2015).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에 따른 교육기관의 이점은 교육기관이 정보기술 

인프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학습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E. Constantinou, 2018).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에 강점을 가지고, 대규모의 인원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비용, 편리성, 

유연성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 G-suite 또한, Google Cloud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여러 앱에 접근하여 협업할 수 

있는 확장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G-suite for education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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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협업 도구의 틀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G-suite for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Google n. d.)

  G-suite for education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은 Google Drive와 Google 

classroom이다. Google Drive는 사용자가 모든 파일, 사진 및 비디오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한 모든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료(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등)를 만들어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Google Drive의 가장 유용한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Google Classroom(구글 클래스룸)은 Google Drive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교실이다. 구글 클

래스룸은 온라인 환경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교사의 상호작용 및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평가하고, 수

집하여, 피드백과 함께 학생들에게 결과를 돌려줄 수 있다. 구글 클래스

룸에서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는 Google Drive의 Classroom 폴더에 기록

되며, 계획된 수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두 핵심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협업의 환경에서 다양한 소프트

웨어용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될 수 있다. Google sheet는 Microsoft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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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Google slide는 Microsoft powerpoint의 기능을, Google docs는 

Microsoft words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들이 협업하여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Google forms는 설문지 기능을 제공

해, 수업에서 형성평가 혹은 지필평가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Google 

calendar는 Class에 소속된 모든 사용자와 연동되어 Class의 일정을 공유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Hangout은 G-suite 계정을 사용

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화상회의와 채팅룸 기능을 제공한다. G-suite 시

스템에 속한 사용자들은 개인 이메일과 별도로 G-suite용 email을 받는

데, G-mail 앱을 통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개인 및 구글 개발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협업 도구들이 제공되는

데, 사용자는 Google marketplace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2) G-suite 기반 교육의 특징

  

  G-suite 기반 교육은 시스템의 유연성, 창의성, 그리고 협업의 도구를 

제공하고,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지닌

다(E. Constantinou, 2018). 이중 G-suite for education은 기본적으로 클

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환경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에, 클라우드 컴퓨

팅 시스템의 특징을 통해 G-suite 기반 교육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G-suite 기반의 교육 도구들이 실천적 수준의 연구에서 어떤 효과를 얻

었는지 또한 G-suite의 교육적 특징들을 이야기해줄 것이다.

  가) 협동학습 환경의 제공

  G-suite for education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협동학습 환경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협동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소집단을 구성해 함께 노력하면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교수 방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ohen, 1984; Johnson 외 3인, 1984: 이희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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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 박기범(2015)은 선행 협동 학습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 핵

심원리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반 학습의 특징을 비교하며, 클라우

드 컴퓨팅 시스템이 협동 학습에 가지는 이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협동 

학습의 공통 핵심원리를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책무성’, ‘동

등한 참여’, ‘동시적 상호작용’, ‘집단적 처리’의 다섯 가지로 정

리하였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이란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과제를 분담하여 독

립적으로 처리하여 협업하는 구조가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시스템은 사용자가 개별의 독립된 활동 공

간을 가지고, 네트워크 공유성에 기반하여 자료를 공유하며, 동시적·비

동시적으로 협업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동 학습 원리인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실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적 책무성’은 협동학습 

과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과업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고 임한 후에 협업

할 때 개인의 성취가 극대화된다는 원리이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에서는 

자료의 출처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무성을 강화

할 수 있다. ‘동등한 참여’란 학생들이 학습에서 동등한 위치로 공평

한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할 때 학습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는 원리로, 컴

퓨팅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익명의 권한을 부여받아 자유로운 참여가 가

능하며, 동료와 수행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등한 참여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의 동시적·비동시

적 작업환경과 집단적 처리 과정의 특징 또한 협동 학습의 원리가 구현

되기 적합함을 말해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 10>. 협동학습의 핵심요소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협동학습(박기범, 2015, p. 57.를 재구성)

협동학습

핵심요소
클라우드 기반 협동학습의 특징

긍정적

상호의존성

Ÿ 클라우드 기반 개별 활동 공간

Ÿ 네트워크의 평등성에 따르는 전통적 권력 관계 약화

Ÿ 네트워크의 공유성에 기반한 자원 공유

Ÿ 동시적, 비동시적 협업

개별 책임성 Ÿ 투명성을 통한 개인의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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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uite가 제공하는 협동학습 도구로서의 소프트웨어용 애플리케이션

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Pear Deck’은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교사 

및 학생 모두가 동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교사는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워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은 동시적으

로 궁금한 점이나 정답들을 해당 화면에 적거나 노출 시킬 수 있다. 교

사가 아이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과제 슬라이드를 제시하

고, 아이들이 동시에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도 한다. ‘SketchUP’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미술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의 작품을 동시적·비동시적으로 협업하여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G-suite에서 협업 도구로서의 기능과 특징은 

매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매우 

다양하게 제작·활용되고 있다. G-suite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용 

협업 도구를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G-suite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용 협업 도구

  나)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란 누적된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은 시각화

를 통해 데이터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패턴, 구조, 변화 및 상호연

동등한 참여
Ÿ 네트워크의 익명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참여

Ÿ 동료와 수행 결과 공유

동시적 상호작용 Ÿ 동시적, 비동시적 협업

집단적 처리
Ÿ 다중적 표상 경험을 위한 다차원적인 정보 수집

Ÿ 상호 보완을 통해 집단 지성의 지속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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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등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정아 외, 2019). 

  G-suite에서는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강력한 데이

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Google sheet, Awesome table, 

smartsheet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숫자 데이터를 도표 혹은 그래프

로 시각화할 수 있다. Slemma와 같은 대시보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섹터별로 정리하여 원하는 정보를 한 페

이지에 종합적으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Google-earth 같은 경우에는 지리·지형의 학습에 있어서 해당 지점의 

고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거나, 주변 지형을 둘러볼 수 있는 around 기

능을 제공하여 해당 지점을 전체 공간의 맥락에서 시각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Google analytics는 통계 도구로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시각화를 돕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Lucid chart의 경우는 다이

어그램 혹은 플로우 차트등을 통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G-suite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용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G-suite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용 데이터 시각화 도구

  다) 편리한 데이터 기록 및 보관

  

  구글 클라우드에는 G-suite 아이디를 이용한 모든 데이터들이 기록된

다. 구글 클라우드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의 

형태, 사진·문서·영상 등의 데이터 형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동기화 

하거나 백업한 데이터들이 포함된다. 기록되는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분

류는 <그림 12>와 같다. 구글 ID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폰, 크롬 브라우

저, 유투브 등의 모든 구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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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G-suite 시스템을 통해 학생 및 교사에게 제공되는 G-suite ID로 

로그인하여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는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 

기록된다. Google은 물론 개인정보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G-suite for education은 교육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의 기록 및 보관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고도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생이 제출한 과제나 수업에 대한 반응들 혹은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들

은 모두 Google Drive 안의 각각의 Classroom 폴더에 저장된다. Google

에서 G-suite 계정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양식의 형태로 과제를 제출하고, 언제든 제출한 과제를 다시 볼 

수 있다. 수업이 종료된 Classroom은 따로 보관 처리되는데, Google 

drive에서 개인별·수업별로 분류되어 학생들에게는 생애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교사에게는 교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2>.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분류(김동호, 201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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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G-suite 기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G-suite 기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구글 클래

스룸을 활용한 연구와 소프트웨어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연구로 그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 Classroom을 활용한 연구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가상

의 수업공간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라면, 기타 소프트웨어

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연구는 다른 수업의 체계에서 목적에 따라 부

분적으로 Google app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lassroom을 활용한 연구로, 서영애(2019)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교과 교육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연구하였

다. 연구자는 이미 많은 학교 현장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

는 현상을 확인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정보 교과에 활

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서영(2020)은 구글 클래스룸 기반 디지털 수

업이 중학생의 영어 듣기·읽기 능력 및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구글 클래스룸의 활용이 강의식 수업 보다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학습 흥미도, 자기 주도 

학습능력, 수업 만족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한다. 

권은미 외(2019)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과정 중심평가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학습관리시스템으로서 구글 클래스룸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과정 중심평가 도구로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구글 

클래스룸이 과정 중심평가에서 강조하는 수시 평가와, 즉각적인 피드백, 

교육을 위한 평가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도구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영(2019)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학습에서 학

습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는 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과 매체 활용에 대한 효용감이 높은 학생이 구

글 클래스룸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고 보고한다.

  소프트웨어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연구에서는 구글 스프래드시트, 구글 



- 57 -

아트프로젝트, 구글맵, 구글어스,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가 활용되었

다. 김정아 외(2019)는 구글 스프래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

이 초등학교 4·5학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

과, 구글 스프래드시트 활용 시각화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의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창의성 평

균, 창의성 지수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확인하였다. 김유경 외(2019)는 

구글 문서 도구(Google docs)를 활용한 소집단 동료 피드백 양상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피드백 양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동료 피드백의 특

징으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피드백, 기존 관점과 연결하여 새로운 관점

을 제공하는 피드백, 서로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피드백, 예상 독자로서

의 피드백, 동료의 의견을 지지해주는 피드백이 나타났다. 정보 교과 교

육 분야에서는 구글 Blocky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교육방

안을 살핀 연구(전형기, 2018), 미술 감상교육을 위해 구글 아트프로젝트

와 클라우를 활용한 연구(송성민, 2015), 지리교육 분야에서 구글 맵을 

활용한 컨텐츠 연구(이혜경, 2008)이 이루어졌다. 국내 G-suite 기반 교육

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국내 G-suite 기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순 저자 년도 제목
활용

app

1 서경애 2019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교과 교육시

스템 설계 및 구현

구글

클래스룸

2 김서영 2020
Google Classroom 기반 디지털 수업이 중학생의 영어 듣기·

읽기 능력 및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4 권은미 2019 구글클래스룸 활용 과정중심평가

5 노영 2019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학습에서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6 김정아 2019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구글

스프래드

시트

7 김유경 2019
구글문서도구(Google Docs)를 활용한 소집단 동료 피드백 양

상 분석

구글문서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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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어원적으로 라틴어에 뿌리를 두었는데, “portare(포트라

레; 이동)”,“folium(포리움; 종이, 페이퍼)”의 조합이다. 이탈리아어로

는 “portrafoglio(포트라포글리오)”, 영어로는 “portfolio(포트폴리오)”

로 불린다(OECD, 2007).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평가에서 다루기 힘들었

던 교수-학습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써 관심을 받

아왔다.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의 도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 학습자의 적극적 참

여를 유도하는 도구 등으로 알려져 있다(Wolf and Dietz, 1998).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Paulson(1990)은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성취와 발전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작품수집.”으로 포트폴리오를 

정의한다. Arter ve Spandel(1991)은 “학생의 작품을 하나 이상의 영역

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Grace(1992)는 

“학습자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으며, 학

생 개인의 수행평가 기준이 되는 자료”로 정의한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양한데, 최미나 외(2005)는 “학

습의 향상을 위해 학습 관련 자료들에 대한 조직적인 수집과 비판적 반

성을 도와주는 체계”로, 박성희 외(2008)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성

8 전형기 2018 구글 Blockly를 활용한 비버챌린지와 프로그래밍 교육 연계방안
구글

Blockly

9 송성민 2015
스마트교육을 활용한 미술감상교육 수업지도방안 연구 : 구글

아트프로젝트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구글아트

프로젝트

10 이혜경 2008
구글맵API 매쉬업을 이용한 지도교육 콘텐츠 연구 : 초등학생

3,4학년 사회과 주제지도 중심으로
구글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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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에서 가장 큰 강점을 선택하여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

과물을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강신애 외(2011)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리한 자료이자, 학습 결

과물”로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양한 정의(이윤재, 2015를 재구성)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연

구자들의 공통적인 유형을 종합해 보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Management), 학습에 대한 정리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

찰(Reflection), 장기간에 걸친 학습자의 성장(Development)이 주요 원리

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최미나 등, 2005). 실제 교육의 현장에 포

트폴리오는 과정의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학생이 자신의 교수

학습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학업과정 전체에 대한 이력

을 스스로 관리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

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강인애 등, 2011). 체육 평가 분야에서 포트폴

리오는 캘리포니아 폰타나에 있는 Southridge 중학교에서 ‘sportfolios’

의 형태로 개발되어 체육수업의 교육적 성과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조한무, 1996). 

  조한무(1996)는 체육 평가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탐색하였다. 

그는 포트폴리오가 체육 교사들의 교수 반성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 전문

연구자 포트폴리오의 정의

Paulson(1990)
Ÿ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성취와 발전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작품수집

Arter ve Spandel(1991)
Ÿ 학생의 작품을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Grace(1992)
Ÿ 학습자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으

며, 학생 개인의 수행평가 기준이 되는 자료

최미나 외(2005)
Ÿ 학습의 향상을 위해 학습 관련 자료들에 대한 조직 적인 수집과 비판적

반성을 도와주는 체계

박성희 외(2008)
Ÿ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성과 중에서 가장 큰 강점을 선택하여 발전 과정

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과물을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강인애 외(2011)
Ÿ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리한 자료이

자, 학습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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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향상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포트폴리오가 교수와 평가를 

통합하고 교사-학생 혹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 시키며, 학생

이 자기 스스로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

고 주장한다. 실제로, 체육과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활용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김성호(2002)는 초

등 체육학습에 포트폴리오 평가의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운동지식과 운

동기능 측면에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신충린(2001)은 고등학교 체육학

습에서 포트폴리오의 평가 효과를 확인하였고, 실제 학습시간, 학습태도, 

인지적 사고력, 학습 성취도 등의 요인에서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신동

광(2002)은 체육수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 학생의 자아개념, 학습 태도, 학습습관의 종합

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학습 태도와 학습습관 영역에서 많

은 향상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체육교육 분야에서 포트

폴리오의 교육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표 13>.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체육교육에서 포트폴리오의 효과

  

연구자 체육교육에서 포트폴리오의 교육적 효과

조한무(1996)

Ÿ 교수 반성 기회 제공을 통한 교사 전문성 향상

Ÿ 교수와 평가의 통합

Ÿ 교사-학생 혹은 학생 상호간의 상호작용 기회 증진

Ÿ 자기평가의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의 학습 동기 강화

김성호(2002)

Ÿ 운동지식과 운동기능 측면에서의 효과 확인

Ÿ 학생 성취의욕 향상

Ÿ 동료간의 협력학습 증진

Ÿ 교사의 피드백 증가

Ÿ 자기 반성의 기회 제공

신충린(2001)

Ÿ 실제 학습 시간(ALT-PE) 향상

Ÿ 긍정적 학습 태도

Ÿ 인지적 사고력 증가

Ÿ 학습 성취도에서 효과적

신동광(2002)
Ÿ 학생의 자아개념, 학습 태도, 학습습관의 종합적 측면에서 효과적

Ÿ 학습 태도 향상과 학습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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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포트폴리오의 개념

  포트폴리오가 웹(web)을 기반으로 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가

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기존의 전통적인 포트폴 

리오와 구별하여 e-포트폴리오 또는 디지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되

었다(이동국, 김현진, 2013).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 및 결과

를 웹상에서 문자, 그림, 하이퍼링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

소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한다.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가 학습 과

정 및 결과를 웹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시

스템이며 웹의 교육적 특성과 포트폴리오 평가 철학이 통합된 체계이다

(권혁일, 2002).

  e-포트폴리오의 종류는 활용 목적에 따라 혹은 작성 주체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활용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이윤재

(2015)는 e-포트폴리오의 종류를 ‘개발 포트폴리오’, ‘평가용 포트폴

리오’, ‘전시용 포트폴리오’, ‘복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중 전시용 포트폴리오(Showcase portfolio)는 학생의 성과를 부

각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분야의 직업 취직과 관련하여 주로 활용된

다. 복합형 포트폴리오는(Hybrids portfolio) 위 세 가지의 복합적인 형태

로,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활용 목적에 따라 학

습 포트폴리오와 경력 포트폴리오로 나누기도 하며, 작성 주체에 따라 

학습자 포트폴리오, 교수/교사 포트폴리오, 교육기관 포트폴리오로 구분

되기도 한다(최애경, 2004).

  이렇듯 연구자의 범주화에 따라 e-포트폴리오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e-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가치는 학습의 기록·관리와 반성

적 실천이다(McAlisteretla, 20008). 표준과 목적, 성찰이 없는 포트폴리오

는 잘 만들어진 이력서(fancy resume)에 불과하지, 진정한 포트폴리오는 

아니다(이윤재, 2015 ; Helen Barrerr 재인용 ). 특히, 포트폴리오의 구성

과 개발과정에서 성찰 활동은 실천적 지식 및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다(엄미리 외, 2011).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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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 공통점은 학습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추해보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Miller & Morganie, 2009). 

  3) e-포트폴리오의 특징

  e-포트폴리오의 특징을 정리한 주요 선행연구들(곽원규, 2012; Galloway, 

2001; Barrett, 2007; Retta et al., 2007)에 따르면 e-포트폴리오의 특징은 

구현되는 매체에서 기인하는 특징, 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특징, 기능에 

따른 특징, 기술적 요구에 따른 특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구현되는 매체에서 기인하는 e-포트폴리오의 특징이다. 기존 포

트폴리오와 비교하여 e-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웹과 종이라는 구현되

는 매체에서 차이가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매체의 차이가 포트폴리오의 

구조 및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산출물과 성찰일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난 결과도 있으나,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교사의 사용 용

이성 면에서는 포트폴리오와 인쇄물 기반 포트폴리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Driessen E. W. et al., 2007). 곽원규(2012)는 문서기반 

포트폴리오와 e-수업 포트폴리오를 비교하여 <표 14>와 같이 분석하였

다. e-수업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문서기반 포트폴리오와 달리 운반 간

편성, 공학기술의 필요성, 빠른 자료처리에 따른 평가자 배려, 보관의 편

리성, 쉬운 수정 가능성, 기술공학적 역량의 필요성에서 그 특징을 보였

다. 

 

<표 14>. 문서기반 포트폴리오와 e-수업 포트폴리오의 비교(곽원규, 2012, p. 26.)

구분 문서기반 포트폴리오 e-수업 포트폴리오

접근성 어디서나 열람가능 열람시 장비 필요

운반 간편성 불편함 편리함

공학기술 불필요 필요함

평가자 배려 자료처리가 느림 자료처리가 빠름

보관 어려움 편리함

융통성 수정하는데 어려움 쉽게 수정이 가능함

기술공학적 역량 불필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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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디지털화된 자료의 속성에 따른 e-포트폴리오의 특징을 찾

아볼 수 있다. e-포트폴리오에 담기는 정보는 기존 포트폴리오와 다르게 

디지털화된 형태로 기록·저장된다.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은 

학생들이 성과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웹 기반 데이터

베이스는 동적인 웹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디지털 기반의 업무 습관이 

전체 강의, 프로그램, 개인 교수경력, 학생들의 학습 산출물, 학습 과정

과 진행에 대하여 조직, 연구, 수집,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

두되었다(Baston, 2002). 포트폴리오 디지털화에 따라 e-포트폴리오가 지

니는 주요 특징은 배포성, 비용과 공간의 경제성, 재생산성, 수정·갱신

의 용이성, 접근성, 타인과의 교수방법 및 전략의 공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Galloway, 2001; Khan, 2004; 강동희, 최명숙, 2013). 

  또한, e-포트폴리오가 가지는 기능요소들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도 

있다. Barrett(2007)은 기존 포트폴리오 구성을 설명하고, 웹 환경이라는 

새로운 기술요소의 추가에 따라 e-포트폴리오가 가지는 특징을 설명한

다. 그는 e-포트폴리오는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수집

(collecting), 선별(selecting), 성찰(reflecting), 예측(projecting), 보상

(celebrating)의 기능 외에도 보관(archiving), 연결·사고(linking/thinking),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협력(collaborating), 출판(publishing)의 기능이 더

해져 있다고 정리하였다. 

  Retta et al.(2007)은  광범위한 e-포트폴리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

석하고 e-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여러 기능적 특징을 17가지로 정리하

였다. 그 특징으로는 조언(Advisement), 결과물(artifact), 평가

(assessment), 대화(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과정 관리(course 

management), 평가/관찰(evaluation/observation), 호스팅과 지원(hosting 

and support), 의도된 사용자와 사용자 유형(intended user and user 

type), 학습결과물(learning outcomes), 성찰(reflection), 보고(reporting), 

루브릭(rubric), 정보의 교류(sharing of information), 조사(survey), 견본

(template) 그리고 기술적 요구(technological requirement)가 있었다. 

  이 중, 기술적 요구(technological requirement)는 주요한 e-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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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 중 하나이다. Jafari(2004)는 성공적인 e-포트폴리오 시스템의 기

술적 특징으로 사용 편이성,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적 계획, 성장과 유지, 

강력한 통합기술 설계, 사용자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성, 지속적으로 새

로운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 X-팩터를 보고한다. X-팩터는 종합

적인 시스템의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butler(2006)는 작업물에 대한 성찰의 연결, 기술적 기준, 

허용된 파일 형식, 시스템 보안성, 확장성, 코딩된 언어, 접근성, 지원, 

사생활, 휴대성, 기록 가능성, 상호운용성, 조직화와 자료 분석을 기술적 

특징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4) 평생학습에서 e-포트폴리오의 이점

  e-포트폴리오는 앞서 살펴본 개념과 특징에 기반하여 학습에서 다양

한 이점을 지닌다. 특히 평생학습에서 e-포트폴리오의 이점은 다수의 연

구들(Baris et al., 2011; Cohn et al., 2004; Banks et al., 2004; Brouns et 

al., 2013; Rezugi et al., 2017 등)에서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e-포트폴리오가 학습에서 가지는 이점은 학습자가 멀티미

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유목화하고, 학습 과

정 및 학습 성과에 대해 개성 있게 표현하며, 다른 학습자 및 교수자와

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다(우영희 외, 2014)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성찰(reflection)을 기록, 재구

조, 관리하기 편리한 체계(강인애, 유승현, 강연경, 2011)라고 말할 수 있

다. 

  Heinrich et al.(2007)은 e-포트폴리오의 학습에서의 이점을 다섯 가지

로 이야기한다. 첫째, e-포트폴리오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둘째, 학습자의 개인적 

학습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한다. 셋째, e-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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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과정이 체계를 갖게 됨에 따라 학습자는 반성적 

또는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작문 실력이나 학습 성과, 

동기, 메타인지, 자기조절 능력 등에 도움이 된다. 내재적 학습 동기유발 

측면에서 e-포트폴리오가 지니는 이점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활동

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Barret, 2005).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 성장에 유익한 요소

들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목표한 바 학습결과를 더욱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 

  특히, 평생학습에서 e-포트폴리오는 개인의 학습 성장 과정에 대한 기

록을 학습 기간이 끝난 이후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권선화(2014)는 특히 e-포트폴리오가 생애 단

계별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행 경험

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추를 통해 향후 계속 학습을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점을 강

조한다. 

  평생학습(Lifelong-learning)이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각 종류의 지식, 기술, 질적 요소를 습득하고 개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Akkoyunlu, 2008). 최근에는 평생학습의 개념이 일반적이지만, 

1972년 유네스코 국제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평생학습의 개념은 영국 

노동자들의 전문교육을 목표로 교육 발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처음 사

용되었다. 

  평생학습의 특징을 Berlanga et al.(2008)은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

째로, 평생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학습 과정에 대

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둘째로, 평생학습에서 학습자는 공식적·비공

식적 학습 모두에 참여한다. 셋째로, 평생학습에서 기술 습득은 각자 다

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평생학습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삶의 수직적(life-long)-수평적(life-wide) 차원에서의 학습, 형식학습-비형

식학습-무형식학습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강대중, 2009; 권선화, 2014). 

평생학습에서 수직적 차원의 학습은 교육의 시기가 유아교육부터 노인교



- 66 -

육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평적 차원의 학습은 교육의 장소가 

학교, 가정, 사회 등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Koper & Specht(2006)은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학습형식의 등장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발

생한 교육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학습형식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적 학습 도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냈다. e-포

트폴리오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평생학습의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M. Baris & N. Tosun, 2011).

  “e-portfolio for everyone 2010”이라는 선전 문구가 2003년 리스본

에서 열린 IADI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유럽국가들이 

‘경제, 고용,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었다. e-포트폴리오는 이 시기에 평생학습의 개

념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e-포트폴리

오 컨소시엄은 2001년 설립된 e-러닝 유럽연구소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이후 많은 프로젝트들이 웨일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되었

다(M. Baris & N. Tosun, 2011). 특히, e-포트폴리오를 통해 대학교육과 

직업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평생학습의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

는 시도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e-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기회를 찾게 한다는 점. 같

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여 조언을 듣고, 새로운 주제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점. 다양한 학습 네트워크, 가상학습의 통합, 소셜 커뮤

니케이션등을 제공한다는 점. 평생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개인의 포트폴리

오 양식을 제공한다는 점.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점. e-포트폴리오가 보이는 학습에서의 여러 

이점들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을 학교 안팎의 수평적 차원으로 확장 

시키며, 학습 시기를 전 생애에 걸친 수직적 차원으로도 확장 시킨다는 

점에서 e-포트폴리오는 평생학습에 강력한 이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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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행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국내에서 활용되는 선행 e-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주로 대학교육 기관

에서 개발·활용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 분야의 경우 종합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인 NEIS가 대표적인 e-포트폴리오로서 실제 활용되고 있고, 학생

의 진로교육 관련 도구로서 커리어 넷(www.career.go.kr)은 평생학습 설

계를 지원하는 e-포트폴리오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교육 기

관에서는 대학생의 학습역량 측면과 경력개발 측면 주목하여 e-포트폴

리오 시스템이 개발·활용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의 ‘THE 포트폴

리오’가 대표적이다.

  국외 사례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개발·활용되는 

‘웨일즈’,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선진화된 형태인 ‘미네소타 e-

포트폴리오’,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오픈형 소스 기반 ‘마하라

(Mahara)’가 대표적이다.  

  1) 국내 :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국내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e-포트폴리오가 생성, 갱신, 가공, 보

관되고 있다(손진곤, 2011). NEIS는 전국 1만여 학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종합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NEIS는 학교 

교육관계자들(교사, 교육행정 실무사 등)에 의하여 관리되는데, 학년 초

에는 주로 행정적인 정보로 위주로 e-포트폴리오가 생성되고, 학년 중에

는 출결 관리, 학생 생활기록부 및 건강 기록부 등과 관련된 정보가 생

성·저장·관리된다. 학년 말에는 생활기록부 마감, 졸업 및 진급 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구성된다(NEIS, 2011; 손진곤, 2011). 학생 및 학부모는 

NEIS 시스템에 가입하여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생·학부모 서비스제공 내역은 <그림 13>과 

같다.

http://www.care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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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EIS에서 제공하는 학생·학부모 서비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육 기간 학습에 관한 이력 및 건강

정보 등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된 기록들은 

교사가 그 기록의 주체가 된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의 학습 발달상황

과 관련된 자료들을 기록하여 주고, 담임교사는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 

진로활동 내역,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 준

다. 학생은 NEIS에서 제공하는 성적분석 기능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진

단할 수도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자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자

기 주도적 기록 기능을 제공했던 ‘에듀팟’은 NEIS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기주도적 기록·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향유 학습을 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2017년도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NEIS는 학생 건강에 관한 기능에서는 학생이 직접 e-포트폴리오를 기

록 관리할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건강에 관한 정보들은 

PAPS(학생 건강 체력검사)와 연계되어 있다. ‘나의 건강’영역이 제공

하는 서비스 중 ‘건강 체크’ 서비스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적 건강

과 신체적 건강을 우울증,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운동 방해 요인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체력수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설문 기능도 NEIS는 제공하고 있다. ‘건강정보’서비스는 

학생이 자신의 PAPS 결과를 분석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안내되는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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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e-포트폴리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학습과 관련하여 체육수업이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과 연계된 교육 자료를 ‘학습 도움 자료’ 탭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하

지만, NEIS에서 제공하는 건강 체력 관련 e-포트폴리오의 기능은 학생에

게 건강 체력과 관련된 자신의 이력을 관리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e-포

트폴리오에 담긴 정보들을 학생의 건강 체력 학습과 관련된 주변인들에

게 선보이고, 공유하고, 지원받는 등의 의사소통적 기능이나 협력적 기

능 등 학습에서 e-포트폴리오가 가지는 핵심특징들이 포함되지 않은 제

한적 형태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림 14>. NEIS 나의 건강 서비스가 제공하는 건강체력 e-포트폴리오

 

  2) 국내 : 커리어 넷(www.career.go.kr)

  국내 진로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선행 e-포트폴리오 시스템으로는 커

리어 넷(http://www.career.go.kr)이 있다. 커리어넷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생애 설계를 위하여 개발한 시스템으로 마이커리어라

는 메뉴를 통하여 학습설계를 지원하는 e-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선화, 2014).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적성검사를 커리어넷을 통해 실시하

고, 검사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커리

http://www.career.go.kr
http://www.care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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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넷은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진로 관련 e-포트폴리오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초·중등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능은 <그림 15>와 같다.

  커리어 넷에서 제공하는 e-포트폴리오 기능의 기본 메뉴는 생애 설계, 

진로탐색, 진로활동과 성취로 구성된다. 생애설계에서 학생은 내가 꿈꾸

는 미래와 본받고 싶은 사람, 경력개발 계획을 기록한다. 진로탐색 메뉴

에서는 자신이 관심있는 전공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기록한

다. 진로활동과 성취 메뉴에서 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진로활동의 내용과 

성찰을 기록하고, 내가 만든 활동 결과물들을 저장하고 느낀점을 적는

다. 저장된 정보는 ‘나의 진로 활동’이라는 종합 페이지에 게시된다. 

학생의 진로 e-포트폴리오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 탐색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5>. 커리어 넷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진로 e-포트폴리오 기능

  커리어 넷은 진로 관련 e-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과 방법

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는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해준다. 초등학생처럼 성찰 활동에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해

야 하는 것인지 잘모르는 학습자에게는 자유 기술의 방법보다 구체적인 

양식이나 틀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김희필 외, 2008)고 알려져 있

다. 권선화(2014)는 그러나 커리어 넷이 제공하는 e-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제공되는 기능 이외의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불가능하고, e-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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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거나 내보내기 등의 기능이 없어 e-포트폴리오의 협력적 특징

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한다.

  3) 국내 : 이화여자대학교 ‘THE 포트폴리오’

  대학교육에서 e-포트폴리오는 이력 관리 도구, 학위 취득의 조건, 학

습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 학생의 자기성찰 강화 등의 목적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최은희, 최명숙, 2014). 대학교육에서 e-포트폴리오의 도입

은 재학기간 동안의 교육에 있어서 학습 동기부여 및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지도 측면에서 효과를 보였다(Young, 2002; 

최애경, 2004). 곽원규(2012)는 대학교육에서 활용되는 선행 e-포트폴리

오 시스템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이화여자대학교의 ‘THE 포트폴리

오’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습 이력 관리와 경력관리를 통합한 시스

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 역량관리, 미래설계, 경력관

리 등을 목적으로 ‘THE 포트폴리오’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화여

자대학교는 ‘이화인’이 지녀야 할 핵심역량과 사회진출역량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주제로 하여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개발·구성하였다. 

핵심역량은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문화예술역량, 공존공감역량, 

세계시민 역량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진출역량은 비즈니스 

이해에서부터 IT 활용능력에 이르는 21가지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공식 계정을 이용하여 ‘THE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 로그인 후 처음 학생에

게 노출되는 화면은 대시보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THE 포트폴

리오’에 기록되는 자료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요약하여 학습자가 한눈

에 자신의 학습 이력과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THE 포트폴

리오’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로는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THE 학

습’, 이화여자대학교의 5대 핵심역량을 관리하는‘역량관리’, 진로 설

계와 관련된 역량을 관리하는‘미래설계’, 직업 취득을 목적으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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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자기관리 기능을 제공하는‘My 포트폴리오’가 있다. 

  주목할만한 THE 포트폴리오의 이점은 모든 기능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서 제안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학생이 

대학교육 기간 동안에 경험하는 교과·비교과 학습이 핵심역량을 중심으

로 편성·운영되기 때문에, e-포트폴리오기 학생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

른 5대 핵심역량을 시각화하여 그래프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해줄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진도는 트랙의 형태로 추적 관리되는데, 학습의 트

랙을 모두 달성하는 경우 학생은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기소개서로 연동

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 학생이 교과·비교과 학습을 통해 성취한 핵

심역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학생이 진로를 설계할 때 미래설계를 위

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학생이 달성한 성과 

위주로 e-포트폴리오가 구성되다 보니, 학습자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하

거나, 타인과 협력하는 기능 등은 부족하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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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화여자대학교 ‘THE 포트폴리오’(www.THE.ehw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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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 커리어 웨일즈(www.careerwales.com)

  영국에서 e-포트폴리오는 발달기록부에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커리어 웨일즈(career wales)’는 유아에서부터 전문직업인에 이르

기까지 각자 생애 단계에 맞는 e-포트폴리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영

국의 발달기록부는 개인발달 계획의 관점에서 개인의 교육 계획과 경력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지원 과정을 나타낸다(권선화, 

2014). 발달기록부의 가치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성인교육으로 확장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평생학습에 학습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e-포

트폴리오는 발달기록부의 평생교육 가치 실현을 돕는다.

  ‘커리어 웨일즈’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도록 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코스 및 교육을 안내하고, 취업을 지원하고, 인턴제도를 소

개하고, 채용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능력을 키워주고, 고용주와 연

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세 이상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술과 관심사를 파악하여 5년 동안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커리어 웨일즈’는 18세 이상의 학습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습

자들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주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업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전문경력 개발을 위해 대학진학 

지도를 돕기도 한다. 

  ‘커리어 웨일즈’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력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

는‘CV Builder’라는 e-포트폴리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e-포트폴리

오에는 학습자가 자가진단의 형태로 수행하는 직업 매칭 퀴즈, 버즈 퀴

즈,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분석된 학습자의 강점과 그에 적합한 직업의 

내용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CV Builder e-포트폴리오에는 학습자의 개

인정보, 커리어 웨일즈의 분석기능을 통해 확인된 개인의 기술들, 직업

경력, 교육경력과 그 외 부가적인 정보들이 기록된다. 학습자는 e-포트

폴리오의 기록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0년도 1월에 Beta 버전이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 주목할만한 것은 ‘Support Finder’라는 기능으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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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리어웨일스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지원을 줄 수 있는 

관련인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다. 또, CareerWales는 학습자가 자신의 

e-포트폴리오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연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도 있다. 이는 학습자의 경력과 관련된 주변인들을 e-포트폴

리오 작성 과정에 초대하여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e-포트폴리오의 협력적인 장점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CareerWales에서 제공하는 e-portfolio 기능 개요도(www.Careerwales.com)

5) 미국 : 미네소타 대학 eFolioNM의 ‘myeFolio’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대학이 대학차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다가 

2003년 이후로는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e-포트폴리오 소프트웨어의 지속

적 발전과 사용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권선화, 2014). 현재는 100개 이

상의 대학에서 20만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myeFolio’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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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업데이트되었다. ‘myeFolio’는  K-12 학생, 고등교육 학생, 직

업 구인자를 대상으로 e-포트폴리오 기능 및 평가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myeFolio’의 핵심가치는 사용자의 소유권이다. ‘myeFolio’를 통

해 사용자는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소유할 수 있

고, 교사 및 교육기관은 교육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에서 e-포트폴

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 ‘myeFolio’는 학생의 학업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생생한 쇼케이스를 제공하는데, 1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평생동안 완료한 작업을 누적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K-12 학생을 대상으로 ‘myeFolio’가 가지는 이점은 학생이 소유하

게 함으로써 책무성을 증가시킨다는 점, 평생 학습자로 이끈다는 점, 학

습 과정의 의미 있는 맥락을 기술한다는 점, 시간에 따른 학습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 성찰과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촉진한다는 점, 교사 및 

방문자들을 피드백의 과정에 초대한다는 점, 학습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를 지원한다는 점, 학부모 검토 및 피드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myeFolio’는 편리한 과정을 통해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

듈’을 제공한다. ‘myeFolio’에서 사용자는 평가 루브릭 설문지를 통

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고,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포트폴리오 사용자에게 

반환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myeFolio 평가모듈’의 주요한 특

징은 평가자와 학습자의 평가과정에서의 상호협력 증진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평가를 위해 컨텐츠를 작성하면 디지털 사본이 생성되어 둘 이

상의 평가자에게 전달된다. 학습자의 평가 컨텐츠 원본은 평가자의 작업

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가 중에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물은 다시 디지털 사본의 형태로 학

습자에게 전달된다. 학습자의 평가 대시보드에는 진행 중인 평가와 완료

된 평가가 표시되고, 평가자의 평가 대시보드에는 학습자의 평가 진행률

이 표시되어 체계적인 평가 관리가 가능하다. 

  학습자 혹은 기관은‘myeFolio’에 가입하여 계정을 할당받고, 할당받

은 계정을 통해 웹사이트 게시판 형식으로 e-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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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본 섹션으로 개인정보, 교육정보, 학과공부, 사진 갤러리, 웹 링

크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시

하고 싶은 포트폴리오 주제에 맞게 테마를 변경할 수도 있다. 사용자 중

심의 콘텐츠 구성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이력을 보

여줄 수 있는 다양한 표현양식을 활용하여 e-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자율성의 이점에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100MB로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콘텐츠의 범위가 한

정된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18>. myeFolio의 핵심 기능과 활용예시(https://myefolio.com)

6) 뉴질랜드 : 마하라(Mahara)

  마하라(Mahara)는 오픈 소스 기반의 e-포트폴리오 시스템으로 뉴질랜

드 고등교육 위원회 eCDF(e-learning Collaborative Development Fund) 

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2019년도 10월에 배포된 19.10 버

전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마하라(Mahara)는 타 시스템과 연계가 유연하

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 전 세계 수많은 학교와 기관,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다(권선화, 2014). 마하라(Mahara)는 재학생, 교사, 전문가, 관리자, 고

용주, 평가자 등의 주체들에게 학습자 중심의 개인 교육환경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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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하라(Mahara)가 e-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지원하는 주요 애플리

케이션은 <그림 19>와 같다. 

  먼저,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기능’이다.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e-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협력 기능’이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토론 포럼을 활용

하여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SmartEvidence’기능은 포

트폴리오를 특정 역량, 기술 또는 속성에 연결하는 역량 프레임워크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진행 상황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고, 평가자가 학습 진행을 위해 학습자에게 자세한 피드백을 

기록해 줄 수 있다. 또, 마하라(Mahara)는 오픈 소스 기반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의 개발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개선되고 있다. ‘맞춤형 

기능’은 다양한 사용 주체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고, 

‘모바일 기능’은 사용자가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접속하여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하라(Mahara)는 안드로이드폰과 IOS 폰 모

두에서 앱이 개발되어있어 손쉬운 활용이 가능하다. ‘완성 기능’은 마

하라(Mahara)가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아 사용자가 완성된 형태로 

e-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확장 기능’은 한 사이트에서 

수 천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마하라(Mahar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

원을 제공한다. 

 

<그림 19> 마하라(Mahara)에서 제공하는 e-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기능(https://mah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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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라(Mahara)가 다른 e-포트폴리오 시스템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

은 사용자가 자신의 어떤 기록물이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질지에 대해 선

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권선화, 2014). 사용자는 수집자료, 파

일, 저널, 노트, 계획, 이력서, 스킨, 테그 등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데 관리메뉴에서 제공하는 그룹 관리 기능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보여줄 지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함께 포트폴리오를 작업

할 동료를 초대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마하라(Mahara)를 활용하여 제작

한 e-포트폴리오의 예시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마하라(Mahara)를 활용한 e-포트폴리오 제작의 예(https://tektab.com)



- 80 -

라. 초·중등 교육 e-포트폴리오에 관한 선행연구

  초·중등학교 교육 맥락에서 e-포트폴리오의 주제로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는 크게 설계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와 활용 효과 탐색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 동향은 언어학습 측면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으며, 체육교육에 관한 e-포트폴리오 연구는 초등 체육교과에

서 e-포트폴리오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이남헌(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먼저 설계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로 김상수(2008)는 전국 초·중등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e-포트폴리오 운영실태와 최적화된 요인을 분

석하고, 학습과 평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완성한 최적화된 e-포트폴리오

를 구축하고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실태는 포트폴리오 운영의 대부

분이 학습기능의 부족을 초래하는 평가의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점과 시

간 소모 과정, 보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정식으로 단 

한 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정랑 외(2012)는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을 위한 커리어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

다.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검사결과와 진로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누적할 수 있고,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강점 지

능과 약점 지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교사 역시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각종 그래프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쉽게 파악하고 진로 지도를 할 

수 있었다.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탐색에 관한 연구는 설계 및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에 비해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연구가 

보다 활발하였다. 초등학교 교육 맥락에서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를 

탐색한 연구로 기수현(2014)은 초등학교 미술수업에서 자료수집형, 자기

성찰형, 상호작용형의 e-포트폴리오의 운영방식에 따른 학습자의 표현능

력과 감상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적인 형태의 자료수

집형보다 자기성찰형이나 상호작용형의 포트폴리오가 학습자의 표현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학습자의 감상능력에는 상호작용형의 

포트폴리오가 효과적이었다. 이태곤 외(2012)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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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포트폴리오의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학생은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자긍심 영역에서 의미 있

는 진로성숙도 향상을 보였다. 여환익(2012)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

로 블로그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e-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총 6주간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학교 홈페이지보다 블로그가 효과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블로그의 활용이 자료 활용과 학습 결과물의 작성, 그리고 게

시물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습에의 만

족도 측면과 추후 계속적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초등학생들의 언어능력과 관련된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탐색 연구도 

이루어졌다. 정희록(2016)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SNS기반 e-포트

폴리오 운영방식이 말하기 능력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였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자는 반 전체를 상호작용형, 자료축적

형, 자기 성찰형의 e-포트폴리오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과 흥미, 불안, 의사소통 의지에서 세 

가지 유형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상호작용형은 정서

적 피드백의 제공, 피드백에 의한 역류 효과, SNS의 상호작용기능의 동

기 지속 효과 등을 주된 효과이자 장점이 있음을 보고한다. 박성일(2009)

은 초등학교 독서 지도에서 e-포트폴리오를 적용해보고 효과를 탐색하

였다. 연구 결과, 독서 흥미, 독서 태도, 프로그램의 개선점 측면에서 긍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켰고,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한 독후활동 결과물을 웹상에서 언제든지 재확인하

였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 이재영(2015)는 블로그 기반 e-포트폴리오 

평가가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초등

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블로그에 축적된 저작물을 통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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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멀티미디어, 다양한 단어,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과 전략의 사용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블로그 기반 e-포트폴리오 평가는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기 주도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로그 기반 e-포트폴리오 평가가 다양한 상호작용, 과

정 기반 쓰기 수업, 자기 주도적 학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중학교 교육 맥락에서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를 탐색한 연구로 조

미란(2015)은 전자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말하기 평가가 중학교 학생의 

중국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남자 중학교 1학년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고, 발음과 성조, 어휘와 어법, 유창성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 향상요인으로는 운모의 정확성, 언

어 표현력, 발화 속도, 발화시 적극성을 언급하였다. 오호진(2016)은 e-포

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읽기 동기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e-포트폴리오의 양식이 중학생의 

읽기 동기 및 읽기 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서 그리고 읽기 동기 및 읽기 태도 수준이 

‘중, 하’인 집단에서 보다 읽기 동기 및 읽기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후활동이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주목할 

점으로 제시한다. 

<표 15>. 국내 초중등 e-포트폴리오 관련 선행연구

순 저자 년도 제목 비고

1 김상수 2008
국내 초·중등학교를 위한 통합형 e-포트폴리오 설계 및 활용

에 관한 연구

설계 및

활용
2 김정랑 2012

초등학생 진로의식성숙을 위한 커리어 e-포트폴리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 이남헌 2010 초등 체육교과 e-포트폴리오 구축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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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수현 2014
e-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 표현능력 및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활용

효과

탐색

(초등)

5 이태곤 2012
e-커리어 포트폴리오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6 여환익 2012 블로그를 이용한 e-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의 효과 연구

7 정희록 2016
SNS기반 E-포트폴리오 운영방식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8 박성일 2009 초등학교 독서지도에서 e-포트폴리오의 적용과 효과

9 이재영 2015
블로그 기반 e-포트폴리오 평가가 초등학생의 쓰기능력과 태

도에 미치는 영향

10 조미란 2015
전자포트폴리오 말하기 평가를 통한 중학교 중국어 학습 효

과 연구
활용

효과

탐색

(중등)11 오호진 2016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읽기 동기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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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그 활용 사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 연계지점의 모습과 피지컬 리터

러시 기록 도구들, 개발된 e-포트폴리오 등을 분석하여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의 개발원리를 도출하고, 개발된 원리를 바탕으로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의 세부 구성요소를 G-suite 환경에서 개발한다. 본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 실천맥락을 살피고,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의 활용 모습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방식을 취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의 의미와 그것에 대한 이해, 특정한 사례에 대

한 특별한 관심, 발견과 이론화, 프로그램 평가 연구, 새로운 통찰력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진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체육

교육 연계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여,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의 강화를 위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이론을 발

견하여 개발한다는 점. 그리고, 그 활용 효과를 확인하여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의 묶음”인 

특정 이론들, 패러다임, 관점들을 통해 연구를 구체화 시킨다(Guba, 

1990,; Creswell, 2007; 조홍식 외, 2015). 패러다임이란 세계가 어떻게 질

서를 이루고 있는지, 무엇이 지식이지, 만약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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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의 방식이

다(Khun, 1970 ; 김영천, 2016). 연구의 패러다임은 연구를 수행할 때 연

구자가 사용하는 해석적 틀로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렌즈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과학 이론으로 볼 수 있다(Creswell, 2007 ; 조홍식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해석주의(interpretivism) 패러다임을 따른다. 해석주의 패

러다임이 추구하는 핵심개념은 ‘이해’이다. 이해는 연구자가 어떤 행위 

속의 의미, 즉 특정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김영천, 2016). 

Willis et al.(2007)에 따르면 해석주의에서 실재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구성

되며, 이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의 목적은 이해를 투영해 보는 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객관적, 주관적 연구방법을 모두 포함하는데, 수집된 자료

는 이해를 상호 맥락적인 것으로 보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가정

하지 않는다. 연구와 실천의 관계는 통합된 활동으로 이해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개발한다는 점. 그리고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의 활용이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한

다는 점에서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개발연구 방법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사례 연구 

중 하나인 Richey&klein(2005)의 ‘개발연구방법(Developmental Research)’

을 활용하였다. 개발연구방법이란 내적인 일관성과 효과성에 부합하는 교

육 프로그램이나 산출물을 설계 및 개발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연구방

법론으로, 연구결과의 일반성 및 특수성의 정도에 따라 Type 1과 Type 

2로 분류한다(문경남, 2017). Type 1 개발연구는 주어진 교육 제품, 프로

그램, 프로세스 또는 도구에 초점을 맞춘다. Type 1은 일반적인 개발 원

칙이나 상황별 권장 사항의 식별에 관심을 둔다. 일반적으로 Type 1 개

발연구는 도구의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평가를 포함하는데, 특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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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발 기법·도구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Type 2 

개발연구는 주어진 설계, 개발 또는 평가 모델이나 프로세스에 초점을 

둔다. Type 2는 고유한 설계 모델과 프로세스의 구성과 검증 그리고 성

공적인 사용하는 조건을 식별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Type 2 

개발연구는 모델 설계 단계, 모델 실행 단계, 모델 타당화 단계의 3단계

로 구성되는데, 효과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연구 방법

론 중 하나인 Jones&Richey(2000)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16>. 개발연구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연구방법(Richey&Klein, 2005를 재구성)

  프로토타입(Prototype)이란 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실행 가능한 모델이

나 단순히 제품의 예상 외관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Jones&Richey, 

2000).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rapid prototyping methodology)은 

전통적인 개발 방법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개발과 수정 및 보완을 강조

하면서 설계 활동과 개발 활동이 비 직선적이면서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개발

연구

유형

기능·단계 연구 참여자 사용되는 연구방법

Type

1

도구 디자인

및 개발

디자이너, 개발자,

의뢰인

사례 연구, 델파이 인터뷰, 현장 관찰,

문서 분석

도구 평가
평가자, 의뢰인, 학

습자, 교수자, 기관

평가, 사례 연구, 설문, 델파이 인터뷰,

문서 분석

도구의 타당

도 확인

디자이너, 개발자,

평가자, 사용자

평가, 실험, 전문가 리뷰, 델파이 인터뷰,

설문

Type

2

모델 개발
디지이너, 개발자, 평

가자, 연구자&이론가

문헌 분석, 사례 연구, 설문, 델파이 인

터뷰, 스토리 보드

모델 사용
디자이너, 개발자,

평가자, 의뢰인

설문, 델파이 인터뷰, 사례 연구, 현장

관찰, 현지 문서 분석

모델 타당화

디자이너, 개발자,

평가자, 의뢰인, 학

습자, 교수자, 기관

실험, 델파이 인터뷰, 전문가 리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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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일 외, 2005).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에서 사용자는 개발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Tripp & Bichelmeyer, 1990; Naumann 외,  1982; 

임철일 외, 2005). 사용자와 개발자가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개

발자와 사용자 상호 학습하면서 개발물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 

래피트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의 특징이다. 

  사용자는 설계 과정의 정보원과 촉진자로서, 개발자는 책무성 강조, 

전문적 프로젝트 관리, 실제 가능성 타진, 구조화되고 창의적인 논의의 

촉진 그리고 평가 등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임철일 외, 2005). 래피

드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자와 개

발자는 상호 통제(co-control)와 상호 책무성(co-responsibility)에 대해 이

해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야 한다(Dorsey, Goodrum, & Schwen, 1997).

  Jones&Richey(2000)는 그동안의 프로토타입 개발연구들의 절차를 분석

하여 새롭게 고안된 형태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연구 절차를 제안하

였다. 연구 절차는 개발하는 도구에 대한 원리 혹은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설계와 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물이 될 프로토

타입의 형태도 함께 제작된다. 세부적으로 Jones&Richey(2000)이 고안한 

연구 절차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Jones&Richey(2000)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임철일 외, 200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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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프레임워크

  e-포트폴리오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Jones & 

Richey(2000)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에 따라 구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활용 효과탐색을 위해 선행연구 중 강동희 외(2013)

의 e-티칭 포트폴리오와 조용개(2016)의 e-러닝포트폴리오의 개발 프레임

워크를 토대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강동희 외(2013)는 웹 콘텐츠 개발 모형을 기반으로 한 래피드 프로토타

입 개발 방법론에 따라 e-티칭포트폴리오 시스템을 4단계(분석, 설계, 개

발, 평가)를 통해 개발하여 최종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국내외 e-포트폴리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설계단

계에서는 분석 단계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목표 및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요소 등을 도출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단계에서는 설계의 

스토리 보드를 기초로하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 평가 단계

를 통해 수정·보완 되며 개발이 진행된다. 평가는 초기 사용성 평가, 소

집단 평가, 현장 평가로 이루어 지며 최종적인 결과물이 될 프로토타입의 

수정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과정에 피드백하여 제공한다. 

<그림 22>. e-티칭 포트폴리오 설계 모형(강동희 외, 2013,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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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개(2016)는 e-러닝포트폴리오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발-활용-평가 

모형을 <그림23>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는 1단계 분석 단계에서 선행연

구들과 국내외 e-포트폴리오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구성요소를 탐색하

였다. 1단계 수준에서 탐색한 구성요소를 2단계에서 전문가 집단 인터뷰

와 학생 설문 조사를 통해 최종 구성요소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

리보드를 작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교과 및 비교

과 활동을 연동하고 상담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였다. 4단계에서는 내부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파일럿 테스트와, 학생 소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거쳐 현 프로토타입의 수정 방향을 확인하

고 5단계에서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6단계에 최종적인 e-학생 포트폴

리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7단계에서 e-학생 포트폴리오를 적용하

여 활용모습을 확인하고, 8단계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만족도. 유용성, 접

근성, 편의성, 적합성을 평가받아 개발한 e-학생 포트폴리오의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그림 23>. e-러닝 포트폴리오 시스템의 개발-활용-평가 모형(조용개, 2016,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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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해 

개발한 G-suite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그림 

24>와 같다. 분석 단계에서는 초중등 체육 연계모습 분석을 통해서는 개

발 방향을, 선행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 피지컬 리터러시의 기록 도

구를 분석을 통해서는 개발원리를 도출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도출된 개

발 방향과 원리를 바탕으로 G-suite 애플리케이션, 선행 e-포트폴리오,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를 분석하여 구성요소를 설계한다. 이를 토대

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형성평가단계에서는 초기 사용성 평가와 소

집단 평가를 통해서는 설계된 개발원리와 구성요소를 수정·보완한다. 

개발단계에서는 베타 프로토타입 형태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최종 

개발하고, 활용단계에서 초·중등학교 체육수업 실천맥락에서 활용하고 

그 활용 모습을 탐색한다. 효과탐색단계에서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를 확인한다. 

<그림 24>.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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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활용 및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이

루어졌다.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4개월에 걸쳐 진

행되었고, <그림 25>와 같이 계획단계, 실행단계, 결과단계를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5>. 본 연구의 절차 및 단계

   계획단계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초·중등 체육수업의 연계,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2020년 3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고, 연구계획을 수정 보완하

여 2020년 5월 최종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2020년 6월부터는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개

발 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심

층면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개발원리 및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서

는 선행 e-포트폴리오 연구,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e-포트폴리오 

구성요소, G-suite 애플리케이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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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2020년 8월 연구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초기 사용성 평가와 초등 1학급과 중등 1

학급을 대상으로 소집단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요인을 파악하였다. 최종

적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2020년 8월 중순 제작되었고, 2020년 8월

부터 중순부터 2020년 9월 중순까지 약 2달간 초·중등학교 체육학습 맥

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운영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2020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2. 연구 환경

  가. 연구 참여자로서의 연구자 

  연구자의 체육교육에 관한 관심은 2008년도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가 교육대학교 과정 동안 경험한 기초 교육으로

서 초등체육교육은 흔히 놀이나 게임 등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어 이해되

어 보였기에 스포츠를 사랑하고 전문적으로 즐기고 싶어 하던 연구자에

게 이는 못마땅한 것이었다. 스포츠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것

도 이 때문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가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교육대학교를 자퇴

하고 중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로 다시 진학하

였다. 중학교 체육교사가 가르치는 기술이나 지식이 보다 전문적이기에 

체육교과의 가치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중등 체육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였고, 현재 

5년 차의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5년 동안 우연하게도 연구자는 1학년 아

이들을 가르쳐왔다. 매년 새로운 중학교 체육을 접하는 아이들에게 초등

학교에서 배워왔던 체육과는 다른 정말 제대로의 체육인 중학교에서 배

우는 체육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왔다. 놀이

와 게임 위주로 체육수업을 들어온 아이들이 스포츠의 맛을 제대로 느끼



- 93 -

고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중등 체육교사로서 나의 사명과도 같

은 것이었다. 연구자의 이러한 교육관에는 초등학교 시기의 체육학습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원 

석사과정의 공부를 통해 체육에 대한 학습이 전 생애의 측면에서 이해되

어야 함을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초 교육으로서의 초등 체육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체육에 대한 학습의 관점을 전 생애로 확장하여 이해하게 되어 초등 

체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서 바라본 연구자의 현장 체육수업은 연구자

에게 여러 모순점을 발견하게 하고, 여러 의문을 던져주었다. 그동안 연

구자는 초등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운동소양을 길러왔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아이들에게 체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지도하여 왔다. 심지어 티볼을 지도할 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했던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할 때도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무시하고 이

제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며 아이들을 밀어붙이기도 했었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동안에 잘못 가졌던 초등체육교육에 대한 이해가 강력한 편견

이 되어, 연구자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연구자의 체육교육을 현재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의 학

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시스템에

서 연구자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체육 학습발달상황에 대해 접근하기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시기의 건강체력 발달을 확인하

기 위한 PAPS(학생 건강체력 검사) 데이터나 체육교과 학습 발달상황은 

행정적으로는 중학교 기관으로 이관되기는 하나, 실제 중등 체육교사가 

이 정보에 접근할 방법은 개인정보 및 보완 관련 이슈로 인하여 매우 제

한적이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에서의 체육교과 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에는 학부모 혹은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재 발급받아 중등체육 교사에

게 보여주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식이다. 초등학교 학습과 단절된 상태로 

아이들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우고 체육을 가르쳐 온 것에 문제의식을 느

낀 연구자였으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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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구자는 초·중등 교사가 서로의 체육수업을 보다 연계된 맥

락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어떤 

주제로 초·중등 체육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어떤 도구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과정에서 중학교 체육교사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

령기의 학습을 살필 수 있을지. 어떤 맥락이 이러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연구자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 연구 배경 학교

  연구자의 학교인 장가중학교(가명)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다. 장가중학교로 진학이 가능한 학군은 동대문구 2학군 지역으로, 주

로 주변 4개 초등학교(안가초, 군가초, 장가초, 동가초)에서 진학하여 온

다. 매년 1학년으로 들어오는 신입생은 250명 내외로, 2020년도 기준으

로 각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는 연구자의 학교 장가중학교와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안가초가 148명으로, 이중 138명의 학생이 연구

자의 학교로 진학한다.

  장가중학교는 1학년이 총 9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학급당 평균 

26명의 학생이 구성된다. 1학년 수업은 총 2명의 교사가 학급을 3학급과 

6학급으로 나누어 지도하고, 총 3 시수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스포츠클

럽 수업은 3 시수와는 별도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

지는데, 1 시수로 편성되어 있다. 체육수업 공간으로는 운동장, 체육관, 

지하 체육관, 체육교과 교실의 네 곳이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1학년 학

생들의 수업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체육교사 2명이 협력

하여 1학년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가초등학교는 6학년이 총 7학급으로 학급당 평균 25명 정도로 구성

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강당과 운동장으로, 운동

장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가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에 동대문 구민체

육센터가 위치해 있다. 안가초등학교는 수영 등의 수업을 동대문 구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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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안가초등학교 학생들은 동대문 구민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과 후 스포츠활동(농구, 배드민턴, 스피

닝, 음악줄넘기, 유도, 요가, SNPE 등)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의 경험에 따르면, 1학년 신입생들 중 안가초를 졸업한 아이들

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다. 장가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

교 스포츠클럽 활동(남자축구, 여자축구, 여자넷볼, 배드민턴, 프리테니

스, 남자농구 등)에 참가하는 학생의 60%이상이 안가초등학교 출신이었

다. 이는 안가초 학교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동대문 구민체육센터에서 제

공하는 방과 후 스포츠활동과의 연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연구의 특수맥락

  연구는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COVID-19으로 인한 대면(tact)에서 비대면(Untact)의 학교 교육환경 변화

는 본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는 본 연구에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라는 웹 기반의 기록 도구의 활용에 이점을 제공하였다. 비대면

(Untact) 원격수업 위주의 수업 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테크놀러지 활용

능력에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다주었으며, 학교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

다. 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Wifi, 스마트기

기, 원격수업 운영부스 등)가 학교 교육환경에 빠르게 구축되었기 때문

에 연구 운영에 이점을 제공했다.

  다만, 비대면(Untact) 상황은 기존과 다른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의사

소통 모습을 강제했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해 나타난 학생-교사의 소

통과정에서의 장애 요인들은 연구 실행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직접적인 지원 제공이 어려

웠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효

과 탐색을 어렵게 했다. 또한, 학생과의 심층 면담이 감염병 예방을 이

유로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면 심층 면담을 통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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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수 있었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담기 어려웠다는 점. 기존의 대면 수

업 환경의 체육수업 실천맥락에서 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활용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활용 양상과 활용 효과에 대한 탐색을 어려웠다는 

점이 존재했다.

 

  라. 연구 참여자

1) 초·중등 교사 

  연구 참여자로 초·중등 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유목적적

(purposeful sampling)으로 표집되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설문을 통해 조건을 만족하는 교사에게 개별연락하여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로서 초·중등 교사의 선정 기준은 첫째, 현재 초등학교 6학

년을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중

학교 체육교사이다.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운동소양 여정을 기록할 수 있고, 초·중등 전

환지점의 맥락에 놓여있는 참가자로서 초·중등 연계맥락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과 평가가 가능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체육교과에 대한 기본적 이해(체육교육의 

목표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사로 체육 전담교사거나, 교육대학

교 체육분과 출신 교사, 체육 관련 연수나 교사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체육 교사역량을 개발시켜 나가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중학교 체육교사

는 체육교육 전공자로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셋째, Google 앱의 교육현장 활용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 선정하였다. 

교사 중 Google 기본 앱(Google Sheet, Slide, Docs, Form)에서부터 

Google Classroom, Blogger, Google Cloud에 이르는 Google이 제공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현장에서 활용해본 경

험이 풍부한 교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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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해본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선정하였다. 포트폴리오 활용 경험이 풍부한 교사는 e-포

트폴리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활용을 통한 효과

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살아있는 언어로 연구자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

교 체육교사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연구참여자(초·중등 교사) 정보

2) 초·중등 학생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경험과 초·중등 연계 체

육에의 효과를 살아있는 언어로 설명해 줄 연구 참여자로서 초등학교 6

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 교사에게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활동 흥

미, 포트폴리오 활용 경험, 테크놀러지 친화성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부

탁하였고,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경험이 풍부한 학생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명,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으

순번 구분 이름
지도 학년

(6학년, 1학년)

체육교과

이해도

Google 앱

교육현장

활용 경험

포트폴리오평가

활용 경험

1 초등 신찬솔 초등 6학년
상(6학년

체육전담교사)
4년 상

2 초등 장빛솔 초등 6학년
중(초등체육

업무 담당)
2년 중

3 초등 이은솔 초등 6학년 중 1년 상

4 중등 장잔디
중등 1학년

(정규)
상 2년 상

5 중등 이희망
중등 1학년

(스포츠클럽)
상 1년 상

6 중등 이잔별
중등 1학년

(스포츠클럽)
상 1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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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 진행 초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연구 참여

자 인원수를 10명으로 균형 있게 선정하였으나, COVID-19의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참여 초등학교 중 한 학교에서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 참여자는 <표 18>과 같다. 

<표 18>. 연구참여자(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 정보

3. 자료 수집

  가. 문헌 분석

  문헌 분석은 선행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과정이었다. 선행 e-포트폴리오 연구 중 개발 및 설계

순

번
구분 이름 성별

1 차 선 정 기 준
최종선정

기 준

체육활동

흥 미

포트폴리오

활용 경험

테크놀러지

친 화 성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경험
1 초등 6학년 김큰길 남 상 상 상 상

2 초등 6학년 성영글 남 중 중 중 중

3 초등 6학년 심샛별 여 중 상 중 중

4 초등 6학년 이아미 남 상 중 상 상

5 초등 6학년 정슬찬 여 중 중 중 상

6 중등 1학년 김보예 여 상 상 상 상

7 중등 1학년 이마루 여 상 상 중 상

8 중등 1학년 문다은 여 상 상 상 상

9 중등 1학년 황한별 여 중 상 중 상

10 중등 1학년 김파란 여 중 중 중 중

11 중등 1학년 이이든 남 상 상 상 중

12 중등 1학년 장진샘 여 상 상 상 상

13 중등 1학년 전영글 여 중 중 중 중

14 중등 1학년 선으뜸 남 중 중 상 중

15 중등 1학년 신사랑 여 중 중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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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중 개발원리와 구성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선정하

였다. 연구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e-포트폴리오 개

발’, ‘e-포트폴리오 설계’, ‘e-포트폴리오 시스템’, ‘e-포트폴리오 

프레임워크’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제목과 초록 수준에서 1차 선별 

후, 전체 문헌을 읽어 최종적으로 분석할 선행 e-포트폴리오 개발원리 

및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나.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의 목적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보다 질문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

하고자 함에 있다(김영천, 2010). 연구자는 초·중등 교사와 학생과의 심

층면담을 통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방향을 확인하고자 1차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2차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한 집단 인터뷰(FGI)와 소집단 평가를 위해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3차 심층 면담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과 효과를 탐색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2020년 COVID-19로 인해 대면 심층 면담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의무가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는 방역수

칙을 준수하고자 대면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교사들이 승인한 경우에만 

진행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

행하였다. 학생이 화상회의를 통한 심층 면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화상 

회를 통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유선으로 면

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ing)은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ed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면담 질

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한 이후,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과정의 의

사소통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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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나 목소리에 보다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한 반 구조화된 면담의 주요 문항은 <표 19> 와 같다.

<표 19>.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교사)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에 관한 이야기>

§ 초등학교(중학교) 체육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초등학교(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아이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교육과 중학교 체육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은 각각 무엇일까요?

§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현재 초중등 체육수업의 연계 모습은 어떠한가요?

§ 현재의 초중등 체육수업 연계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초중등 체육수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 만일 선생님의 체육수업을 초중등 연계를 위한 맥락에서 계획하신다면 어떤 점들이 고려되

어 질까요?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학교급 전환의 과정에서 중학교 체육교사가 초등학교 기간

에서 학생의 체육학습에 대한 성취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학

생의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아이들이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위

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 아이들의 운동소양을 확인하시기 위한 정보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기록한다고 한다면, 어떠

한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 아이들 운동소양의 기록이 웹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록방식이 고려해야 할 요소

는 무엇이 될까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관한 이야기>

§ 선생님께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을 활용해오셨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기 활용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 선생님께서는 초기 활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의 제약조건은 무엇이었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의 경험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맥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 이야기>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경험이 다른 학교급(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초등을)에 대한

이해를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었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학생들의 운동소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어

떤 부분이 그러하였나요?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서 얻은 배움은 무엇일까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강화했다면 어떤 면이 그러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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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학생)

  다. 문서자료

  문서자료는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안에서의 학생들의 활동자

료들에 대한 수집, 초·중등 체육학습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서 

수집,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문서 수집, 해외의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여러분들의 초·중등 체육수업 이야기>

§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배워왔나요?

§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중학교 체육수업은 어떤 점들이 달랐나요?(혹은 다를 것 같나요?)

§ 여러분이 평생 체육을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초등에서는 어떤 것을 중등에서는 어떤 것을 배

워야 할 것 같나요?

§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여러분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의 체육수업 경험을 알고 싶어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에서 체육활동과 관련된 인상 깊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그 인상 깊은 경험들을 잘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 게임에서 캐릭터의 상태 창에 여러 능력치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동소양(상태)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체육 학습에 대한 경험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점들이 어려울 수 있

을까요?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 흥미있는 운동소양 기록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선생님이 고려하면 좋을까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경험 이야기>

§ 여러분은 수업에서 혹은 일상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해 왔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점을 뽑으라면 무엇이었나요? 또 가장 좋았

던 점을 뽑으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메뉴중에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운동소양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잘 표현해 줄 수 있었나요? 좋았다면 무엇이

부족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 이야기>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서 나의 어떤 점들이 변화하였을까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보여주는 여러분이 운동소양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기록하는 활동이 여러분의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중학교 체육수업

에 대한 이해를 어떤 점에서 변화시켰나요?

§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기록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점들을 더 이

해할 수 있었을까요?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기록하는 경험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분의 체육에 대한 학습을 어떤 점에서 도와줄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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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자료수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활동자료를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학생의 개인 Google Drive에 담긴 개

인 학습 활동 자료, 검사 및 진단 도구를 통해 수합 한 검사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검사 도구 제작을 위한 초·중등 체육학습 맥락에 대한 이

해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 초등학교의 교과서 2종을 분석하여 수집하였

다. 또 연구 참여환경인 초·중등학교의 연간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문서 및 학생들의 교수학습발달사항 기록 문구 예시를 수합 하여 초·중

등 체육교육의 맥락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수준의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수준

은,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와 구성요소를 도출

하기 위한 자료 분석이고, 두 번째 수준은 그 활용 모습과 효과를 탐색

하기 위한 자료 분석이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심층 면담 자료, 문서자

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기

준으로 해석하는지는 연구의 결과에 결정적이다(한유정, 2017). 따라서 

연구자는 어떻게 자료를 분류, 검토, 검증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김종석, 2013).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틀로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을 

활용하였다. 이 기술-분석-해석의 세 가지 과정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루어지는 상호보완적인 작업이다(Wolcott, 1994 ; 민형식, 2020).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도 보게(see) 하는 일, 분석은 독자가 알

게(know) 하는 일, 설계는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

(understand) 하는 일이다(Wolcott, 1994). 조용환(2012)은 기술의 측면에

서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을 “구조화(structuring)”, “계열화(sequencing)”,

“편집(editing)’의 세 가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수집된 자료들을 여

러 번 숙독하여 의미구조를 살피고, 연구 노트에 기록해가며 구조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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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하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언어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

록 생동감 있는 글을 쓰는 방법과 편집방법을 고민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Strauss(1987)가 제안한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단계

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해석은 자료를 포괄적, 거시적, 주관적 맥락에서 

통찰하는 작업(조용환, 2012)으로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 증진이라는 연

구의 맥락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기록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Lincoln & Guba(1985)의 신

뢰성 준거가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또

한 Lincoln & Guba(1985)의 신뢰성 준거 중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 활용되었다.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는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

론이 과연 맞다고 할 수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김영

천, 2006)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각종 자료를 보여주고 연구 참여자들의 해석을 확인함으로써 연

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은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

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1인 연구자가 행할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체육연계맥락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동료 연구자로, 연

구자가 속한 대학의 동일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1인, 박사과정생 1인, 

석사과정생 2인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초·중등 체육교육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으로 현직교사 또는 교직 경력자

이다. 동료 연구자를 연구자의 연구에 ‘악마의 대변인(Lincoln & Guba, 

1985)’으로 초대하여 연구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연구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통



- 104 -

합한다는 뜻이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validity)와 완

성도를 높이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 혼자서 

현상을 분석하기보다는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여 이해하여 연구

자를 통합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통합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6.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한 참가자 선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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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가. 분석 단계

  1)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방향 분석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초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대한 인식과 연계 증

진을 위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으로는 초·중등 교사

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

행하였다. 교사 측면에서의 연계 인식과 요구분석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교사 3명, 중학교 1학년 지도교사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생 측면에서 연계 인식과 요구분석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5명, 

중학교 1학년 10명의 학생을 심층 면담했다.

  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대한 인식

  (1) 초·중등 학생의 인식

  초·중등 학생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대한 인식은 ‘비슷함 속

보다 전문적인 학습으로의 연결’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체육수업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스포츠 종목으로 인해 수업의 내용을 

비슷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체육수업으로 나아가면

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느낌으로 초·중등 체육수업이 연결된다는 인

식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체육수업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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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주로 활용

되는 놀이·게임 형식의 수업보다는 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종목

을 중심으로 그들의 학습경험을 밝혔다. 담임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자유 놀이시간’의 시간으로 체

육 담당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은 수행평가 위주의 ‘전문적 수업’으

로 인식하고도 있었다. 학생들은 전임 체육교사와 함께했던‘전문적 수

업’의 학습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 :� 초등학교에서는�어떤�체육수업을�배웠는지�기억나니?

이마루� :� 초등학교�때� 일단� 6학년이�제일� 많이�생각나는데.� 그� 체육�중에�축구를�제일.� 피구

랑�발야구랑�또�야구�같은�것도�배우고�배구들이랑�배드민턴�이런거�많이�했어요.

연구자� :� 6학년�이전의�체육수업은?

이마루� :� 달리기?� 이어달리기.� 5학년�때는...� 음...� 별로� 기억이�안나요.

(이마루,� 장가중�학생�면담,� 200817-1차)

연구자� :� 담임선생님이랑�초등학교�체육�담당�선생님이랑�수업할�때�차이가�있었니?

김보예� :� 담임선생님은� 되게� 전문적인� 느낌보다는� 놀이� 느낌이� 많았고,� 체육� 선생님은� 되게�

수행평가� 위주로� 보시니까� 보다�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되게�

여러� 가지로� 격려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팝스를� 1학기� 때� 지지리

도� 못해가지고,� 2학기� 때� 재시험을� 봤는데.� 잘봐가지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

은�기억이�남는�것� 같아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817-1차)�

  초·중학교 체육수업 차이 인식에 관한 질문에 학생들은 수업 내용 측

면에서는 배우는 활동이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배웠

던 줄넘기나 스피드스태킹과 같은 종목을 중학교에서 다시 배울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초·중등 체육수업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유사한 스포츠 종

목의 활용이 학생들이 초·중등 체육수업의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인식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학교 체육수업이 초등학교 때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중학생들은 

중학교 체육수업이 이전보다 정해져 있는 틀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진행

되는 수업으로 인식하고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보다 난이도가 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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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으로 하는 게 늘었다고도 말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수업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하였지만 좀 더 전문

적인 기술을 배울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 :�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중학교� 체육수업이� 차이가� 있었니?� 다른면이� 있다면� 어떤� 면

이�다른�것�같니?�비슷할�수도�있고

문다은� :� 다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느꼈

고.� 배우는� 활동들도� 초등학교� 때랑� 비슷한� …� 초등학교는� 자유롭게� 했다고� 하면.�

여기는�정해져�있는�선에서�하는�것�같아요.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819-1차)�

연구자� :� 초등학교와�중학교�체육수업이�차이가�있는�것� 같아?� 아니면�비슷한�것� 같아?

이이든� :�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스택스를� 초등학교� 때는� 약간.� 그냥� 알려주기만� 하

고,� 하기�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와서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전문

적으로�배우는�것� 같은�그런.� 연습시간이�길어서.� 좀� 더� 잘할�수� 있지�않을까�그런�

것도�있고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820-1차)�

연구자� :� 중학교�체육수업은�어떤�수업일�것�같아요?

이아미� :� 초등학교� 좀� 노는� 체육수업을� 했으니까.� 중학교� 때는� 활동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체육에�대한�이론�같은�것도�좀�많이�배울�것�같아요.

연구자� :� 복잡한�기술도�좀� 배우고?

이아미� :� 네�초등학교�체육수업보다는�좀�업그레이드된�체육수업?

(이아미,� 안가초�학생�면담,� 200826-1차)�

연구자� :� 혹시�중학교�수업은�어떻게�이루어질�것�같아요?

심샛별� :� 그냥� 초등학교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높지� 않을까요?� 일단� 배우는� 거라던지� 하는�

게� 더�강도가�높지�않을까.� 구체적으로는�모르겠어요...

(심샛별,� 안가초�학생�면담,� 200824-1차)�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수업의 활동 내용이 비슷하지만, 중

학교 수업이 더 전문적인 수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체

육수업이 따로따로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연결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는 놀이로 했던 내용을 중학교에 올라와서

는 복습하면서 더 자세히 배운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는 기초를 배웠다고 한다면, 중학교 때는 그 기초위에 한 층을 높여 배

우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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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협력해서� 너를� 가르치는� 느낌이니?� 아니면� 초등� 따로� 중학교�

따로�뭔가�따로따로�가르치는�느낌이니?

김보예� :� 음..� 둘다� 배우는� 느낌이� 과하다기� 보다는� 적합해요.� 딱� 교육이라는� 단어밖에� 생각

을�안해봐서..� 둘이� 합쳐서�가르치는�것� 같아요.� 되게�막.� 지금�하는�수업이�초등학

교� 때� 아에� 안했던� 것이� 아니라� 복습하는� 느낌도� 들고.� 이론� 공부도� 하게� 되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놀이로� 했던� 건데.� 지금은� 이렇구나� 하니까� 같이� 배우는� 느

낌이�드는�것� 같아요.� 초등학교�때�배웠던�것을�중학교�때�복습하는�느낌이에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817-1차)�

연구자� :� 중학교�들어와보니까�중학교�체육수업과�초등학교�체육수업의�차이가�있었니?�

이마루� :� 초등학교� 때에는� 기초를� 배운다면은� 중학교때는� 기초를� 배운거에다가� 한� 층� 조금�

더� 높아진�것�같아요.� 처음에는�조금�어려웠었는데.� 하다�보니까�능숙해졌어요.

연구자� :� 초등학교�수업이랑�중학교�수업이랑�연결되는�느낌이니?� 아니면�따로인�느낌이니?

이마루� :� 어� 약간.� 뭔가� 어떤� 면에서는�비슷한�것� 같기도�하고.� 어떤�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점은� 약간� 체육활동을�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으로� 하는� 게� 좀�

많고.� 약간� 좀� 달라진거는� 거기서� 뭔가� 아까� 전처럼� 한가지� 업그레이드� 되가지고�

난이도가�조금�더� 높아진�정도가�달라진�것� 같아요.�

(이마루,� 장가중�학생�면담,� 200817-1차)�

  다만, 학생들의 초·중등 체육수업 연계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이었

다. 초등학교 기간에 어떤 학습을 받아왔는지를 그리고 중학교 기간에서

는 어떤 학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초등학교 체육수업 경험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기간 체육수업에서 어떤 학습 활동을 해왔는지 혹은 

어떤 수행평가를 받아왔는지와 같은 자신의 과거 체육학습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했었다. 또한, 초등학교 기간에 배우는 체육수업이 중·

고등학교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전 생애 삶에 어떤 도움들을 주게 되는지 

탐색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도 있었다.

  그런데도, 연구 참여 학생들이 초·중등 체육수업이 연계된다고 인식

한 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비슷한 스포츠를 배운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비슷한 수업 내용이 초·중등의 체육수업이 따로가 

아니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중학생들은 그들의 중학교 체육

수업 경험을 통해 중학교 수업에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말했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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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상할 때 학교급이 한 단계 높아지니 전문적이지 않을까 하며 추상

적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체육수업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중학교 체육수업을 예상만 하고 있었다

면, 중학생들은 초등에서 전문적인 느낌의 중등 체육학습으로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

  (2) 초·중등 교사의 인식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본 초·중등 연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

육과정에 따른 구조적 연계성 인식 이면의 분리된 실천 현상’으로 나타

났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체육교사는 모두 학교급에 따라 각기 다

른 체육교육 목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초·중등 체육수업이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조에 의해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하지만 실제 체육수업 실천맥락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에 대해 무지하였고, 상호 체육수업의 연계를 고려하며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지는 못했다. 

 먼저, 초·중등 교사들은 각자만의 체육교육 목표를 인식하고 있었는

데, 다름 가운데서도 그 인식의 뿌리는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있

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목표를 움직이는 것의 즐

거움이나 기초 생활습관 형성 등의 기초 교육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체육 경험을 기초로 중학

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함으로써 평생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체육교육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서 각 학교급의 목표로 제시하는 ‘신체활

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으로의 초등 체육교육과‘신체활동의 심화 및 

적응 교육’으로서의 중등 체육교육의 모습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를�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 아이

들이� 좋아하는� 게임� 위주로.� 특별히� 기능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야� 하고,� 많이� 움직이

게� 하기�위해서는�재밌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게임을�도입해야�하고…�초등학교가�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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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습관이� 주� 목적이� 있거든요.� …� 초등학생들은� 아직� 조절이� 잘� 안되요� 경쟁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면�우는�애들.� 저학년�경우에�특히.� 지면�울기도�하고.� 이기기�위해서�아

이들에게� 막� 함부러� 하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정하는� 인성적인�부분들.� 그런� 기초적

인�부분들을�가르치려고�하죠.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다양한� 스포츠� 체험?� 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해보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초중고� 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체육활동

을� 할� 수� 있는게� 중학교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충분히�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해� 보

게� 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체육수업을� 하려고� 했었던� 듯� 한데?� 그래야� 애들이� 고등학

교� 때� 중학교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한� 두� 가지� 스포츠를� 선택해서� 즐길거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한� 가지� 스포츠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 체육수업

의�목표라면�목표랄까?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각기 다른 교육목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 

인식의 뿌리에 있는 것은 그들의 교육과정 운영맥락에 기인한다. 초등학

교 교사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중학교 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습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

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체육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준 체육 교육과

정을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 동학년 협의회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체육 교수학습자료를 함께 공유하거나 체육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여 체육 교육과정 운영과정

을 운영했는데, 그 운영에 중심에는 체육 교과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통

합교과를 지도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특수성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문서의 교육철학을 내재한 체육 교과서를 중심으로 체육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학교 체육 교사들은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그들의 체육수업 전문성으로 교육과정을 재해석·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과서 내용이나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적인 근거로 자신의 수업

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각자의 전문 스포츠 종목을 선정하거나 

각자만의 수업 운영 철학을 토대로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 111 -

중등 체육교사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을 내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적인 소양을 함양하게 된다. 때문에, 그들 각자의 전문성과 철학에 기초

한 독특한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도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이 

기저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주로� 동학년이� 체육을� 같이� 연구를� 하는.� 같은� 교과서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체육자료

를�항상�동학년에서�공유를�하죠.� 이� 수업을�이� 학년에�하면�어떨까.� 게임�활동�같은�경우에

는� 수행평가� 보는� 게임� 활동� 같은� 한� 달에� 동학년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그� 외에� 수업은� 교

육과정�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하시는데.� 그런� 게임� 활동을� 많이� 공유를� 하시죠.� 이런식으로�

많이.� …� � 저희는� 교육과정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을� 왠만하면� 포함하려고�

하고,� 교과서에�있는�게임을�많이�참고하려고�해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교과주임도� 아니니까�요새는� 교육과정�문서를� 꼼꼼히�살펴보지는�못하는�것� 같어.� 연초�체육

과� 교육과정� 수립할� 때나� 보통� 교육과정� 문서를� 보지.� 그래도� 내가� 어느정도� 교육과정에� 대

해� 알고� 있으니까.� 내� 스타일� 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교육과정의� 큰� 그림에서� 움직이지� 않을

까� 라는� 생각?� 요즘엔� 여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것도�결국엔�교육과정에서�의도하고�있는거랑�같은�결�같은데.�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체육교육의 목표 인식에 따라 초·중등 

교사들은 상호 체육수업의 목표를 인식하였으나,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체육수업을 

그들의 학창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기능 위주 혹은 수행평가 중심의 수업

이지 않을까 하고 지레짐작하고만 있었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야 처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보통 바로 앞의 한 차시 혹은 한 학기의 체육수업을 운영하기에 급급하

다 보니 다른 학교급의 체육수업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

다고 말했다. 중학교 체육교사 또한 실제 초등학교 체육수업 실천 모습

을 살펴본 경험이 없었으며,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

여 놀이나 게임 등의 단순한 활동이지 않겠냐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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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학교는� 잘� 모르고,� 중학교� 선생님이랑� 뵌게� 선생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

에� 비추어서� 생각해보자나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서� 단기간에� 기능을� 연습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 기능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그게�흥미와�연결되지�못했어요�저같은�경우에는.� 협소한�경험이긴�해요.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3-1차)

제가�중학교를�떠난� 지가�오래되어서요.� 중학교�때� 배운�체육수업�말고는�중학교�체육수업을�

본� 적이�없다�보니까�상상이�안되는.� 그� 때� 이미지�밖에�남아있지�않아서.� 특별히�제가�중학

교� 체육수업을�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 중학교�체육선생님들을�만나서�들을�사실�그런�기회

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보다는� 기능위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얼핏� 생각

하고�있어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놀이나� 게임위주?� 보통� 그렇게� 수업하지� 않을까?� 나도�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직접� 본적은� 없

어서.� 그냥�얼핏�그� 정도�알고�있는�것� 같은데...� 피구?� 이런거�많이�하는�것� 같은데.� 아니면�

축구같은�것� 하거나.� 아무래도�초등학교�담임선생님들이�체육교사가� 아니다� 보니까�할� 수� 있

는게�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 좀� 단순한거.� 쉬운거� 할� 것� 같네.� 나도�어릴� 때� 피구랑� 축구�

정도�한� 것�같고.�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저는� 1학년� 수업�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해� 생각해보긴� 하죠.� 중학교� 1학년� 첫�

수업� 때에는� 초등학교� 수업에� 대해� 아이들에게� 물어보곤� 해요.� 그럼� 대부분� 피구나� 티볼,� 배

구,� 축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구나� 하고� 알고� 있고.� 교육과정�

문서에서� 초등학교� 체육은� 놀이나� 게임?� 이런걸� 하는걸로� 되어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실제로�체육수업을�직접�본건...�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12-1차)

  이처럼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에 무지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 교사들은 초·중등의 체육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구조적으로는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 중학교 체육교

사는 구조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체

육교사가 교육과정 문서에 근거하여 서로의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운영

하더라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이는 초·중등 체육교육 연

계의 핵심을 교사가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다

만, 교사 간의 연결이 없다 보니 이것을 진정한 연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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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나는� 우리� 교육과정이� 초등은� 어떠� 해야� 하고� 중등체육은� 어찌� 해야� 하고� 그런게� 있

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되는� 거지� 않을까?� 다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큰� 맥락

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 사람들은�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를수도..� 서

로� 교육과정에�나와� 있는�초등과�중등체육의�역할을�잘해나가야지.� 그런�것들이�담보가�된다

면�연계가�되는거라고�봐.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구요.� 이게� 그� 부분은� 교육과정� 자체에서� 크게� 연계시켜야� 하는� 부분은� 교사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연계가� 될� 수� 있는게� 아닌가.� 초등에서� 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가� 만들어지고.� 중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주어진걸� 각자� 하다보면� 연계

되지�않을까.� 연계된�교육과정이�만들어져야�하지�않을까?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12-1차)

교육과정으로서는�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겠죠.� 교육과정� 자체는� 연계해서� 만들텐데...� 교과서

도� 그렇고...� 하지만� 저희가� 교사들간의� 연계는� 없다� 보니까.� 전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사

실�연계라는�말을�하기가,� 저희는�교육과정을�따를�뿐이니까.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각자의 학교급별 체육교육의 방향

과 목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으나 큰 맥락에서는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의 학교급별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 

학년 협의회를 통해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 중학교 

체육교사의 경우 교사 양성 시스템에서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

학을 내면화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맥락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초

등학교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수업 운영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체육수업 맥락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중학교 체육수업 실천에 관심

을 두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체육교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다소 낮은 전문성 인식으로 인해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맥락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초등학교 체육수업 실천맥락에 관한 관

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과거 체육수업의 경험만을 토대로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을 예측하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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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의 체육교육이 연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그들은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초·중등 연계에 대한 시

스템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실천 모습에서 체육교육을 각자 역할에 맞

게 ‘잘’ 수행하기만 한다면 체육교육이 잘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었다. 다만 이들은 이 연계가 실천맥락에서 교사들이 만나지 않다 보니

‘제대로 잘’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증진을 위한 개발 요구 

  (1) 초·중등 학생의 개발 요구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증진을 위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에 

있어 학생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에 그동안의 체육수업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본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연구자는 초·

중등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기 성장 모습의 확인’, ‘공유 및 

지원’,‘손쉬운 사용방법’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자신의 체육에 관한 성장 모

습이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건강체력검사(PAPS) 

기록을 누적하여 보여주고,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한 능력이 달라지는 과정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현재 초등학교 학교생활 

통지표에 적힌 ‘잘함’, ‘보통’,‘미흡’의 세 구분으로도 나의 성장 

모습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지만, 성장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

로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 :� 다은이는� 초등학교� 끝날� 때,� 초등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다고� 한다

면,� 어떤�점들이�들어갔으면�좋겠니?

문다은� :� 음...� 기록같은� 것.� 달리기라고� 치면� 50미터가� 몇� 초� 나왔는데� 6학년� 때는� 몇� 초가�

나왔다�이런식으로�성장했다�이런식으로.� 그런것들이�적히면�뿌듯할�것� 같아요.�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819-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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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초등학교�때� 성적표를�받아보면,� 어떤�느낌이�들었니?

이이든� :� 그런�것을�보면서�내가�뭘�잘못했나�되돌아보는�느낌.�그런�느낌이�있어요

연구자� :� 그�성적표가�이든이의�성장모습을�다�담아내는�것�같니?�어때?

이이든� :� 어..� 그정도면�충분하지�않나..�충분한�것�같은데..� 다른�것들도�있으면�좋을�것�같아요.

연구자� :� 다른거라면?

이이든� :� 자기가�좋아하는�운동이랑.� 그� 운동을�할�때�느끼는�점이나�운동을�하면은�하고�난�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지는� 지� 그런� 것들을..� 사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

진�자기가� 좋아하는�운동� 하는� 것들..� 뭐� 골을� 넣는다거나� 그런�영상도� 좋고..� 그런�

장면이�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뭔가� 저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발전

했다�이런거니까.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820-1차)�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 모습이 담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다음 학

교의 체육 선생님이 본다면, 보다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들을 다음 

학교의 선생님들이 파악한다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등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어 나의 성장 모습을 보여주면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중

등 학생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에 관여하는 이

들에게 공유하고 심리적 지지 나 학습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진샘이의�체육적인�성장과정을�다른�사람에게�보여주면�도움이�될까?

장진샘� :�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괜찮을� 것� 같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정도면�

괜찮을�것� 같아요.

연구자� :� 2학년�선생님이�본다면�어떨�것�같니?

장진샘� :� 어� 좋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걸� 알아주시고� 못하는� 부

분들을�또�이해주시니까.� 제가�체육수업을�잘� 하게�되는데�도움이�될� 것�같아요.�

(장진샘,� 장가중�학생�면담,� 200818-1차)�

연구자� :� 성적표� 같은� 자료에� 아미가� 이야기한� 자료들이�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

떨�것� 같아요?

이아미� :� 과제물들을� 함께� 보내준다면� 저는� 괜찮아요� 보여줘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기� 때

문에.� 부모님이� 저희가� 활동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조금� 애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볼� 수� 있고� 안심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을�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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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친구들에게�보여주니까.� 저도�이렇게�다시�한� 번� 느끼�수� 있고�제가�한� 것을.�

만일� 대충한게� 있으면� 죄책� 감을� 느끼면서� 다음에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니

까.� 저는�그점이�좋을�것�같아요

(이아미,� 안가초�학생�면담,� 200826-1차)�

  또한,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작성이 쉽고 재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성 과정이 복잡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너무 많으면 쉽게 포기해버

릴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영상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

해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

히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고만 있는 수업들은 지루하다고 말하며, 학생들

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연구자� :� 포트폴리오�만드는�활동을�해보려면�어떤�점이�너희에게�중요할�것�같니?

이이든� :� 일단은� 좀� 만드는게� 좀� 쉬워야� 하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은� 알아보기� 힘들고.� 만

들기도�힘드니까.� 간단하게�보기�쉽게�만들어야..� 글을�쓰기만�하면�재미없을�것�같

아요.� 그냥�글쓰기라고�생각하면은�좀� 따분하고�지루하고�그런�느낌이�많아서..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820-1차)�

연구자� :� 새로운� 교육� 사이트나� 앱에� 접근할� 때� 어떤� 점들이� 너희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

게�하니?

문다은� :� 좀� 재밌어야� ..� 신기하고…� 좀� 웃기고.� 그� 뭐� 우리�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체육을�

한다던지.� 영상이라던지�그런�게� 나오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그리고�좀� 하기� 쉬워

야�해요.� 영상이�좀�더�따라하기�쉽고�나은�거� 같아요.� 글자는�계속�읽고�따라해야

하니까.� 영상은�계속�보면서�바로바로�할�수�있으니까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819-1차)�

연구자� :� 게임은�되게�다이나믹하고�그런데.� 포트폴리오�활동은�지루하지�않을까?

선으뜸� :� 일반수업� 보다는� 안� 지루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수업은� 그� 듣고� 졸려요� 계속.� 저희

가� 하는� 활동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있었으면.� 게임� 같은건� 앞에�

사람보다�많이�해보겠다는�경쟁심�때문에�덜� 졸려요.�

(선으뜸,� 장가중�학생�면담,� 200821-1차)�

 (2) 초·중등 교사의 개발요구

  초·중등 교사들은 초·중등 체육교육이 구조적으로 연계된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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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지만, 이 연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상호 간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며, 초·중등 교사들이 서로의 체육수업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가자료가 상호 체육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표현했다. 다만, 

자료제작을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고 교사가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

스템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면 운영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소통 부재의 원인으로는 ‘소통 경로의 부재’와 ‘소통에의 심

리적 장벽’을 말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없

고, 있다 하여도 체육 관련된 업무에 부담을 느껴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모든 교과

를 가르치는 교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 보니 중학교와 체육수업에 

대해 소통을 한다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대표가 되는 교사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체육수업 운영에의 여러 어려움으

로 인해 현재의 체육수업 실천에만 주목하다 보니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된다는 심리적인 장벽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이게� 교과를� 저희는� 초등교육� 전공이다보니까.� 모든� 교과를� 다� 가르친다.� 특정� 하

나의� 교과목을�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교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체육수업을� 교류한다고�한

다면� 초등에서는� 체육을� 누가� 교류해야� 하나.� 대상자가� 없는� 거죠.� 초등은� 모두� 다� 체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도들� 자체가.� 누구

랑�연결해야�할지가.� 저도�체육부장을� 3-4년� 해봤지만.� 체육전공이�아니고�저는�과학�심화전

공이거든요.� 남자다�보니까� 체육을� 많이� 시키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하긴� 했지만.� 제가�초

등� 체육을� 대표할� 만한� 또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을� 잘� 안다고� 말

할�수�없고.� 초등은�그런�것이�조금�애매한�것� 같아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개인주의적� 성향?� 그니까�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5학년� 선생님이면� 6학년� 때� 애가� 무얼� 배

울까� 하는� 고민보다는.� 지금� 내가� 맡은� 것을� 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상황에만� 주목하게� 되다� 보니깐.� 그런� 심리적으로� 여유� 있지� 못한� 상황�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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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소통� 채널을� 열어놓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기대한다

면�그러면�안되겠다는�생각이�지금�드는�것�같아요(웃음)

(장빛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5-1차)

  상호 소통에서의 심리적 장벽의 모습은 중학교 체육 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중학교 체육 교사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잘’이루어져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은 상태로 중학교로 진학하기

를 희망하면서도, 초등학교 체육의 영역에 중학교 체육교사가 관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와 소통하며 초

등학교 체육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으면서도, 

자칫 초등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오지랖으로 여겨지거나 무례해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수업에 대해 온전히 이

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초·중등 교사들 간 상호 소통의 시도가 구조적 차원의 변화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상호 소통에 대한 낮은 기대

치가 소통에의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초등교사와 체육교사

의 소통보다는 교사 양성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육학

습 프로그램의 제공과 같은 측면에서의 변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

하였다. 

초등과� 중등이...� 이렇게�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다르자나?� 그렇다� 보니까.� 발달단계도� 다르고.�

그러다보니� 애들이� 발달단계도�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중등이� 초등을� 멘토링� 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냐면�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자나?� 교육의� 목표가.� 중등교사가� 초등학교� 체육에� 개입하는�

건.� 뭐랄까�초등을�좀�낮게�보는?�그렇게�받아들여�질�것�같아.�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어떻게� 보면� 너무� 거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부터� 바

뀌어야� 하고.� 양성프로그램에서도�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고� 훈련이� 되어야.� 체육에� 대한� 이념

이� 바뀌어야.�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뭔가� 교사들끼리� 바꾸어나가기에는.� 바꿀수는� 있

겠지만�굉장히�작은�일이죠.� 거기서�불씨가�될�수� 있지만.� 어려운�일이죠...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12-1차)

  이러한 상호 소통의 단절 현상을 해결하려면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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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참관, 교육과정 공유

와 같은 형태나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 초·중

등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수업 연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상호 소통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체육수업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

사였는데, 그들이 보기에 주변 동료 초등교사들은 체육수업의 경우 특히 

중학교와 연결하여 생각하거나 소통이 필요하겠다거나 등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초등교사가 초·중등 체육에 관한 소통

의 장에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초등교사들이 요구하는 초등체

육수업에 관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만나야� 하죠.� 선생님들끼리� 만남이� 필요한거고.� 가능하다면� 수업참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물론� 교육과정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만나야�

서로.�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일단� 연수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이�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만을� 대상으로� 한� 체

육수업� 연수라면.� 어떤� 초·중� 교사들이� 함께하는� 연수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 다양한� 체육�

기능이나� 활동이나� 교구나� 많은� 팁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많은� 선생

님들이�서로�함께하는�연수나�교사학습공동체에�관심을�가질�것� 같아요.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3-1차)

  중학교 교사들 또한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만남

의 장이 자주 형성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호 체육수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

고 말하며,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기대회나, 연

수프로그램들을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

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그들의 체육수업을 보다 전 생애적

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수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들

이 개발되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각자의 학교급에 맞는 체육수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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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학습� 공동체가� 운영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서로에게� 모두� 일이� 될� 거� 자나?� 예

를� 들면�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같은� 지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나�

연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로� 서로� 모이게� 되고.� 모이다� 보면� 서로� 수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거창하게� 초중등� 체육수업을� 이해해보자라고� 모이자하면�

안모일거고.� 일단� 모이게� 해야� 해.� 그러려면� 배구� 배드민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스포

츠�종목�프로그램이�필요할�것�같아.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축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축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을� 어떻게� 초등수업에서�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수업에� 맞게� 재밌는� 놀이로� 변형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제공할까.� 그런� 것들이� 초등에� 맞게� 따로� 나와야�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

아이들이�거기서�즐거움을�느끼는�애들이�중학교로�오고.� 뭔가�더� 사회인으로�자라는�사회성

을� 배울�수� 있는�스포츠맨쉽이라던가� 머�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만들어져야�하고.� 고등학교�

가서� 사회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시스템적인� 그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큰�

맥락에서� 서로가� 각자의�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줘야.� 그런� 연수나� 프로그램이� 있

어야�할� 것�같아요.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12-1차)

  소통의 매체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감을 표

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체육학습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 중학교 

체육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초

등학교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적입력 시

스템 또한 매우 불편하게 되어있어 업무에 부담감을 주는데, 새로운 기

록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또, 체육수업이 계

열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에 포트폴리오 평가자료를 만드는 활동이 어

렵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다. 

  실제 활용이 가능하려면 현재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록자료가 

입력하기 ‘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스스로’ 입력할 수 있

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어

야 학생들이 높은 동기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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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막�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이� 어려우면.� 사실� 활용하기�

힘든�것� 같아요.� 진짜�마음먹고�애는�뭐지�도대체�뭐지�아니면�안들어갈�것� 같구요.� 사실�접

근이�쉽다면�보기�좋을�것� 같아요.� 접근이�쉬우면.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3-1차)

중학교� 입장에서는� 엄청� 도움이� 되겠죠?�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의� 일환이� 될테고..�

자동으로�입력이�된다면�좋겠죠.� 나중에�우리�교육과정이�이게�만들기가�편하게�나이스�시스

템이� 되어있으면.� 진도표� 같은� 경우에도� 진도표� 이력이�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된다면.� 지금같

은�세상에�너무�불편한�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0-1차)

체육은� 교육과정의� 연계가�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관한� 생각

은�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열화하기� 힘든� 면이�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체육

이�많이�어렵겠구나�라는�생각이�들어요.

(장빛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15-1차)

  한편, 중학교 체육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정보들이 잘 담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체육전공자가 아니

기에 학생들의 체육학습 경험을 잘 담아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문

이었다. 중학교 체육교사는 현재 NEIS 시스템의 학생 체육학습 발달상황

을 입력하는 것도 체육 전문성을 지닌 자신들조차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입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을 남겼다. 효과적인 정보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불편함만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가이드에 따라 

질적 수준이 높은 정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정보의 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트폴리오를�만들어야�한다고�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할까?� 한다고�해도� 우리가� 쫑알이�

입력� 잘하기� 어려운� 것� 처럼.� 초등선생님들이� 질� 높은� 정보를� 적어주기� 어렵지� 않을까?� 잘

함,� 보통,� 미흡으로�되어있다는데�흔히�하는�것처럼�몇� 문장�섞어서�써주고는�말� 것�같은데?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자나요.� 아이들이� 발전하는� 거를� 캐치� 할� 수� 있는� 그런� 눈.� 초등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눈을�가지고� 캐치해서� 적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도� 막상� 적으려고�하

면�이� 아이가�어떤지�잘� 모르는데.� 많이�어려워�할� 것� 같아요.� 체육적인�것을�아무래도�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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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야.� 그래야� 아이들의� 학습� 발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초등선생님

들이�체육�전문성을�키워주어야�하겠죠.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12-1차)

우리� 아들� 밥을� 나도� 책보고� 그냥� 한단� 말야?� 안내� 책자� 같은.� 이런� 걸� 보고� 쉽게� 따라할�

수� 만� 있다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잘�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거� 딱� 저거� 딱� 딱

딱�입력만�하면�꽤� 괜찮은�정보가�만들어질�수� 있어야�할� 것�같아.� 가이드가�필요할�것�같은.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0811-1차)

  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방향

  (1) 초·중등 학생 측면에서의 개발 방향

  앞선 초·중등 학생의 연계 인식 분석에서 도출한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의 학생 측면의 개발 방향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이 어

떻게 성장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현재 운동소양의 모습을 확인하

고, 미래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길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이 초·중

등 각 학교급에서의 체육수업의 목표를 전 생애적인 체육학습의 맥락에

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초·중등 체육교육

이 연계되어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향상된 동기 수준으로 자신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초·중등 학교의 체육수업이 ‘비슷함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느낌으로의 연결’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과거 어떤 것들을 학습해왔는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습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낮은 이해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학생들의 연계 인식은 단순히 비슷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에서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학교 체육수업을 경험한 중학생들

은 그 비슷함 사이에서 보다 전문적인 느낌으로 초등과 중등의 체육수업 

연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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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은 수준의 초중등 체육수업의 연계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어떤 체

육학습을 경험해왔는지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앞으로 어떤 체육

활동을 전 생애에 걸쳐 배워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어떤 체육수업을 배우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구체

적으로 알고 있다면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맥락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도 심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초·중등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면 체육학습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자신의 성장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었다. 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자

신의 주변인에게 공유하여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다음의 성장을 위

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요구도 보였다. 포트폴리오 작성

에 있어 너무 복잡하거나 글을 쓰기만 하는 따분한 방식을 거부했으며,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편의성의 요구를 보였다. 

  (2) 초·중등 교사 측면에서의 개발 방향

  초·중등 교사들의 체육수업 연계에 대한 인식 분석과 요구분석을 통

해 도출한 교사 측면에서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핵심 개발 방향은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간편 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초·중등 교사들이 서

로의 체육수업 실천을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포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발 방향을 

두었다. 다만, 시스템 개발에 있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고자 했다. 

  초·중등 교사들은 서로의 체육수업 모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호소

하였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초·중등의 교육

과정이 연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체육수업을 관찰하거나 경

험할 기회가 없었으며, 각자 자신들의 교육 맥락에서 체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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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기초한 자신만의 체육교육 목표를 수립한 채 수업을 실천해 나가

고 있었다. 

  또한, 초·중등 교사들은 상호 소통이 소통 경로의 부재, 소통에의 심

리적 장벽 인식으로 인해 단절되어버린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의 

개선을 위해 상호 소통 기회의 증진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소통의 창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연수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교사 측면의 개발 방향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의 증진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먼저, 초·중등 교사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기록되

는 상호 체육수업 실천의 기록들을 서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받고, 교사 

포럼을 통해 손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긴다면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맥락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초·중

등 교사들이 초·중등 학생들의 간편한 시스템으로 기록된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보고,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해 함께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체육수업의 실천을 보다 전 생애에 걸친 운동

소양의 여정을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들의 체육수업 실

천을 전 생애적인 학습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전보다 그들의 

체육수업 실천이 연계된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 분석

  가) 선행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

  선행 e-포트폴리오 개발원리 분석은 e-포트폴리오에 관한 선행 문헌 

중 개발원리 혹은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문헌 선정을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e-포

트폴리오 개발’, ‘e-포트폴리오 설계’, ‘e-포트폴리오 시스템’, 

‘e-포트폴리오 프레임워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초록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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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개발원리 혹은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연구

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e-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운동소양의 모습을 기

록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교수자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e-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문헌을 제외하였고 학생 중심의 e-러닝 포트폴

리오에 관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개발원리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살펴

본 문헌 목록은 <표 21>과 같다. 

  분석결과 선행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는 ‘학습 과정 관리’, ‘사

용자 친화적(User friendly) 환경’, ‘상호작용 지원’, ‘성찰 기회 제

공’, ‘ 자기 성장’의 다섯 가지 코드로 초점화되었다. 이는 선행 e-

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들을 ‘관리의 원리’, ‘성장의 원리’, ‘성찰

의 원리’, ‘교류의 원리’로 제시하였던 최미나(2005)의 논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용자 친화적(User friendly) 환경’이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추가된 특징적인 코드였다. 

  먼저,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학습 과정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e-포트폴리오는 학습계획-학습목표-학습-학습결과-학

습평가의 일련의 학생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다.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시스템(김

상수, 김영학, 2007)으로, 학생에게 성취수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습

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여야(최애경, 2006) 하는 것이다. e-포트폴리오 

시스템에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성취목표를 제시

받고, 학습 성과 및 학습 도달도를 학습 목표와 연결 지어(이나현, 송해

덕, 2015)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e-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를 언제든지 온라인 환경에서 기록하여 줄 수 있으

며,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줄 수도 있어야 한다.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자기 성장’을 돕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

포트폴리오는 학생 개인의 총체적 성장을 기록하여 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은 e-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김정

랑, 최창훈, 2012),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김상수, 2009).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의 발전과 개발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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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개인 리파지토리의 역할(박동진, 이윤재, 김진경, 2014)을 해야 

한다. e-포트폴리오는 이때, 학생들의 성장 결과물을 다양한 양식(문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최애경, 2006). 

또한, 학생의 성취물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여 주거나 개념도를 작성해주

어 학생이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를 쉽게 검색하고 성공의 경험을 상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e-포트폴리오는 학생-학생 혹은 학생-교사, 학생-주관인의 

‘상호작용 지원’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 e-포트폴리오는 온라인 환경

에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의사소

통 도구로서 서로 함께 협력하도록 상호작용의 과정을 지원하여, 협력적

인 학습의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e-포트폴리오는 쌍방

향의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자료 공유와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김상수, 김영학, 2007). 실제 대학에서는 대학 

및 학과목에서 추진하는 팀 기반 활동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e-포트

폴리오를 설계·활용하고도 있다(박동진, 이윤재, 김진경, 2014). 

  ‘성찰 기회 제공’은 e-포트폴리오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로 작

용한다. ‘성찰’은 e-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생

은 e-포트폴리오를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

를 제공 받아야 한다(최은희, 최명숙, 2014). 학생의 용이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돕도록 교사는 자기평가를 위한 질문 메시지를 삽입하거나, 학습 

성찰을 위한 메타 인지적 지식의 인지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에 대

한 인지적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이나

현, 송해덕, 2015). 더불어, 학습자는 자신이 제작한 각각의 결과물에 반

성적 평가를 반드시 서술할 수 있어야(최애경, 2006) 하고, 전체 기록물

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담을 수도 있어야 한다.

  ‘사용자 친화적(User friendly) 환경’은 e-포트폴리오가 일관성 있고, 

직관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김정랑, 최창훈, 

2012),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e-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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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관할 수 있어야(김상수, 김영학, 2008)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를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성현, 2008). 이를 위해 e-포트폴

리오는 시스템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제시(이나현, 송해덕, 2015) 해야 하

고, 학생들의 자료수집 및 기록·성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

화된 구성요소와 프로세스를 제공(최은희, 최명숙, 2014)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e-포트폴리오가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주요 사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친화적(User friendly) 환경’

의 원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주요한 개발원리로 고려되었다. 

<표 21>. 선행 e-포트폴리오 개발원리 분석에 활용된 문헌 목록

순

번
저자 연도 제목

1 김상수 2008
국내 초·중등학교를 위한 통합형 e-포트폴리오 설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김정랑, 최창훈 2012
초등학생 진로의식성숙을 위한 커리어 e-포트폴리오 시

스템 설계 및 구현

3 한성현 2008 웹기반 E-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 개발

4 이나현, 송해덕 2015
메타인지 활동 촉진을 위한 어포던스 기반 e-포트폴리

오 설계 전략 개발

5
박동진, 이윤

재, 김진경
2014

대학생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e-포트폴리오 프레임워크

기반 K-folio 구축 사례 연구

6 최애경 2006
대학생 경력개발을 위한 e-포트폴리오 시스템구축과 운

영에 관한 연구

7 김상수, 김영학 2008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e-포트폴리오 설계 및 활용 교육

8 김상수, 김영학 2007
국내 초ㆍ중등학교의 포트폴리오 활용 실태 분석에 기반

한 e-포트폴리오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9 최은희, 최명숙 2014
대학생의 학습역량 및 경력개발을 위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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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행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의 개발원리

  선행 피지컬 리터리시를 기록 도구에 대한 분석은 도구의 개발 방향과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캐나다의 CAPL, PFL, PLAY를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실제 캐나다 교육현장에서 활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캐나다 Healthy Active Living and Obesity Group에서 개발한 

CAPL(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의 아이디어는 개인의 

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애에 걸친 피지컬 

리터러시의 성장에 성공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itehead, 2019). CAPL은 학생들이 자신의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에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미

래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다. 더불어, 교사에게는 학생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해나가고 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와 같은 이들에게는 규범적 및 기준

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PHE Canada(Physical and Health Education Canada)에서 개발된 

PFL(Passport for life)은 체육수업과 관련된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평가, 발전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Whitehead, 

2019). PHE Canada는 이 도구가 학생의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발전에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PFL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는 PFL이 

포괄적, 적응적, 개별적, 과정 지향적, 안정적, 종합적, 지속적, 긍정적, 

유효적, 효율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PFL이 부가적인 것

(평가)이 아닌 종합적인 것(학습)이어야 하며 전 생애에 걸쳐 피지컬 리

터러시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핵심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Lodewyk et al., 2017).

  Canada Sports for Life에서 개발된 PLAY(Physical Literacy Assessment 

for Youth)은 전 연령의 피지컬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활용을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Whitehead, 2019). 이 도구의 목표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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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상태를 인지적, 심리학적, 행동적, 운동 탁월성의 측면에서 확인하

는 것이다. PLAY 도구들은 활용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는

데, 이 도구들은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에서 아동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되거나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궁극적

인 PLAY 도구의 목표는 아이들이 전 생애 능동적인 삶의 양식에 입문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

다. 

  이상의 세 가지 기록 도구들의 개발 목표와 방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

하면 피지컬 리티러시의 기록 도구들은 학생의 현재 피지컬 리터러시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여, 미래의 능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준비

를 위해 피지컬 리터러시를 성장토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전 생

애 피지컬 리터러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기 위하여 개발·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안내-추적·관

리’는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도구의 목표·방향은 주기적인 기록이 이루

어짐에 따라 피지컬 리티러시 기록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나타

난다. 이 같은 순환구조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26>과 같

다. 

 

<그림 26>.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개발원리의 순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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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

  개발원리로는 선행 e-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원리와 피

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의 개발원리를 토대로 ‘진단’,‘관리’,‘성

찰’,‘성장’,‘상호 작용’,‘표현’,‘사용자 친화적’의 7가지 원리

가 도출되었다. 

 ‘진단의 원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이 전 생애 운동소

양의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

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개발원리의 가장 기본은 학생들의 운동소양 모

습을 진단하여,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운동소양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고, 미

래 성장을 위한 목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 생애 운동소양

의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이때까지의 성장을 축하하고, 미

래의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진단’의 원리는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원리이다.

 ‘관리의 원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이 학생들의 운동소

양을 학생의 운동소양의 여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

한 주관자들이 학생의 운동소양의 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체육 교수학습과정에서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학생의 학습관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교수학습과정에서의 높은 질의 확보는 학습효과로서의 운동소양 성장의 

폭과 깊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성찰의 원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이 학생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체육학습 여정을 반추해볼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체육학습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수집장소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기록해보는 

활동을 통해 전 생애 여정에서 자신의 체육학습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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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운동소양을 성장해나감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장의 원리’는 개발되는 e-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운동소양 성장

을 누적·기록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궁극적으로는 학생 운동소양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하기에 ‘성장’의 원리는 e-포트폴리오

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은 전 생애 

신체활동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학생이 살

아나가도록 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교사-학생, 학생-학

생, 교사-교사 혹은 학생·교사와 다른 주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을 말한다.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공

유함으로써,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관자들이 협력

하여 운동소양의 여정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해나갈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이 전 생애에 거쳐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관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운동소양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관자들

의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주관자

들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표현의 원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학생의 독특한 운동소양 

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을 말한다. 운동소양의 여정

은 개인마다 매우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

의 독특한 운동소양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표준화된 형

태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운동소양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의 폭

과 깊이를 좁고 얕게 할 것이다. 각 개인만의 독특한 운동소양의 여정에

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함에 표현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 친화적 원리’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의 개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원리로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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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편하도록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발해야 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주체가 초·중등 학생

과 교사이기에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은 더욱 중

요하다. 비친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사용자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초·

중등 연계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나. 설계단계

  

  1) 선행 e-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선행 e-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앞선 선행 e-포

트폴리오의 개발원리와 방향을 살펴본 문헌을 중심으로 개발원리에 따른 

구성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선행 e-포트폴리

오로 ‘검사 및 진단 기능’, ‘공유 및 상호작용 기능’, ‘성찰 기

능’, ‘표현기능’, ‘리파지토리 기능’,‘관리 기능’으로 코드를 분

류할 수 있었다. 

  ‘검사 및 진단 기능’은 학생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

록 돕는 기능이다. 초등학생의 진로 의식 성숙을 위한 e-커리어 포트폴

리오에 관한 선행 연구(김정랑, 최정훈, 2012)에서는 다중 지능 검사 모

듈을, 대학교육에서의 e-교수학습 포트폴리오의 개념적 프레임웍 개발

(최미나 외, 2005) 연구에서는 학습 철학 및 스타일 진단, 적성 및 MBTI 

도구를 e-포트폴리오의 기능요소로 설계하였다.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 

검사 및 진단 기능은 교사가 학생의 사전 학습 상태 혹은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진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은 자신의 진단결과를 자신

의 e-포트폴리오에 게시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성찰 과정을 통해 미

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게시된 e-포트폴리오의 진단결과를 

주변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성장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특히, e-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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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의 활용이 특정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검사 

및 진단 기능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될 수 있다.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공유 및 상호작용 기능’은 교사-학생 혹은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함께 협력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거나,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정보들을 관계 맺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요소이다. e-

포트폴리오 환경에서 학생은 자신이 게시한 과제물에 친구, 교사, 부모 

혹은 주변인들을 초대하여 소개하고, 댓글이나 메신저 시스템을 통해 상

호작용할 수 있다. 기수현(2014)은 표현능력 및 감상능력에서의 e-포트폴

리오 효과탐색을 목적으로 학생이 동료 작품을 선택 후 팀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박동진 외(2014)는 대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물

을 게시하고 공유하며, 피드백을 위해 안내하고,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능요소들을 설계에 포함하였다. 한성현(2008)은 학생(반별) 커뮤니티 

기능을, 김상수(2008)는 RSS를 활용하여 팀 블로그, 이웃 맺기 기능을 공

유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구축하였다. RSS는 블로그나 뉴스와 같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성격의 사이트를 위한 XML기반의 포맷으로 웹사이

트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규격(김상수, 김영학, 2008)으로 RSS 

reader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등록한 웹페이지의 업데이트 뉴스를 

자신의 블로그나 웹페이지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학생은 구독한 친구들의 e-포트폴리오의 업데이트 내용을 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업데이트 뉴스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된다. 

  ‘성찰 기능’은 학습자의 자기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질문이나, 성찰

일지, 성찰 저널들을 작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기수현(2014)은 성찰 

저널, 성찰 촉진 질문 전략 사용 및 질문에 대한 대답 기능을 학생들의 

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김상수 외(2008)는 성찰 일기

를, 박동진 외(2014)는 피드백,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찰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현미(2007)는 PBL 증진을 위해 설계한 웹사이트에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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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문제해결 단계별 워크시트와 성찰 질

문, 개인별 learning log 및 성찰 저널 양식을 제공하였다.

  ‘표현기능’은 e-포트폴리오의 전시형 기능과 관계되며 다양한 목적

으로 결과물을 전시하는 도구들이 포함된다(박동진 외, 2014). 김상수

(2008)는 국내 초·중등학교를 위한 통합형 e-포트폴리오 설계 및 활용

연구에서 블로그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블로그 기반의 1인 포트폴리오는 학습자의 결과물을 이미

지·동영상·음성·gif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주기 때문에, 다수의 e-포트폴리오 연구(여환익, 2012; 손모아, 2012; 

이지영, 2015; 엄미리, 박인우, 2011)에서 설계·활용되어왔다. 블로그가 

제공하는 다양한 양식의 전시 가능성은 학생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게 해준다.

  ‘리파지토리 기능’은 학생의 중간 혹은 최종 성과물을 저장하고 검

색하는 도구를 포함한다(박동진 외, 2014). 리파지토리(repository)란 소프

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모아진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각 도구들, 

개발단계별, 사용자 정보들,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시스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저장소(권은정 외, 2002)를 말한다. 리파지토리 

기능은 학생들이 작성한 데이터들이 이루는 저장소에서 성과물을 검색하

여 확인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저장하거나 하는 등의 기능을 e-포트폴리

오에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e-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

간다고 할 때, 다른 친구들의 e-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리파지토리 안에서 

검색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효과적인 협력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최미

나 외(2005)는 대학교육에서 e-교수학습 포트폴리오 개념적 프레임웍 개

발연구에서 족보를 리파지토리 기능요소로 설계하였다.

  ‘관리 기능’은 학생의 기본 정보와 학습 과정, 성장의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는 요소이다.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신

상이나 학사정보, 교수 상담 이력과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학생이나 교사가 학생이 취득한 성적 증명서, 장학증서, 자격

증과 같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학습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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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구

를 제공하는 등 교수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도 했다. 나아가, 교수학습 맥락 이후의 학생 개인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애 설계 모듈이나 재능 신장 모듈(김정랑 외, 2012), 경력 개발 

도구(최애경, 2006) 등의 관리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다. 

  

  2) 선행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의 구성요소

  캐나다의 CAPL(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PFL(Passport for Life), PLAY(Physical Literacy Assessment for Youth)는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을 관리하고, 측정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

보드 기능’, 학생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기록 

도구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자료(문서, 영상)’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교사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무료로 가입하여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생을 추가하고, 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 리

포트를 받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 구분된 단계별 안내와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도구는 도구별로 피지

컬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크게는 설문지를 통한 학생의 

자기평가와 교사가 피지컬 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여 학생

을 평가하는 교사평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기록 도구별 

구성요소는 <표 22>과 같다.

  가) CAPL(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의 구성요소

   CAPL(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이하 CAPL)은 

Physical competence, Daily behavi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Confidence의 네 가지 영역을 기록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Physical Competence는 교사평가를 통해, Daily behavi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Confidence는 학생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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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통해 수행 된다.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 기록은 유산소성 건강(Aerobic 

fitness)을 측정하기 위해 15m 혹은 20m의 왕복 오래달리기를 기록하는 

PACER Shuttle run과 움직임 능력(motor competence)을 측정하기 위해 

두발뛰기, 슬라이딩, 잡기, 던지기, 건너 뛰기, 한발 뛰기, 차기로 구성된 

CAMSA(Canadian Agility and Movement Skill Assessment), 학생의 코어 

힘(Torso Strength)을 측정하기 위한 플랭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일의 

습관(Daily behaviour)의 측정을 위해서는 만보계를 활용하여 일주일간의 

보수를 측정하고, 학생 스스로 일주일 중 60분 이상 운동한 일의 횟수를 

기록하게 한다. 지식과 이해(Knowledge & Understanding)와 동기와 자신

감(Motivation & Confidence)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은 스스로 문서 혹

은 온라인으로 구성된 설문에 참여하게 된다. 지식과 이해(Knowledge & 

Understanding)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활동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What 

do you know about physical activity?)에 관해 묻는데, 정답이 있는 질문 

4문제와 빈칸을 채우는 1문제로 문항이 제공된다. 동기와 자신감

(Motivation & Confidence)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왜 활동적인가

요? (Why are you active?)에 대해 학생은 5단계 스케일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호(Predilection)와 적합성(Adequacy)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

엇이 나와 가장 닮았나요? (What’s Most like Me?)의 질문에 대해 4단

계 스케일 답변에 답을 하게 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진행방법과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서 Obstacle 

Course (CAMSA), PACER Shuttle Run, Pedometer, Plank, Questionnaires 

비디오 클립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교사)는 학생의 측정결과를 온라인

에서 입력하고, 획득한 점수를 토대로 학생이 Beginning부터 Excelling의 

4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

한 메시지와 더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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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FL(Passport for life)의 구성요소

  PFL(Passport for life, 이하 PFL) 도구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기록하기 

위해 Fitness skills, Movement skills, Living Skills, Active Participation의 

네 가지 영역을 측정한다. 세부 측정요소는 학교급을 기준으로 4단계 구

분에 따라 달라진다. Fitness와 Movement Skills는 교사평가로, Living 

Skills와 Active Participation은 4단계의 스케일의 온라인 설문에 학생이 

스스로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측정된다. 

  Fitness skills는 유산소, 균형, 코어의 건강을 측정한다. Grade 4-9의 

경우 유산소성 지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Agility ladder, Ball jump, 

Figure eight, Scissors의 4단계 서킷 프로그램을 30초 동안 9분간 쉼 없

이 측정한다. 밸런스와 동적 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ateral Bound

를 코어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lank를 활용하고 있다.

  Movement skills는 Locomotor(이동움직임), Object control(물체 제어), 

Object manipulation(물체조작)의 세 가지를 측정한다. Grade 4-9의 경우 

4-6과 7-9로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Grade 4-6의 

경우 이동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전환’

하는 일련의 동작을, 물체 제어 요소 측정을 위해서는 공을 바닥과 벽에 

잇달아 바운드 되도록 던지고 받기를, 물 조작 요소 측정을 위해서는 공

을 바닥에 놓고 차기를 활용하고 있다. Grade 7-9는 Grade 4-6의 측정

보다 복잡한 형태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이동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앞으로 달리고, 엇갈아 뛰기, 옆으로 뛰기, 뒤로 걷기’의 일련의 

동작을 활용한다. 물체 제어 요소 측정을 위해서는 공을 벽에 던져 바닥

의 일정 영역에 공이 튀겨 받을 수 있는지를, 물체조작 요소 측정을 위

해서는 공을 던져서 차고 받기를 활용해 측정한다. 

  Living skills와 Active participation 영역은 Never, Sometimes, Most of 

the Time, All of Time의 4단계 답지에 학생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온

라인 설문지를 제공하여 측정한다. 교사와 학생이 측정의 목적과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디오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서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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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을 제공하고도 있다.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추

가하고, 학생의 측정결과를 입력하고, 학생 개인별 패스포트를 관리(보

기, 편집, 기록, 축출 등)할 수 있다. 

  다) PLAY(Physical Literacy Assessment for Youth)의 구성요소

  PLAY(Physical Literacy Assessment for Youth, 이하 PLAY)는 사용 목

적과 대상에 따라 PLAYfun, PLAYself, PLAYbasic, PLAYcoach, 

PLAYparent, PLAYinventory로 나뉘며, 프로그램마다 측정하는 요소가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에게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비디오 

클립과 문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더(교사 혹은 코치)가 리더보드를 

통해 학생의 측정결과 응답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PLAYfun은 Running, Locomotor, Object control-Upper body, 

Object control-Lower body, Balance, Stability & Body control의 다섯 영

영을 측정하는데 FMS(Fundamental Movement Skills)를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다. PLAYself는 학생이 스스로 온라인 설문지의 Environment, 

Self-Description, Relative Ranking of Literacies, Fitness 4개 영역에 응

답하도록 설계되었다. PLAYbasic은 PLAYfun의 측정요소를 단순화하여 

Locomotor, Throwing, Kicking, Balance의 네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제공한다. PLAYcoach와 PLAYparent는 각각 코치와 학부모가 

Physical Literacy VAS(Visual analog scale), Cognitive Domain, 

Environment, Motor Competence, Fitness의 네 영역을 측정하는데, 코치

나 학부모가 측정 시트에 학생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직접 기록해주는 형

태이다. PLAYinventory는 다양한 레져 스포츠 중 자신이 참여하는 스포

츠에 체크할 수 있도록 기록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용 비디오 자료는 기록 도구를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

한 영상 12개 모음과 PLAYfun 도구에 포함되는 총 18개의 과제들을 설

명하는 영상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용 양식은 학생들의 현재 수

준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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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분석된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CAPL, PFL, PLAY)의 구성요소

도구 구분(영역) 구성요소/기능

CAPL

기록

도구

Physical

competence

Ÿ PACER shuttle run
Ÿ CAMSA( Canadian Agility and Movement Skill Assessment) Score
Ÿ Plank

Daily behaviour
Ÿ Average Daily Step count
Ÿ Self reported Number of Days a Week a Child Engages in MVPA

Knowledge

& Understanding

Ÿ Physical Activity Comprehension and Understanding (fill in blanks)
Ÿ Daily PA Guidelines
Ÿ Cardiorespiratory Fitness Defintion
Ÿ Muscular Strength & Endurance Definition
Ÿ Improve Sport Skill

Motivation

& Confidence

Ÿ Intrinsic Motivation Ÿ Competence
Ÿ Predilection Ÿ Adequacy

트레이닝 비디오 Ÿ Obstacle Course (CAMSA) ,PACER Shuttle Run, Pedometer, Plank, Questionnaires 비디오
관리자 대시보드　 Ÿ 참가자 관리, 평가결과 입력, 보고서 보기　
데이터 입력 시스템 Ÿ 단계 진단 Ÿ 단계별 진단 메시지 Ÿ 다음 단계 안내

PFL
기록

도구

Fitness skills

:ABC(Aerobic,Bal

ance,Core)Fit

Aerobic Balance Core
Kindergarten-Grade 1 Colour code Jumping the river Traffic light

Grade 2-3 Jigsaw journey Jumping stones Tippng point

Grade 4-9

<4 단계의 서킷 프로그램>

-Agility ladder, Ball jump, Figure eight,

Scissors

Leteral Bound Plank

Grade 10-12

<4단계 서킷 프로그램>

Agility ladder, Mountain climbers, Cone

carousel, Raised arm splitJumps

Hexagon Jump Plank(medium-high)

Movement Skills

Locomotor Object Control Object Manipulation
Kindergarten-Grade 1 Body Parts in Locomotion! On the Signal! Sun Dance

Grade 2-3 Rock, Paper, Scissors…Locomotion! Find Your Match! Trading Places

Grade 4-6 run, stop and change direction
Throwing and

catching

Place kick, Punt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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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7-9
running forward, then side shuffling,

then back pedaling to a stop

Throwing and

catching

Punt kick and

catch the ball

Grade 10-12
run forward, corss-over step, side

shuffle, backpedals

rises, turns, and

travels, throws the ball

to wall, catches the

ball after the bounce

turns, travels, punt kick

to wall, and catches

the ball after it bounces

off the wall
Living skils Ÿ 설문지 활용(종이 문서 혹은 온라인)
Active

Participation

Ÿ Team sports Activities, Non-team Sport Activities, Dance Activities, Gymnastics Activities, Fitness Activities,

Environment 영역별 참여 평가
교사용 대시보드 Ÿ 학생들을 추가하거나, 학생별 패스포트를 관리(보기, 편집, 기록, 축출 등)하는 기능　
교사용 가이드 Ÿ 문서, 비디오

PLAY

Assess

ment

Tool

PLAY Fun

Running Run a square / Run there and back / Run, jump, then land on two feet
Locomotor Crossovers / Skip / Gallop / Hop / Jump

Object Control – Upper Body
Overhand Throw / Strike with stick / One-handed catch / Hand dribble

stationary and moving forward
Object Control – Lower Body Kick ball / Foot dribble moving forward

Balance, Stability & Body Control
Balance walk heel to toe forward / Balance walk toe to heel backwards

/ Drop to the ground and get back up / Lift and Lower
PLAY Self Ÿ Environment Ÿ Self-Description / Relative Ÿ Ranking of Literacies Ÿ Fitness　
PLAY Basic Ÿ Locomotor Ÿ Throwing Ÿ Kicking Ÿ Balance

PLAYcoach &

PLAYparent

Ÿ Physical Literacy VAS Ÿ 　Cognitive Domain Ÿ Environment Ÿ Fitness
Ÿ Motor Competence(for coach) : General Motor Competence

/ Balance / Object Control / Locomotor

Ÿ Motor Competence(for parent) : Locomotor /

Object control
PLAYinventory 레저 스포츠 참여 조사

비디오 자료
Ÿ describe the tools and how to use them(12 short video)

Ÿ all 18 tasks from the PLAYfun tool.

리더 대시보드 Ÿ 교사의 측정결과와 학생의 응답결과를 관리

문서자료(PDF) Ÿ 안내 가이드, 평가 기록 워크시트, 기록 양식, 워크북(안내), 추적 양식(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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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suite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

  G-suite 애플리케이션은 Google의 핵심 앱인 Google Cloud를 기반으로 

Gmail, Google Docs, Google Slide, Google sheet, Google form, Google 

Calender의 앱 기능을 확장 시키는 애드온(add on) 형태의 앱이 Google 

Marketplace에서 제공되고 있다. Google Marketplace에서는 호환되는 구

글 앱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분류·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Google drive, Gmail, Google Docs, Google Sheet, Google slide, Google 

Form의 6가지 앱과 호환되는 애드온은 각 100개로 총 약 600개의 애드

온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다. 

  G-suite의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약 

600개의 기능을 살펴보고 <표 23>과 같은 포함·배제 조건에 의하여 교

육용으로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선정·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기

준에 의하여 선정된 교수학습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316개의 G-suite 애

플리케이션은 활용 가능한 맥락에 따라 ‘교수학습자료 제작 앱’,‘교

수학습 운영 관리 앱’,‘교수학습과정 지원 앱’, ‘교수학습평가 관리 

앱’으로 코드가 분류되었다. 

<표 23>. 교수학습 맥락에 활용 가능한 G-suite 애플리케이션 선정 기준

  가) 교수학습자료 제작 앱

‘교수학습자료 제작 앱’은 교수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혹은 교사가 

Google docs, Google slide, Google sheet, Google form의 자료제작 코어 

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세부 코드

구분 기준

포함기준
[기준 1] 개발 목적과 방향이 교수학습을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기준 2] 교사·학생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제기준
[기준 1] 비즈니스 도구로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기준 2] 외부 소프트웨어로 단순 연결 기능만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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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코어 앱의 내부 기능 확장 앱’,‘코어 앱 사이의 데이터 변환 

지원 앱’, ‘시각화된 자료제작 지원 앱’,‘미디어 콘텐츠 편집 지원 

앱’이 도출되었다.

  ‘코어 앱의 내부 기능 확장 앱’은 코어 앱을 활용한 자료제작에 있

어 이미지를 삽입, 아이콘을 입력, 클립아트를 입력, 하이라이터, 글자 

모양 편집 등의 기능과 함께 자료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Pics.io for Google form 앱은 구글 폼에 

Pics.io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쉽게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며, OKIOCAM for Google docs 는 구글 문서에 사용자가 스냅샷 기

능을 사용하여 캡쳐한 이미지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oogle slide의 경우 Bjorn’s series 앱을 통해 제목을 디자인하거나, 이

미지를 픽셀화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나 유투브 영상을 구글 슬라이드에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기존의 구글 

코어 앱들의 자료제작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질 높은 교수학습자료 제작

을 지원한다. 

  ‘코어 앱 사이의 데이터 전환 지원 앱’은 구글 시트에 입력된 자료

를 손쉽게 구글 폼의 형식으로 전환해주거나, 구글 폼의 양식을 구글 문

서의 형식으로 바꿔주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Docs to 

form은 구글 문서에 입력된 텍스트를 쉽게 구글 폼의 양식으로, Form 

Maker는 구글 시트에 적힌 데이터를 구글 폼 양식으로 변환하여 준다. 

이와 같은 앱을 활용하면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에 대한 퀴즈를 

문서로 제작하여 쉽게 구글 폼으로 전환시켜,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퀴즈 양식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Populate docs 는 구글 폼의 응답 양

식에 입력된 데이터를 구글 문서의 형식으로 전환해 준다. 이 앱을 활용

하면, 교사 나 학생은 문서를 작성하는데 정해진 형식과 포함되어야 하

는 내용을 준수하며 질 높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화된 자료제작 지원 앱’은 데이터를 다이어그램, 차트, 간트, 

그래프 등의 시각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텍스트 혹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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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

사는 Awesome table을 활용하여 구글 시트에 기록된 데이터를 카드, 그

래프, 간트, 지도 등의 형태로 시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

다. 또한, Lucidchart Diagrams 앱을 활용하면 교사는 구글 시트, 문서, 

슬라이드에 직관적인 다이어그램, 플로우차트를 삽입할 수 있다. Organic 

Learning Resource의 앱은 마인드맵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 브레이밍 스토밍이 요구되는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 편집 지원 앱’은 스크린 화면을 녹화하거나, 비디오 

혹은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음성파일을 녹음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Screen record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며 수업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Hippo Video와 같은 앱을 

활용하면 비디오를 자르고, 붙이고, 자막을 삽입하는 등의 편집을 손쉽

게 할 수 있다. Cloud Audio Recorder의 앱을 활용하여 교사의 음성을 

녹음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도 있다. 특히, Powtoon의 경우 독특하

고 아름다운 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다른 사용자들이 함께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ucidpress는 멋진 

양식의 브로슈어, 전단, 뉴스레터, 잡지, 보고서를 쉽게 디자인하고 제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교수학습자료 제작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한 

G-suite 앱들은 교사가 인터넷 환경에서 학습자료를 손쉽게 그리고 질 

높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환

경에서 학습자료의 질은 학생 학습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

에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G-suite 애플리케이션의 많은 앱(약 170여개)

들이 자료제작 관련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세부 코드별로 활용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은 아래 <표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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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G-suite 교수학습 자료 제작 앱

구분 앱 목록

코어 앱의 내부기

능 확장 앱

Ÿ [Google form 기능 확장 앱] : Pics.io for Google form,

Pictographr, 123RF Stock Photos, Pictures and Emojis for

Forms, Dreamstime Stock Photos for Forms, Free Images for

Docs/Sheets/Slides 등

Ÿ [Google Docs 기능 확장 앱] : Doc tools, Table of contents,

Fun Text, Texthelp Study Skills, OKIOCAM for Google Docs,

Icons by Noun Project 등

Ÿ [Google Slide 기능 확장 앱] : Insert icons for Slides,

Photos To Slides, OKIOCAM for Google Slides, Slides

Toolbox, Adobe Stock, Bjorn's Series(THUMB-TOCS, Ticker

Studio, Pixelate and extra) 등

Ÿ [Google Sheet 기능 확장 앱] : Power tools, Merge Sheets,

Crop Sheet, TemplateTab by Alice Keeler, rowCall, Goal seek

등

코어 앱 사이의 데

이터 전환 지원 앱

Ÿ [Gmail 기반] : Automagical forms, (PDF→Google form) 등

Ÿ [Google Docs 기반] : Doc To Form, Form Builder for Docs

(⇒Google form), Ultradox(⇒PDF), Document Studio(⇒Google

Sheet, Google form)

Ÿ [Google Sheet 기반] : Autocrat(⇒PDF, Google Docs), Form

maker(⇒Form), Save as Docs, Form creator(⇒Docs) 등

Ÿ [Google Form 기반] : PDF Builder for Google Forms(⇒

PDF), Populate Docs(⇒Docs), Interactive Forms(⇒Google

slide) 등

시각화된 자료제작

지원 앱

Ÿ [다이아그램] : SmartDraw Diagrams, diagrams.net for Docs,

diagrams.net for Slides, Draw Diagrams, Superuser Tools,

Creately Diagrams 등

Ÿ [표, 그래프] : Yob - Graph Editor, Skill radar, Vizzlo –

Charts & Business Graphics, Infogram Charts for Google

Apps 등

Ÿ [지도] : Geocode by Awesome Table, mapping sheet 등

Ÿ [종합] : Lucidchart Diagrams, Awesome Table 등

미디어 콘텐츠 편

집 지원 앱

Ÿ [비디오] : Hippo Video, Screencastify Video Editor, Video

Recorder for Google Drive 등

Ÿ [이미지] : Photopea, PhotoStudio, Sketchpad 등

Ÿ [종합] : Lucidpress | Free Design Tool, Powto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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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학습 운영 관리 앱

  ‘교수학습 운영 관리 앱’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출석 관리’, ‘학

습 과정 관리’, ‘안내사항 알림’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활

용될 수 있다. ‘출석 관리 앱’인 QR Code Attendance for Classroom

은 출석 확인을 위한 모바일용 QR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는데, 학생이 QR코드를 통해 출석 데이터를 교사에게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는 구글 시트에 기록되어 교사가 학생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Classroom Attendance Tracker의 경우에는 COVID-19 유행병의 

원격 학습 중 학생 출석의 필요성으로 인해 개발된 앱으로, 자동으로 출

석 추적기를 만들고, 매일 참석자를 캡처할 날짜에 대한 일일 참석 양식

을 작성하고, 원하는 날짜에 Google 강의실 수업 일정을 정할 수 있는 

도구다. 이 앱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해당 날짜의 출석 탭을 매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업을 확인하여 출석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학습과정 관리 앱’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 관리를 용이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Class Reporter는 교사가 정한 수업, 공지사항, 문제 

및 과제와 학생이 완료했거나 늦게 또는 누락 된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Classroom Manager를 활용하면, 교사는 자신의 구글 클래스룸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한눈에 요약하여 보고, 관리

할 수 있다. Files Cabinet by Awesome Table 앱은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들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시각화하여 제시해주어, 교사가 학

생의 과제 제출 현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공지 알림 기능 앱’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인별 알림을 이메일로 

발송할 때의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여 학습과제 마

감일 등을 학생에게 알리거나, 학생들에게 구글 폼 링크를 발송할 때 활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orm Mule - Email Merge Utility 앱은 구글 

시트에 메일 발송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면, 학생들 모두에게 

각자 개인화된 이메일을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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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Form to Calendar는 구글 양식에 작성된 과제 일정이나 학생들이 

할 일들을 학생 각자의 구글 캘린더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Reports for Gmail은 학생의 학습결과 성적표를 개인화된 메시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량의 메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From to email은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구글 설문 링크를 학생들에

게 대량으로 발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교수학습 운영 관리 앱’은 교수자가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

는 운영 측면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활

용될 수 있는 앱의 목록은 아래 <표 25>과 같다.

<표 25> G-suite 교수학습 운영 관리 앱

  다) 교수학습 과정 지원 앱

  

  교수학습 과정 지원 앱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사-학생 혹은 학생-학

생의 의사소통 과정을 강화해줄 수 있는‘상호작용 지원 앱’, 교사들이 

협력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 교수 활동 지원 앱’, 학생들

이 학습 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관리해주고, 기본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습 곤란 지원 앱’,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과 함

께 협력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협동 학습 지

원 앱’으로 구분된다. 

  ‘상호작용 지원 앱’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개인화

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들이 서로 온라인 공간에서 실

구분 앱 목록

출석 관리
Ÿ Attendance Taker for Classroom, Classroom Attendance

Tracker, QR Code Attendance for Classroom & Employee 등

학습 과정 관리

Ÿ ClassReporter, Classright, rosterSync - Teacher Edition,

Classroom Manager, inactiveUserInventory, Files Cabinet by

Awesome Table 등

공지 알림 기능
Ÿ Mail Merge, Reports for Gmail, Form to Email, Any.do, Form

to Calendar, Form to Contacts 등



- 147 -

시간으로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CLASS-MON은 문제해결 기반학습(PBL)으로 설계되었는데, 학생들이 학

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교사가 확인하고 피드백을 즉각 제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Kaizena 또한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

을 교사가 음성,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관련된 수업과 연계하

여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Nearpod의 경

우 학생 참여형 수업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쌍방향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Nearpod을 통해 학생은 가상현실, 3D,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의사소통

을 지원하는 기능은 공개 질문, 설문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Chat Drive, real-time chat with Drive를 통해 학생들은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채팅을 활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

  ‘협력적 교수 활동 지원 앱’은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Ganntter 프로젝트 관리 앱을 활용하여 

교사들은 한 학기의 교수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개요를 차트화하여 관리하며 협업할 수 있다. Slemma는 팀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대시보드를 제공하는데,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결과를 대시보드에 종합하여 표시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

다. Smartsheet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용 대시보드로 과제, 일정, 협업 과

정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교사들의 협력적 교수 활

동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학습 곤란 지원 앱’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오류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언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

으로써 효과적 학습을 돕는다. 예를 들면, Spell Right는 학생들이 에세이 

과제를 작성할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오타나 문법적 오류들을 잡아준

다. PlagiarismCheck.org 는 문서 작성 시 학생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표절오류 문제를 감지하여 안내해준다. Translate+는 구글 문서에 구글 

번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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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협동학습 지원 앱’은 가상의 공간에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과 함

께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SketchUp for Schools는 학생들이 가상의 스케치북에 실시간으로 협력하

여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거나 하는 등의 꾸미기 활동을 지원한

다. Kami – PDF and Document Annotation은 구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교실 앱으로, 스캔한 PDF 파일을 공유하면, 학생들이 PDF파일을 

함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yViewboard는 윈도용 뷰보드

(viewboard for window)로 여러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공유하

고 저장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협동학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Collabrify Series(Flipbook, Map, Writer, KWL)는 학생들의 협동학습 지원

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학생들이 플릭북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작하거나, 마인드 맵을 함께 제작하거나, 문서를 공동 작성하거나, 

KWL차트(What I Know, What do I Wondered, What I Learned)를 협력

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G-suite 애플리케이션 중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G-suite 교수학습 과정 지원 앱

  

구분 앱 목록

상호작용 지원
Ÿ CLASS-MON, Kaizena, Nearpod, Chat Drive, real-time chat

with Drive 등

협력적교수활동지원
Ÿ Smartsheet, Slemma, ProjectSheet planning, Gantter 프로젝

트 관리 등

학습 곤란 지원

Ÿ [표절] : PlagiarismCheck.org, Unicheck, PlagiarismSearch 등

Ÿ [번역 ] : Translate+, Slides Translator 등

Ÿ [문법, 오타] : SpellRight, Outwrite (previously GradeProof),

Proofread Bot 등

협동학습 지원

Ÿ Pear Deck for Google Slides Add-on, SketchUp for

Schools, Kami - PDF and Document Annotation,

Sketchboard, myViewBoard, Collabrify Series(Flipbook, Map,

Writer, KW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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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수학습 평가 관리 앱

  교수학습 평가 관리 앱은 교수학습과정에서 ‘평가자료 제작 지원 앱’, 

‘평가 운영 지원 앱’,‘평가결과 활용지원 앱’으로 나타났다.

  ‘평가 제작 지원 앱’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수학습 과정 전·중·

후에 활용할 수 있는 퀴즈 질문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Form&Quiz maker는 구글 오피스 문서를 빠르고 쉽게 

퀴즈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사용된 질문들을 구글 스프

레드시트에 자동 저장하여 지속적인 퀴즈 문항 제작에 편의를 제공한다. 

Quiz Banker from New vision for Public Schools는 미국 3,675개 이상의 

주 시험문제를 문제 은행에 저장하고, 퀴즈 제작 시 손쉽게 퀴즈를 불러

와 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게 한다. Kuizical은 구글 폼으로 구성된 퀴

즈 질문을 랜덤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학

생들의 퀴즈 답에 대한 피드백을 문서 아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Choice Eliminator2는 문항에 대한 답 선택을 할당한 수에 따라 제한하

고, 할당된 수가 다 찬 경우에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스피드 퀴즈를 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Choice removal, Fast Form On/Off 등은 평가 문항을 

관리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평가 운영 지원 앱’은 학생들이 평가를 안내받고, 평가를 진행하

고, 평가결과를 받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Super Quiz는 구글 폼 기반의 퀴즈 문제를 학

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정답 키를 활용하여 퀴즈를 완료하고, 제

출된 응답들은 자동으로 채점되어,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교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Mastery Quiz는 학생들이 퀴

즈 문제를 규정된 숙달 수준 이상 맞출 때까지 문제 은행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계속 적으로 퀴즈를 수행하게끔 안내한다. 만일 학생들

이 규정된 숙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습에 대한 지원을 안내받은 후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 Form Timer, Quilgo, Choice Limit –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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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과 같은 앱은 학생들의 응답 가능 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동시에 평가를 진행할 수 있

도록 안내하거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Magic 

Classroom import 나 Slideshow Evaluator 등의 앱들은 학생들의 평가결

과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결과 활용 지원’앱은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성취 결

과에 대해 보상하고, 평가결과를 알림, 평가결과를 통한 학습활용과 같

은 기능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Gradebook 앱은 구글 클래스룸과 

통합하여 학생의 전체 점수를 계산할 방법을 지원하고, Google docs에 

학생 성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해준다. OrangeSice : Teacher Rubric은 

교사가 쉽게 루브릭을 선택하고 분석해주거나, 루브릭을 백분율 혹은 포

인트 등급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교사는 이 앱을 활

용하여 학생의 성적을 쉽고 전문적인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교사는 학생에게 보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된다. 

BadgeU는 학생의 학습 성취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배지를 제작

하고 분배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agic Digital Badges는 스프레

드시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할 배지를 만들어 할당해줄 수 있도

록 돕는다. 평가결과를 교수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혹은 교사에게 알

림을 줄 수 있는 기능을 Form Publisher-Approval Workflow, Form 

Notification, Email notification for Google forms 앱들이 제공하고 있기

도 하다. 또한, 평가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Oragneslice 

: Student Rubric는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서로 검토하

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G-suite 애플리케이션 중 교수학습 평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은 아래 <표 27>과 같다. 이상 분석된 G-suite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를 도식화하면 <그림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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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G-suite 교수학습 평가 관리 앱

<그림 27>. G-suite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 분석 요약

구분 앱 목록

평가 제작 지원

Ÿ [평가 문항 제작] : Form&Quiz Maker, Quiz Banker from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Bjorn's Quiz Decks Studio,

FormMaker Question Bank, kuizical - Create retrieval written

& MCQ quizzes 등

Ÿ [평가 문항 관리] : Choice removal, Fast Form On/Off,

Choice Eliminator2

평가 운영 지원

Ÿ [평가과정] : Online Rubric, Super Quiz, Mastery Quiz,

JoeZoo Express 등

Ÿ [평가 환경] : Form Timer, Quilgo, Choice Limit – Form Limit 등

평가결과 활용 지원

Ÿ [결과 종합] : Grade Reports, Gradebook, ImExClass,

Magic Classroom Import, Slideshow Evaluator 등

Ÿ [결과 분석] : OrangeSlice: Teacher Rubric, EZ Query,

SurveyLegend, Advanced Summary by Awesome Table 등

Ÿ [결과 알림] : Form Notifications, Access Request Form 등

Ÿ [성취 보상] : Magic Digital Badges, BadgeU, Certify'em 등

Ÿ [학습에의 활용] : OrangeSlice: Student Rubri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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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앞선 구성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는 

개발 방향과 개발원리를 고려하여 선행 e-포트폴리오 설계 및 개발연구

에서 도출한 ‘검사 및 진단 기능’, ‘관리 기능’, ‘성찰 기능’, 

‘표현기능’, ‘공유 및 상호작용 기능’, ‘리파지토리 기능’을 중심

으로 설계를 기획하였다. 피지컬 리터러시의 기록 도구들에서 도출한 구

성요소인 ‘평가도구’,‘대시보드’,‘가이드’는 ‘검사 및 진단기

능’,‘관리 기능’의 세부 요소로 활용하고, G-suite 애플리케이션 분석

을 통해 도출한 기능요소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이 작동하

도록 하는 데 활용되도록 설계하였다. 구성요소 영역별로 포함될 세부기

능은 아래 <표 28>과 같다.

  ‘검사 및 진단 기능’을 통해서는 학생의 현재 운동소양의 모습과 운

동향유, 체육학습 경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부 구성요

소로는 체육오성지수 검사, PAPS 검사, 스포츠 향유 추적하기, 체육학습 

경험 추적하기를 포함하였다. 체육오성지수 검사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운동소양 모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의 운동향유를 확인하

기 위해 스포츠 하기 15+ 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향유한 스

포츠 체험을 추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초·중·고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PAPS(학생건강체력검사)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체력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더불어, 학생이 자신의 

과거 체육수업 경험을 되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체육수업

을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담긴 신체활동을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중

심으로 분류·제시하여 초등 체육 학습경험을 학습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세부기능은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메시지를 제

공하고, 검사 및 진단결과를 자기 성장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 기능’을 통해서는 학생의 체육교수학습 과정과 운동소양 성장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부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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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 LMS(학습관리시스템), 대시보드, 보상 시스템, 가이드 시스템, 

트래커(Tracker)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통합 LMS 시스템은 체육 교수학

습 전·중·후의 교수학습과정을 설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교사는 통합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고, 학생의 성취를 

확인하고자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

해 줄 수 있도록. 학생은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 여정을 

나아가고, 교사가 제시한 학습과제를 수행하며 학습 목표를 성취해나가

며, 학습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학습 성취를 확인하고자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시보

드 시스템에서는 교사는 학생의 교수학습과정을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과

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상 시스템은 학생들의 성취

를 LP(Literacy Point), Badge, Certificate와 연결하도록 설계하여, 학생들

이 보다 높은 동기 수준으로 교수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가이드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을 안내

해주도록 설계하였고, 트래커(Tracker) 시스템은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성찰 기능’에서는 학생이 운동소양 여정에서 자신의 운동소양과 체

육학습 경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성찰 기능은 주로 

학생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에 관한 성

찰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 구성요소로는 스포츠 향

유 리뷰 하기, 스포츠 자서전 쓰기, 나의 스포츠 특성 생각하기, 나의 체

육 일언 소개하기 등을 포함하였다. 성찰 기능요소의 주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세부 요소들에 대해 질문을 제공하였

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성찰의 결과를 자신의 포트폴

리오 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현기능’은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을 자신의 특성에 맞게 다양

한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생이 이미지,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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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gif 등의 다양한 파일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운동

소양의 독특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편집 기능을 부여하였다. 표현  

기능의 세부 구성요소로는 학생이 운동소양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

신의 마이 프로필 페이지에 MY Best 스포츠 비디오, 스포츠 아트 갤러

리, 나의 스포츠활동, 내가 좋아하는 체육 일언, 나의 운동소양 그래프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였다. 

  ‘공유 및 상호 작용 기능’은 초·중등 교사들이 서로의 체육수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중등학생이 나의 운동소

양 여정을 e-포트폴리오에 게시하는 활동을 친구들 혹은 교사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부 기능요소로는 교사용 

포럼형식의 블로그를 설계하여 초·중등 교사들이 자신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구 맺기 기능과 댓글 기능을 통해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친구들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리뷰 하기와 RSS 구독 기능을 활용한 피드 페이지를 통해 다

른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댓글을 달며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반별 그룹용 블로그를 추가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만들기 활동을 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설

계하기도 하였다. 

  ‘리파지토리 기능’은 전체 구조 차원에서 앞서 제시한 구성요소와 

모두 호환되는 기능으로, 각 기능에서 기록되는 데이터들을 저장·보관

하고 언제든 검색하여 불러오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리파지토리 기능은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의 Google 

Drive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수학

습과정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된다. 학생들의 모든 학습 과정과 

결과는 학생의 개인 Google drive의 Classroom 폴더에 자동으로 누적·

기록된다. 교사는 교수학습자료 제작에서 Google form, sheet 등의 

Google 코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 G-suite 계정과 연동된 교

사의 개인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기록된 자료를 관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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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획단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별 세부 구성요소

   

  5) 초기 기획단계 스토리보드

  앞선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개발 

방향과 개발원리 그리고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초기 기획단계의 스토리보

드를 작성하였다. 스토리보드는 제작에는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키노

트, 스케치, Axure등의 프로그램이 사용되는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스토리보드 제작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였다. 스토리보드는 개요, 사

이트 맵, 사용자 플로차트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는데 세부적인 디자인 요

소들은 제외하였다. 일반적인 웹사이트 제작에서 스토리보드는 웹사이트 

기획자와 개발자의 상호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데, 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의 구성 목적이 연구자가 개발할 프로토타입의 

기초가 되고, 프로토타입의 세부기능의 활용성과 적합성에 관한 내부평

가의 활용에 있음을 고려하여 디자인적인 요소는 스토리보드에서 제외하

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초기 기획단계의 스토리보드의 개요는 <표 

29>와 같다. 

구분 세부 기능 요소

검사 및 진단기능
Ÿ 체육오성지수 검사, PAPS 검사, 스포츠 향유 추적하기,

체육학습 경험 추적하기 등

관리 기능
Ÿ 통합 LMS(학습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보상 시스템, 트래커

(Tracker) 시스템, 가이드 시스템 등

성찰 기능
Ÿ 스포츠 향유 리뷰하기, 스포츠 자서전 쓰기, 나의 스포

츠 특성 생각하기, 나의 체육일언 소개 하기 등

표현기능

Ÿ 마이 프로필 페이지(My Best 스포츠 비디오, 스포츠 아

트 갤러리, 나의 스포츠 활동, 내가 좋아하는 체육 일언,

나의 운동소양 그래프 등)

공유 및 상호작용기능
Ÿ 그룹별 블로그, 친구 맺기, 교사용 블로그, RSS 피드

(feed) 페이지, 구독하기 기능, 댓글 달기 등

리파지토리 기능 Ÿ Google Drive, 호스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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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획단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 : 개요

계정 G-suite for Education 계정

형태 혼합형(구글 클래스룸, Blogger, Wordpress)

주요

메뉴

Ÿ 나아가기

: 온라인 체육학습의 공간으로 학생의 운동소양 모습을 진단하고 운동소양 성장을 위

한 여정을 나아가기 위한 온라인 교수학습과정이 이루어지는 곳.

Ÿ 향유하기

: 스포츠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 해보는 체험의 공간

Ÿ 쌓아가기

: 학생은 각자의 운동소양 여정에서 성장의 모습과 성찰을 블로그에 기록.

Ÿ 대시보드

: 학생의 체육학습과정과 운동향유 체험의 과정, 학생들의 개인 블로그 페이지에 적힌 기

록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하

위

메

뉴

나

아

가

기

Ÿ 진단 및 검사하기

: 체육오성지수 검사, PAPS 검사, 스포츠 향유 추적하기, 체육학습 경험 추적하기)

Ÿ 체육수업 나아가기

: Google classroom을 활용, 각 학급 원격 체육수업 공간으로 연결

Ÿ 운동소양 여정 Drive

: 학생 각 개인이 소유한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클래스룸에서의 활동이 자동으로 누적·

기록됨. 또한, 검사 및 진단 도구를 통한 자신의 운동소양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들을 누적하여 저장해 두는 공간.

향

유

하

기

Ÿ 스포츠 향유 체험코드

: 워드프레스의 Learnpress 플러그인을 활용, 스포츠 향유 방법을 안내하는 수업 게시

Ÿ 스포츠 향유 체험카드

: 웹 카드 형태로 제작된 스포츠 향유 목록을 제시, 학생들은 목록중에 관심있는 향유

거리를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음

Ÿ 스포츠 향유 기록카드

: 나의 스포츠 향유 체험을 카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보관.

Ÿ 스포츠 향유 게시판

: 스포츠 팟 캐스트, 스포츠 아트갤러리 등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게시하는 공간

쌓

아

가

기

Ÿ 나의 여정 쌓아가기

: 학생 각자의 독특한 운동소양의 성장 모습과 성찰을 프로필 페이지, 자서전, 체육학

습 성장일기, 스포 향유 일기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

Ÿ 함께 쌓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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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의 개요를 바탕으로 구성한 

사이트맵은 <그림 28>과 같다. 활용 플로차트는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로 

구분하여 <그림 29>와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28>. 기획단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 : SITE MAP  

: 학급별 블로그 페이지로, 친구들의 블로그 피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

Ÿ 교사 포럼형 블로그

: 교사들이 초·중등 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서로의 체육수업 실

천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대

시

보

드

Ÿ 나아가기 관리 대시보드

: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과정과 결과물을 관리

Ÿ 쌓아가기 관리용 블로그

교사용 블로그로 연결, 학생들의 블로그 게시 활동을 RSS 구독 기능을 활용하여 관리

Ÿ 향유하기 관리보드

스포츠 향유 코스 수업 및 스포츠 향유 체험카드 관리, 학생들의 스포츠 향유 체험에

관한 기록카드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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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기획단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 : 학생/교사 플로차트

 다. 형성평가 단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형성평가 단계에서는 기획단계 초기 스토리보

드를 토대로 연구자가 e-포트폴리오 초기 프로토타입인 ver 1.0.0을 제작, 

동료 연구 참여교사와 함께 초기 사용성에 관한 내부평가를 진행하였다. 

초기 사용성 평가는 연구 참여교사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초기 사용성 평가를 통해 분석된 시스템 활용성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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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항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소양 e-프로토타입을 개선하였다. 

  소집단 평가에서는 개선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인 ver 2.0.0을 활용

하였다. 소집단 평가에서는 중학교 1학급, 초등학교 1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고 연구 참여 

학생을 유목적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

해 도출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

하고, 개선요구 사항을 수정한 최종적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세부적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형성평가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형성평가 절차

 

초기 스토리 보드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 Ver 1.0.0 ∼
↓

초기 사용성 평가
대상 연구 참여교사 6명(중등교사 3명, 초등교사 3명)

목적 및 방법
목적 : 시스템 활용성 및 개선사항 검토

방법 :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평가내용

<개선 요구사항>

1. Blogger의 높은 표현 난이도로 인한 낮은 활용성

2. 통합형 웹페이지로의 개선요구

3. 구글 클래스룸 LMS 시스템 개선요구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 Ver 2.0.0∼
↓

소집단 평가
대상 초등학교 6학년 1학급, 중학교 1학년 1학급

목적 및 방법
목적 : 파일럿 테스트

방법 : 학생 및 교사 심층 면담

평가내용

<개선 요구사항>

1. 학습활동 안내의 시각화

2. 모바일 친화적 환경

3. 시스템 환경(사이트 속도) 개선

4. 보상시스템의 개선
↓

최종 프로토타입 : ‘SJ folio’ (Sport Journey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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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 사용성 평가

  초기 사용성 평가에는 초등학교 교사 3명과 중학교 교사 3명이 참여하

였다. 내부평가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참여교사의 전

문성은 구글 클래스룸 활용능력, 블로그 활용능력, 체육수업 전문성, 운

동소양 이해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참여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은 

최초 연구 참여자 선정 시 간단한 질문 및 연구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성 수준을 통해 파악하였다. 

<표 31>. 내부평가 참여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

  초기 사용성 평가에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 ver 1.0.0인 

이전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한 스토리보드와 함께 주요 기능의 모습을 보

순번 구분 이름

구글

클래스룸

활용능력

블로그

활용능력

체육수업

전문성

운동소양

이해도

1 초등 신OO

중 상 상 중
(개인 블로그 운

영 경험 多 -

네이버 블로그)

6학년

체육담당교사

2 초등 장OO
상 중 상 중

(학교 구글클래

스룸 담당교사)

초등 체육업무

담당교사

3 초등 이OO
중 상 중 중

(개인 블로그, SNS

운영 경험 多)

4 중등 장OO

상 중 상 상

(학교 구글클래

스룸 담당교사)
경력 4년

(인문적 체육프

로그램 운영 경

험 풍부)

5 중등 이OO
중 중 상 중

경력 13년

6 중등 이OO

중 상 상 상
(개인 블로그 운

영 경험 多 –

네이버 블로그)

경력 7년
(인문적 체육프

로그램 운영 경

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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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연구자

는 내부평가를 위해 사전에 스토리보드를 연구 참여교사와 이메일로 공

유한 이후, 장가중학교 인근 카페에서 그룹 토론을 약 40분가량 진행하

였다. 그룹 토론은 연구자가 스토리보드와 문서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프

리젠테이션을 진행한 이후, 각자 자유롭게 평가의견을 나누었다. 

  내부평가를 통해 발견된 평가결과는 ‘Blogger의 높은 표현 난이도로 

인한 낮은 활용성’, ‘통합형 웹페이지로의 개선 요구’, ‘구글 클래

스룸의 LMS 시스템 개선요구’로 나타났다. 

  먼저, ‘Blogger의 높은 표현 난이도로 인한 낮은 활용성’ 측면은 

Blogger의 장점인 높은 자유도로 인한 높은 표현 난이도가 학생들이 

Blogger를 활용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비록, Blogger를 개설

하고 글을 게시하는 과정은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여 연구 참여교사들

은 학생들의 초기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시각화하기 위한 Blogger의 표현기능을 활용하

기에는 Blogger의 높은 자유도가 학생들에게는 장애로 인식되어 활용도

가 낮을 것이라는 평가였다. Blogger는 사용자가 블로그 페이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블로그 테마를 커스터마이징 함에 있어 높은 자유도를 부여

하고 있어 나만의 블로그를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초·중등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자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샘플을 연구자의 블로그에 구현하였

고, 연구자의 테마를 교사들에게 공유하여 Blogger의 표현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체험의 과정에서 교사들조차 표현기능 활용

에서의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사들이 연구자가 공유된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몇 가지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활용하여 

샘플과 같이 구현할 수 있게 안내하였지만, 테마 설치 방법이 꽤 복잡 

한데다가 테마 설치 이후에는 따로 사용자 정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부

분들이 존재하다 보니 연구자가 설치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고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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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게� 잘� 활용하기에는� 나도� 그렇고� 애들한테� 너무나� 어려워.� 단순히� 포스트를� 게

시하는� 건� 애들도� 가능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너가� 설명한� 것처럼� 수행과제를� 가지

고� 포트폴리오를� 디자인하게� 하려면� 지금� 애들�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듯…� 애들이� 사용하려

면�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할� 것� 같다.� 구글� 클래스룸도� 어려워서� 버벅이는� 아이들이�

있자나.� 더�쉬워야�해.�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27-FGI)

…� 테마를�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 까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미리� 작성한� 글을� 잘� 표

현하려면� 또� 해야� 하는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너무� 기능이� 많아서� 어떤걸� 손대야� 할지...�

성인인� 저도�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이�잘�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저도�도전해보다가� 너무� 손댈

게�많다�보니까�아� 이건�내가�할게�아니구나�싶은거에요(웃음)…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27-FGI)

  다음 ‘통합형 웹페이지에 대한 요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평가였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이 혼합된 형태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는 활동을 다소 복잡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분절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Google Classroom과 블로그 그리고, 운동소

양 향유 웹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한 형태인 새로운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이 통합형 웹사이트 한 공간에서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위해 나의 운동소양을 탐색해보는 학

습 활동은 물론, 블로그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표현하는 활동, 

운동소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 하는 체험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만 활용성이 높을 것이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올해�원격수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아이들은�조금만�복잡스러운� 것� 같으면�금방�포기해버

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구글� 클래스룸,� 블로거� 그리고� 웹

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공간에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이들은�

엄청�복잡하게�생각할�것�같거든요.� 저도�사실�좀� 복잡해�보이더라고요(웃음).� 아이들�질문이�

쏟아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에요.� …�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능을� 한군데로�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링크를� 타고� 타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버

거워하거든요.�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0827-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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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야기한� 운동소양이라는게� 통합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포트폴리오

를� 만드는� 활동도� 통합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 같은.� 뭐랄까.� 여기서� 이거하고� 저기서� 저거

하고� 하면� 아이들은�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 …� 체육수업과� 향유하기� 수

업이� 지금� 둘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자나?� 그럼� 아이들이� 일반적인� 체육수업.� 그니까� 뭔가�

움직이는� 수업.� 그거랑� 영화보고�다큐보고� 하는� 향유하기� 수업.� 이� 둘을� 다르게� 생각하게�되

는.� 아이들이� 이� 둘을� 같은� 결에서� 생각해야� 보다� 운동소양이라는� 개념과� 맞지� 있지� 싶은

데...� 그러려면�이은솔�선생님�말씀처럼�한�곳으로�최대한...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0827-FGI)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선요구’는 Google Classroom 

기반의 LMS 시스템이 다소 제한적이다는 교사들의 인식에서 출발하였

다. 특히 장가중학교 참여교사들은 Google Classroom을 활용하여 원격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현재 Google Classroom의 LMS 시

스템의 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Google Classroom의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물밀 듯이 밀려오는 학습 활동의 홍수 속에서 몇몇 학생들

이 미아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Google Classroom에

서 수업이 계속되어 업데이트 피드가 밀리게 되면 아이들이 지난 차시의 

학습 활동을 찾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오늘 업데이트된 학습 

활동을 당일에 모두 완료하지 않고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게 진행하다 

보니, 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수업들의 풍요에서 미아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원격수업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미숙하다 보

니 원격수업 참여에서 학생들의 낮은 학습 동기를 경험하였다고도 말했

다. 그들은 학생들의 낮은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에 보상 시스템이나 이벤트 등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 그들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얻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학습 활동을 이벤트를 통해 시상하는 등의 보상 

체계가 있다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고취될 것으

로 예상했다. 

…� 저희는� 모든�체육수업을�구글� 클래스룸으로�진행해오고�있거든요.� 초등학교도�그런가?� …�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밀리고� 밀리다가� 미아?� 미아가� 되어버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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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거야.� 전화로� 어디�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줘도� 아이들이� 찾기� 어려워하고.�

구글� 클래스룸이� 출석이라던가� 학습관리� 측면에서� 너무� 단순하달까...� 좀� 시각적으로� 수업이�

보여지고,� 출석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야...� 그런� 부분들이� 아쉬

운...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0827-FGI)

…� 저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은� 문상이면�

환장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걸고.� 이벤트� 같은걸로� 해서.� 유인한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만드

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원격수업에� 워낙� 애들이� 비적극적이니까.� 컴퓨터�

만지기� 좋아하는� 애들은� 이� 활동을� 지금보다� 좋아할� 것� 같은데.� 좀� 복잡해보일� 수도� 있으니�

더� 강한� 보상체계?� 이런게� 있어야� 방금� 아까� 이희망�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 불쌍한� 미아들

도�참여하게�되지�않을까...�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827-FGI)

  2) 소집단 평가

  소집단 평가는 장가중학교 1학급, 안가 초등학교 1학급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초기 사용성 평가에서 도출한 개선요구사항을 수정한 프로토

타입인 통합형 형태의 웹사이트(www.sports-journey.com)의 기능을 활용

하여 학습 활동에 참여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는 약 1주 정도 진행되었는

데, 테스트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초등교사 1

명과 중등교사 1명을 각각 심층 면담하였다. 또한, 파일럿 테스트 학급 

학생 중 원격수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본인의 테크놀러지 활용능력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 자신의 의사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

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파일

럿 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개선요구는 ‘학습 활동 안내의 시각화’, 

‘모바일 친화적 환경’, ‘시스템 환경(사이트 속도)’ 개선, ‘보상 시

스템 개선’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습 활동 안내의 시각화 요구’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 안내

를 텍스트의 형태로 접하였을 때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 

중심의 학습 활동 안내는 많은 양의 텍스트로 인해, 학생들이 다소 복잡

하게 인식하거나 부담감을 느끼고도 있었다. 그들은 영상이나 이미지로 

학습 활동이 안내되는 경우가 더욱 직관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어떻게 진

http://www.sports_jou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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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스트로 적힌 학습 활동 안내

는 읽기가 매우 번거로운 뿐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

했다. 많은 양의 텍스트는 마주하자마자 부담감을 주고, 학습을 시작하

고조차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동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초·중등학생들의 

특성이 그들이 텍스트 중심의 학습 활동을 어렵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은.� 교사가� 직접� 음..�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교사가� 직접� 단계를� 소개하는� 영상??� 선생님이� 직접� 나오는.� 목소리가� 되었던� ...� 선

생님이� 단계단계� 소개해주는� 영상이나� 음성파일만� 있어도� 아이들은� 훨씬� 몰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다� 알아요.� 선생님이� 이걸� 공을� 들였는지� 아닌지.� 편하게�

글로만�안내하면�애들은�금방�따분해해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903-PI)

좀� 더� 따라� 하기� 쉽고.� 영상이� 더� 나은� 거� 같아요.� 글자는� 계속� 읽고� 따라� 해야� 하니까.� 많

은� 글을� 보기만� 해도� 하기가� 싫어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영상은� 계속�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계속� 설명해주시면� 어려운점이나� 단점이나�

이런�건� 없을�것�같은데...�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04-PI)

  ‘모바일 친화적 환경 요구’는 다수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의 웹페이지와 학

습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Ver 2.0.0에서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 제작 활동에 대한 가이드 비디오를 학생에게 제공하였으나, PC 

기반의 영상이다 보니 학생들은 모바일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

고 있었다.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 모두에 익숙한 학생들 몇몇은 PC 기

반의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다수의 학생은 PC 환경보

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기에 가이드 비디오를 보고 학습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컴퓨터� 접속이� 아무래도� 아이들은� 좀� 어려운� 것� 같

은.� 휴대폰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 컴퓨터를� 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접근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 아이들

이� 직관적으로만� 배웠지� 정식적으로� 컴퓨터를� 배워본� 적은� 없어서.� 직관적으로� 아이들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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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어야�하는�것� 같아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0903-PI)

PC� 버전으로�설명된�영상은�너무� 어려웠어요.� 노트북으로�영상�켜놓고�폰으로�하면..�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몰라서...� 모바일� 버전으로� 영상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애들도� 다� 폰으로�

해요.� 클래스팅도�폰으로�하거든요

(심샛별,� 안가초�학생�면담,� 200904-PI)

  ‘시스템 환경(사이트 속도) 개선 요구’는 사이트 접속 및 페이지 이

동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학생들의 평가였다. Ver 2.0.0의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가 해외 Wordpress의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작되다 보

니, 사이트의 속도가 국내 서버에 비해 다소 느린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

들은 이를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몇몇 학생은 사이트 속도가 너무 

느려 접속이 어렵다는 문의를 파일럿 테스트 담당 선생님에게 보내오기

도 했다. 빠른 사이트 속도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해외 서버 기반의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서버가� 조금� 이상한� 거� 그런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

아요.� 초반에요.� …�가끔�안들어가지고.� 사이트가�속도가�너무�느려서�조금�답답했어요.�

(황한별,� 장가중�학생�면담,� 200904-2차)

…� 아이들이� 접속이� 안된다고� 여러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라고� 했는데.� 부

장님만�이유를�아시니까...� 속도가�좀� 느렸다고� 투덜대는�애들도�있었는데�그냥�기다리라고만�

했어요(웃음).� 아이들이�사용하는�사이트�보다�속도가�좀�느린가보더라구요.�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0903-2차)

  ‘보상 시스템 개선요구’는 Ver 2.0.0의 보상 시스템 체계인 포인트, 

배지, 인증서 이외에도 포인트를 통해 스포츠에 관련된 상품을 교환 받

거나, 문화상품권 등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포인트가 몇 등

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른 친구들과 학습 활동 참여를 

경쟁하다 보면 본인이 높은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현의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친구들이 보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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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감을 느끼는 것을 큰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포인트�같은�것을�줘서�하는�것도�나쁘지�않은�것� 같은데.� 체육�좋아하는�애들�많으니까.� 체

육용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집에� 공이나� 그런� 거� 나두기� 그러니까.� 막� 공을� 사주지도� 않

고.� 별로� 안사니까.� 공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체육시간에� 하는� 스택스� 컵이나.� 줄넘기나� 그

런�것들�괜찮을�것� 같아요.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04-2차)

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로그(log)

  본 절에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제작했

던 프로토타입 ver 1.0.0이 형성평가 단계와 개발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과정을 개발 로그(log)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발 로그(log)란 개발

자가 자신의 개발과정을 시기에 따라 기록해둠으로써, 다른 개발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료이다. 후행 개발자들이 관련 개발 로그를 찾아 확인

하면, 개발을 위한 필요요소를 탐색할 수 있거나 선행 개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연구자의 개발과정에 

따른 개발 로그는 아래 <표 32>와 같다. 

   연구자는 최초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작성한 알파 프로토타입(Alpha 

prototype)인 ver 1.0.0의 세부기능들을 구현해 나가며 실행 가능한 프로

토타입인 베타 프로토타입(Beta Prototype)인 Ver 2.0.0으로 개발시켜 나

갔다. 프로토타입을 Jones&Richey(2000)는 크게 시각적 프로토타입

(Scope/Visual Prototype)과 실행 가능한 프로토타입(Executable Prototype)

으로 크게 구분한다. 시각적 프로토타입 중 알파 프로토타입(Alpha 

Prototype)이란 대게 프로토타입의 초기 버전으로 형식, 탐색창, 메뉴, 그

래픽 등을 설명해둔 것을 말한다(Appleman et al., 1995; Law et al., 

1995; Yang, 1995). 베타 프로토타입이란 기본적으로 파일럿 테스트 혹은 

연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형태로 기능적으로 완성이 된 프로토타입을 

말한다(Appleman et al., 1995; Yang, 1995).

  연구자는 각 세부기능을 구현하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베타 프

로토타입의 형태로 개발해나갔다. 개발과정은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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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발 및 구현 난이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이 소요되었다. 전체 개

발과정에서 운동소양 향유 가이드 페이지가 Wordpress를 통해 구축되고 

나서부터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이 가능한 베타 프로토타입의 성격을 갖

추게 되었다. 연구자의 사전 Wordpress 활용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개발에 4주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실행 가능한 베타 프

로토타입의 형태를 갖춘 이후 소집단 평가를 진행하였고, 발견된 개선요

구를 반영하고자 구축 환경(테마)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구축환경에서 개

선된 형태인 최종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세부 메뉴들을 구현해 나갔

다. 9월 초 최종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였고, ‘여정 시작하기’프로그램

을 구상하여 9월 첫째 주부터 6주간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로그(log)

VER 소요 기간 설명

1.0.0 3주 Ÿ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 개발(알파 프로토타입)

1.1.0 1일 Ÿ 체육오성지수 검사 진단 기능 구현

1.2.0 7일 Ÿ 스포츠 향유 체험카드(다큐멘터리, 영화, 웹툰, 만화 제작) 개발

1.3.0 1일 Ÿ 스포츠 향유 기록카드 구현

1.4.0　 1일 Ÿ 스포츠 향유 트래커 구현

1.5.0 3일 Ÿ Blogger 가이드 페이지 구현

2.0.0 4주
Ÿ 스포츠 향유 가이드 페이지(Wordpress) 개발 완료 및 혼합형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베타 프로로타입) 구축

2.1.0 3일 Ÿ 스포츠 향유 게시판 구현

2.2.0 3일 Ÿ 워드프레스 테마 변경(Wplms→Eduma)

2.3.0 1주 Ÿ SJ 포트폴리오 메뉴 구현

2.4.0 1주 Ÿ Learnpress를 활용한 여정 나아가기 코스 구현

2.5.0 3일 Ÿ 여정 NAVI 메뉴 구현

2.6.0 1일 Ÿ 여정 게시판 구현(P’S 블로그, 스포츠 아트 갤러리 등)

2.7.0 1일 Ÿ SJ 대시보드 메뉴 구현

2.8.0 -　 Ÿ 최종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베타 프로토타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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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연구결과 1 요약정리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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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영 

  가. 구성 환경

  

  본 절에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구성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어떤 환경에서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을 기록

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성 환경은 참여환경, 

제작환경, 작동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환경으로는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사가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소유

하는 것을, 제작환경으로는 웹사이트 형태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구

축을 위해 활용된 Wordpress를, 작동환경으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해 활용되는 G-stuie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였다. 

    1)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환경 : G-suite for Education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 증진을 위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교사

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G-suite 계정이라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

다. G-suite는 Google Cloud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환경에 사용

자가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을 제공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

스템 환경에서의 사용자 활동은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는데,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운동소양 여정에서

의 발자취를 데이터화 하여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었다. G-suite 

계정을 신분증으로 소지한 학생과 교사는 학생 운동소양 여정에서의 발

자취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G-suite 구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자는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개설하고 Google service 팀에 학교기관 인증을 요청하였다. 학교

기관이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소유하려면, Google에 비영리 기관

인 학교기관임을 인증하기 위한 몇 가지 서류들을 보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 <표 33>과 같다.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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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loud Support 팀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

으나, 미국과는 다소 다른 교육환경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그림 31>. 그러던 중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COVID-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학교 수업의 원격수업으로 전환 현상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의 G-suite 구성 환경을 단번에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표 33>. G-suite for Education 계정 승인을 위한 서류

<그림 31>.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승인받기 위한 소통과정

 

  2020년 4월 9일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을 교육부

가 발표한 이후, 온라인 개학에 활용될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룸, e-학습터, Google Classroom의 다양한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순번 필요서류
1 교육기관의 공식 웹사이트(Official websit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2
기관의 교육 현상을 기술한 공식적인 승인문서(Institution's official

accreditation document stating educational status)

3

비영리 기관임을 증빙할 자료(Proof of nonprofit status)

Ÿ [US] 고용주 ID/연방 세금 ID번호 또는 501(c) 3 상태 증명(Employer

ID/Federal Tax ID number or proof of 501(c)3 status)

Ÿ [Non-US] 비영리 기관임을 기술한 공식문서(Official document stating

non profit status)

4

신청자 이름, 연락 이메일과 교육기관에서의 직위, 역할, 소속(Your name,

contact email (not related to G Suite account) and title/role/affiliation with

your educa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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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은 Google Classroom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일괄 개설하고 Google의 

승인을 받아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그림 32>. 각 학교는 모두 G-suite 

계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학교별 관리자는 G-suite 관리자 계정

을 활용하여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G-suite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모

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G-suite 계정이라는 신분증을 소지하게 됨으로써, 

Google Cloud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생태

계<그림33>가 구축되었다.

  

<그림 3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일괄 G-suite 계정 구축 관련 공문

<그림 33>. 서울특별시교육청의 G-suite 조직 생태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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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제작환경 : Wordpress

  최종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제작은 웹사이트 환경에서 이

루어졌다. 웹사이트 제작은 Wordpress(www.wordpress.com) 서비스를 이

용했다. Wordpress는 웹사이트를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테마

와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로 활용되는 웹사이트 제작용 서비스는 크게 Wordpress와 

Wix인데, Wordpress는 세부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지니고 있다는 높은 활용성으로 인해 웹사이트 제작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초보 웹사이트 제작자의 경우 초기의 높은 사용 난이도로 

인해 Wix 보다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외 다수의 웹사이트 제작에 Wordpress가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

는 테마와 플러그인들이 제작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Wordpress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제작환경으로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작환경 구축을 위해 활용한 호스팅 환경, 테

마, 주요 플러그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호스팅 환경

  호스팅이란 웹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웹상의 공간을 임대 해주는 서비

스이다. 호스팅 서비스는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용방식과 주 사용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가비아 라이브러리, n.d). 

호스팅 서비스에 따란 분류는 아래 <그림 34>와 같다. 연구자는 G-suite 

클라우드를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웹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 웹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에서 활용된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 프로토타입 ver 2.0.0은 해외 워드프레스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국내 서버 기반이 아니다 보니 PC로 사이트 접속시 사이

트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자는 최종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을 국내 웹 호스팅 환경에서 설계하

http://www.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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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제작환경 구축을 위해 활용된 웹 호스팅 

서비스의 사양 정보는 아래 <표 34>와 같다.

<그림 34> 호스팅 서비스의 분류(가비아 라이브러리, nd)

<표 34>.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 사양

  나) 테마

  워드프레스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른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다

양한 테마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목적에 맞는 테마를 

찾아 다운로드 받고, 설치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웹

사이트 초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워드프레스에서 교육용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테마는 2020년 10월 5일 현재 224개가 있는

데, 연구자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구매하고 높게 평가한 세 개의 대표 

테마를 구매하여 사용해보고 최적의 테마를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활용

해본 테마는 Masterstudy, Wplms, Eduma 였고, 최종적으로는 Eduma 테

서비스명(구분) 사양
하드용량 4G
트래픽용량 6.5G
DB 서버 공간 내 무제한 (PHP 7.x : MariaDB / 그외 : MySQ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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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선정하였다.

  세 가지 테마 모두는 각자의 LMS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교수학

습용 플랫폼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Wordpress의 다양

한 플러그인과 호환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덕분에 손쉽게 웹사이

트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자 간의 커뮤니티 기능 향상을 지원

해줄 수 있다. 모든 테마는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에서 구축되었기 때문

에 모바일 반응형 웹사이트로의 전환이 자연스럽다. 연구자의 사용 경험

을 토대로 구성한 세 가지 대표 교육용 웹사이트 테마의 기능과 특징은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워드프레스 교육용 웹사이트 테마의 공통점 및 차이점

  

  최초에는 Masterstudy 테마를 Google classroom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하였는데, Google classroom integration 플러그인이 Google 

classroom으로 연결되는 단순 기능만 제공한다는 제한점과 가장 최근 제

작된 테마로 다른 플러그인과 호환과정에서 몇몇 오류가 발견되었다. 다

음으로, WPLMS 테마를 활용하였는데, WPLMS 테마는 사용자들의 학습

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각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었

다. 하지만, 학생의 개인 포트폴리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Youzer 플

러그인과 호환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자는 

동소양 Eduma 테마를 가장 안정적인 호환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

종적인 페이지 구축환경 테마로 선정하였다.

구분 공통점 차이점

Eduma

Ÿ LMS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온
라인 교수학습과정 플랫폼 구
축이 가능

Ÿ 웹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지원

Ÿ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
Ÿ 간단한 페이지 빌더 기능 사
용법만 알면 손쉽게 웹사이트
디자인이 가능

Ÿ 다양한 Wordpress 플러그인과
호환 가능성

Ÿ Youzer 플러그인과 호환

Wplms Ÿ 대시보드 기능에 강점

Masterstudy
Ÿ Google Classroom intregartion

플러그인과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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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작동 환경 : G-suite 애플리케이션과 Wordpress 플러그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G-suite 애플리케이션과 Wordpress를 활용하

여 작동환경을 구성하였다. 이 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이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 환경에서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운동소양

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구성해보고, 지속적인 운동소양의 성

장을 지원받는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G-suite 애플리케이션

은 주로 운동소양 탐색을 위한 자료제작을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Wordpress 플러그인은 연구자가 기획한 의도를 실제 사용자가 사용 가

능한 형태로 웹페이제 구현하는 데 활용되었다.

  가) G-suite 애플리케이션

  작동환경으로서 G-suite 애플리케이션은 핵심 기능 애플리케이션인 

Google Drive, Google Classroom, Google Sheet, Google slide, Google 

form, Google Photo, Youtube, Gmail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 애플리케이션인 교수학습자료 제작 앱, 교수학습 운영 관리 앱, 교

수학습 과정 지원 앱, 교수학습 평가 관리 앱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부가기능 애플리

케이션인 Awesome-table을 주로 활용하였다. 

  Google Drive는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학생들의 여정 발자취가 기록되

는 곳이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보관한 자료들은 지속 누적되어 학생

의 여정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Google Classroom은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의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는데, 교사

가 제작한 과제를 학생들이 복사본으로 받아 자신의 학습과제를 제작하

고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돕는다. Google sheet는 학생들의 운동소양 

향유를 추적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향유 거리를 목록화하여 제시

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Google slide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학습자료 

제작과 스포츠 향유 기록카드를 주목적으로 활용되었다. Google for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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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진단 도구로써 활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체육오성지수 검사나 

초등체육학습 트래커 제작에 활용되었다. Google Photo는 스포츠 향유게

시판의 스포츠 미술 작품 전시를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Youtube는 수업 

영상 제작에 활용되거나 스포츠 팟캐스트 영상목록 구성하고자 활용되었

다. Gmail은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공지를 전하고자 할 때 

활용되었다. 이를 목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6>. 작동환경으로서 G-suite 애플리케이션

구분 작동기능

Google Drive 학생의 전 생애 운동소양의 발자취를 기록

Google Classroom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교수학습과정을 보조

Google sheet 스포츠 향유 트래커, 스포츠 향유 거리 목록화, PAPS 결과 입력 등

Google form
검사 및 진단 기능 : 체육오성지수검사, 초등체육학습 트래

커, PAPS 결과 입력

Google Photo 스포츠 미술 작품들 정리 및 보관

Youtube 수업 영상 제작 활용, 스포츠 팟캐스트 영상목록 구성

Gmail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운영에 관한 안내

  보조기능 G-suite 애플리케이션으로는 Awesome-table이 활용되었다. 

Awesome-table은 Google Sheet로 작성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준

다. 연구자는 스포츠 향유거리를 Google Sheet로 제작하고, Awesome-table

이 제공하는 카드 제작 기능을 활용하여 스포츠 향유 목록 카드를 제작

하였다. Awesome-table의 활용은 아래 <그림 36>과 같다. 사용자가 Apps 

시트 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한 이후, Template 시트에서 CSS 언어와 

HTML 언어를 활용하여 시각화 방법을 구상하여 제작하면, 시각화된 자

료들이 제시된다. 제작된 카드는 페이지 링크를 공유하여 사용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하거나, HTML 언어로 사이트에 디자인할 수 있다. Awesome-table

을 통해 시각화된 스포츠 향유 카드를 통해 학생들은 높은 흥미에서 스

포츠 향유 거리를 탐색하고,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스포츠 향유 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동향유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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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작동환경으로서 부가기능 G-suite 애플리케이션 : Awesome-Table

  나) Wordpress 플러그인

   Wordpress는 다양한 목적에 맞는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플러그인

(plug-in)을 제공하는데, 사용자는 이 플러그인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설

치하여 사이트 내 필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연구는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핵심플러그인으로 G-suite Login 플러그인

인 Nextend Social Login, 통합 LMS 플러그인인 Learnpress, 커뮤니티 플

러그인으로는 Buddypress, BBpress를, 웹사이트 내 개인 포트폴리오 페이

지 구축을 위해서는 Youzer와 WP-members를, 사용자 동기유발 플러그

인으로는 Mycred를, 번역 플러그인으로논 Locotranslate을 선정하였다. 

  G-suite Login 플러그인으로는 ‘Nextend Social Login’을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Wordpress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Wordpress 계정 생성이 

따로 필요하지만, Nextend Social Login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기존에 사

용하던 Social 계정을 활용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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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G-suite 계정을 가진 교사와 학생이 간편

하게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참여할 수 있고 페이지 이동 시

에 따로 로그인을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 

  통합 LMS 플러그인으로는 ‘Learnpress’를 활용하였다. Learnpress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온라인 수업 코스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교사들은 Learnpress를 활용하여 수업 코스를 제작하고, 수업 확

인을 위해 퀴즈나 과제를 제작할 수 있다. Learnpress는 웹사이트서 이

루어지는 학습 과정의 기록들은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도 돕는

다. Learnpress가 가지는 장점은 편리한 수업 제작과 관리라는 점에 있

다. 교사는 수업을 제작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익히면 Wordpress 

대시보드 페이지의 백 앤드 환경에서 수업을 제작하거나, 보여지는 웹 

페이지인 프론트 앤드 환경에서 수업을 제작할 수 있다. 교사는 

Learnpress를 활용하여 수업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적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수업 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수업 화면 등 수

업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평가를 위해 과제물을 업로

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간단한 퀴즈부터 복잡한 평가문제까지 다

양한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Learnpress의 대시

보드 기능은 학생의 학습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주

며, 학생의 학습 진행률을 표시해 주고,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학습관리에서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Learnpress는 다른 여

러 부가기능을 사용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확장

성을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으로는 ‘Buddypress와 BBpress’를 활용했다. 

Buddypress는 Wordpres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환경 구축 플

러그인이다. Buddypress를 활용하면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SNS와 같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친구를 맺거나, 그룹에 

참여하거나 하는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BBpress는 게

시판 기능을 제공하는데, 교사는 BBpress를 활용하여 수업을 위한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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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포럼 게시판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Buddypress는 사용자가 자신

의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표현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포트폴리오 페이지 구현을 위해서는 ‘Youzer와 WP-Members’를 활

용했다. Youzer 플러그인은 Buddypress의 기능을 확장해주는 플러그인이

다. Buddypress가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해줬다고 한다면 

Youzer 플러그인은 이 커뮤니티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Youzer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다채롭게 꾸

밀 수 있게 되고, 뉴스피드 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Youzer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개인이 자신만의 

페이지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각 개인의 프로필 페이지의 확장된 

기능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서 개인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확장성을 제공해주었다. 사용자는 Youzer 플러그인이 제공

하는 확장된 프로필 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활동을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더불어, Youzer는 사용자들이 표현기

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

기때문에 초보자도 간단한 사용법만 익히면 나만의 프로필 페이지를 각 

개인의 개성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 중 성

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의 개인 글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WP-Members 플러그인을 활용하였다. 관리교사는 WP-Members를 활

용하여 학생에게 글 페이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데, 글 페

이지 게시 권한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Youzer 프로필 페이지에 글 탭

을 소유하게 되고, 글 탭에 자신이 게시한 글들을 블로그처럼 보여줄 수 

있다. 

  동기유발 시스템 구현을 위한 플러그인으로는‘MyCred’를 활용했다. 

MyCred는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을 포인트로 변환하여 보여줌으

로써,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활동 동기를 유발하는 플러그인이다. Mycred

를 활용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포인트로 변화하여 성과에 대

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랭킹으로 표현하여 적극적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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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또한, MyCred를 활용하여 교사는 학생들에

게 학습 완료에 대한 보상으로 배지를 할당하여 제공할 수 있고, 획득 

포인트 별로 사용자 계급을 구분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학

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MyCred 플러그인은 

다양한 애드온을 제공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획득한 포

인트를 활용하여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특정 

목표 달성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미션 달성 시 특별한 배지를 제공할 수

도 있다. 더불어, 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미니 게임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웹 페이지의 활동 포인트를 지속적인 사이트 사용 동기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사이트의 번역을 위해서는 ‘Locotranslate’을 활용했다. Wordpress의 플

러그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대게는 영어와 스

페인어가 많이 사용된다. Wordpress의 기본 사이트 구성은 한글 번역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 번역 플러그인을 활용한 번역이 필요

하다. Locotranslate은 Wordpress의 플러그인 언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자는 영어 단어를 보고 적합한 한글을 선택

하여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Google API를 활용하여 Google 번역 기능

을 통해 자동으로 사이트를 한글로 번역 할 수도 있다. Google 번역 기

능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몇몇 어색한 한글 번역 문장만을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플러그인의 한글 번역은 사용자와 관리자가 웹사

이트 사용의 과정에서 상호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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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구성

    

  1) 최종 스토리보드

    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요

 

  본 절에서는 최종 완성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요를 정리

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Wordpress 환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요는 아래의 

도메인명, 로고, 개요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웹페이지의 도메인명은 www.sjfolio.co.kr이다. 

‘sjfolio’는 Sport Journey folio를 줄인 단어로, 운동소양의 여정을 담은 

포트폴리오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이트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많이 활용하는 

.co.kr 도메인을 활용하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도메인을 설정하였다. 

  SJ folio 사이트의 로그는 아래 <그림 36>과 같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느끼는 성취를 표현하고자 결승전에 들어오

는 인물의 환호하는 모습을 픽토그램으로 삽입하였고, SJ Folio라는 사이

트명을 여정의 길을 표현한 두 직선 사이에 위치시켰다. 

<그림 36>. SJ folio 사이트의 로고 개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최종 스토리보드의 개요는 아래 <표 37>과 같

다. 계정은 G-suite 계정을 활용하여 SJ folio 사이트에 Social Login을 통

해 접속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최종 프로토타입의 형태는 Wordpress를 

http://www.sjfol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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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구축한 통합형 웹사이트이다. 주요 메뉴로 ‘SJ 포트폴리

오’,‘여정 NAVI’, ‘여정 나아가기’,‘여정 게시판’,‘여정 대시보드’

를 설계하였다. 

  먼저, ‘SJ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운동소양 여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개인 포트폴리오 페이지이다. SJ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 학생은 자

신의 전면 프로필 페이지에 자신의 운동소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 

게시물들을 전시하고, 운동소양의 여정에서의 기록물들을 구글 드라이브

와 연동하여 쉽게 다른 이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SJ 포

트폴리오 페이지는 표현의 기능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여정 NAVI’는 이전 학생들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관

한 인식에서 확인한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하였다. 여정 NAVI 메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오성지수 

검사, 나의 건강체력 추적하기 등의 활동은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전 생

애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역

할을 수행한다.

  ‘여정 나아가기’는 Learnpress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 체육수업 활동과 스포츠 향유체험 활동이 이루어

지는 페이지이다. 학생들은 나아가기 페이지에서 다수의 학교에서 공통

적으로 활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인 Google classroom 환경으로 접속함

으로써 정규 체육교과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더불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운영에 참여하거나 건강 체력교실과 같은 학교 스포츠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향유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은 스포츠 하기, 스포

츠 듣기, 스포츠 보기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된 온라인 수업 코스

를 수강하고 다양한 스포츠 향유방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이 페이지에서 자신의 스포츠 향유에 대한 기록을 과제물로 제출하고, 

그 과제물을 자신의 운동소양 Drive에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스포츠 향유 기록카드를 학생들의 운동소양 Drive에 접속하여 

살펴보고, 학생들의 스포츠 향유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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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 게시판’ 메뉴는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 스포츠 향유 

거리를 탐색함을 통해 자신의 운동향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여

정 게시판 메뉴는 연구자가 제공하는 학습자료 페이지인 P’s 블로그, 

스포츠 아트 갤러리, 스포츠 팟캐스트, 스포츠 향유 게시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페이지는 크게 Learnpress의 LMS 대시보드

와 Mycred의 LP 대시보드로 구성된다. LMS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교사는 

학생의 향유 하기 코스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LP(소양 점수, 

Literacy Point) 대시보드는 학생의 LP 획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포

인트에 따른 배지를 할당하거나, 포인트 급간에 따른 랭크를 구분할 수 

있고, 특정 기간별 혹은 전체 기간별 포인트 랭킹을 학생들에게 확인시

켜줌으로써, 학생들의 사이트 내 학습 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

다. LP의 획득 활동이 적은 학생들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기에, 학습 과

정에서 누락 되는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 37>.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스토리보드 : 개요

계정 G-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활용한 Social Login

형태 통합형 웹사이트(Wordpress를 활용하여 구축)

대

메

뉴

Ÿ SJ 포트폴리오

학생이 개인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소유. 자신의 여정에 대한 기록물을 게시하고 표현하는 공간

Ÿ 여정 NAVI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나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단 프로그램들

Ÿ 여정 나아가기

스포츠 하기 15+의 온라인 수업 코스를 수강하며 스포츠 향유를 체험하거나, 학교 체

육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체력교실 등 학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운영되는 공간

Ÿ 여정 게시판

학생들의 운동소양 여정에 도움이 될 글이나 향유거리들을 게시하는 공간

Ÿ 여정 대시보드

교사가 학생들의 운동소양 여정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소

메

뉴

S

J

포

트

폴

Ÿ My 포트폴리오

나의 포트폴리오 페이지. 전면 프로필 페이지, 글 페이지, 활동 페이지 등 나만의 운동소양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페이지

Ÿ 포트폴리오 피드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들이 업데이트 되는 뉴스피드 공간. 학생과 교사 모두는 특정

그룹의 포트폴리오 활동을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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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오

Ÿ 학생별 포트폴리오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이름 검색 혹은 그룹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

Ÿ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

그룹별 포트폴리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혹은 각 학급별 그룹 게시판 활동을 가능

하게 한다. 그룹별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Ÿ 주간/월간 Best folio

관리자는 주간/월간 Best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고 게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e-포트폴리오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

정

N

A

V

I

Ÿ 운동소양 여정 트래커

Ÿ 체육오성 지수 검사(운동소양을 갖춘 이를 구성하는 체육오성을 간단한 검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나의 건강체력 추적하기(나의건강체력보고서를누적하여보

관하고, 매년 실시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나의 체육학습 추적하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체육수업을 통한 학습의 기록들을 추적해보는 활동을 제

공), 나의 스포츠향유 추적하기(스포츠를 어떤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는지를 사용

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 자신이 본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체크해보는 활

동을 통해 스포츠 향유 카드를 여정의 과정에 따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장려)

Ÿ 운동소양 여정 Drive

사용자의 G-suite 계정 Drive로 연결되어, 운동소야 여정의 기록물을 담은 Drive를 관리

여

정

나

아

가

기

Ÿ 나의 여정 시작하기

운동소양 여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위한 첫 걸음을 안내하는 수업 코스.

Ÿ 스포츠 향유 체험하기

스포츠 하기, 보기, 듣기 등의 다양한 스포츠 향유 방식을 소개하고, 체험해보게 하

고, 간단한 스포츠 향유 카드에 기록해보게 하는 온라인 수업 코스

Ÿ 체육수업 나아가기

공통 원격학습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과 연계하여 체육수업의 여정을 나아가고 기

록할 수 있는 페이지. 원격 체육수업 이외에도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저체력교실 등

다양한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가능한 공간

여

정

게

시

판

Ÿ P’s 블로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공식 블로그.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는 공간

Ÿ 스포츠 아트 갤러리

스포츠 아트 워크들을 갤러리 형태로 게세하는 공간

Ÿ 스포츠 팟 캐스트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볼 수 있는 공간

Ÿ 스포츠 향유 게시판

스포츠 향유를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게시해 놓은 게시판

여
정

대
시
보
드

Ÿ LMS 관리 대시보드(Learnpress를 활용하는 학습과정을 종합하여 확인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대시보드) 와 LP(Literacy point) 관리 대시보드(Mycred를 활용하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사이트 내의 사용자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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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J folio의 사이트 맵

  SJ folio 사이트의 사이트맵은 아래 <그림 37>과 같다. e-포트폴리오의 

첫 화면은 메인페이지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프로토타입에서는 로그인해

야만 화면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현재의 최종 프로토타입에서는 로그인 

없이 사이트 개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e-포트폴리오 활동에 참여하

지 않는 사람들도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소양 여정의 기록들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이었다. 사용자는 첫 

화면인 메인페이지에서 ‘운동소양 여정’에 관한 소개 글을 읽고, 메뉴

바를 클릭하지 않고도 메인페이지에서의 이미지 클릭을 통해 해당 메뉴

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용자가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메뉴바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노출되는데, G-suite 계정을 활용하는 사용자는 Google 

계정을 활용하여 로그인하면 된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처리하면 메뉴바

의 맨 처음에 MY 포트폴리오라는 메뉴가 새로 노출이 되는데, SJ 포트

폴리오의 하위 메뉴인 MY 포트폴리오를 상위 메뉴로 노출함으로써 사용

자가 직관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접속하여 활동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대 메뉴와 소 메뉴 간의 이동은 선형적으로 구성되었으

며, 홈 화면으로 넘어와야 하는 경우는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메인페이지 중앙부에는 여정 나아가기 과정에 업데이트되는 스포츠 향

유 체험하기 수업이나 온라인 체육수업 등의 목록을 게시하여 두었다. 

학생들은 최신 업데이트되는 수업 목록을 확인하고 목적에 따른 수업을 

선택하여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메인페이지의 하단부에는 

Mycred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의 이미지가 노

출되고 상위 랭킹 10명이 노출되도록 설정하여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메인페이지의 전

체 오버뷰는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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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J folio 사이트 맵

<그림 38>. SJ folio 사이트 메인

페이지 오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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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J folio의 플로차트

   SJ folio의 학생용 플로차트는 아래 <그림 39>와 같다. 학생들은 자신

의 운동소양 여정을 SJ 포트폴리오를 통해 표현하고 사용자들과 공유하

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학생이 여정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는 SJ 포트폴리오 대 메뉴의 하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나의 포트폴

리오 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MY 포트폴리오’ 메뉴를 클릭

하면 되는데, 로그인한 경우라면 대 메뉴에 표시되는 MY 포트폴리오 메

뉴 클릭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 학생들이 SJ 포트폴리오

에서의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피드’ 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학생별 포트폴리오’ 메뉴에서 학생

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포트폴리오를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

다.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에 참여하면 학생들은 반별로 구성된 포트

폴리오 그룹 포럼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을 친구들과 공유하

며 협력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그룹 포럼에는 교사가 참여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교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주간/월간 Best folio’는 훌륭하게 제작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

는 페이지로, 학생들은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Best folio에 뽑히

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자신의 상태 혹은 위치를 확인

하기 위해 ‘여정 NAVI’대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여정 트래커에서 제공하는 체육오성지수 검사, 체육학습 경험 트래커 등

의 다양한 진단 및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운동소양의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모든 검사결과는 개인 G-suite 운동소양 Drive에 저장되

며, 학생들은 자신의 운동소양 기록물들을 확인·관리하기 위해서 운동

소양 여정 Drive 소 메뉴를 클릭하여 Google Drive의 개인 여정 폴더로 

이동할 수 있다. 

  운동소양 여정에서 자신의 운동소양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업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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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학생은 ‘여정 나아가기’대 메뉴의 하위 소 메뉴들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운동

소양 모습을 탐색해보는 활동이 낯선 초행 학생들은 ‘나의 여정 시작하

기’ 메뉴를 클릭하여 초행자들을 위한 온라인 코스를 들을 수 있다. 여

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학습 목적에 따라 ‘스포츠 향유 체험

하기’혹은 ‘체육수업 나아가기’ 메뉴를 선택하여 교사가 제공하는 온

라인 수업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 여정 나아가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들은 개인 Google drive에 저장된다.

  학생은 여정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보다 

다채로운 스포츠 향유 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사이트 관리자가 제공하

는 공지사항이나 중요 게시글들은 ‘P’s 블로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향유 거리는 스포츠 팟캐스트, 스포츠 아트 갤러리, 스

포츠 향유 게시판의 소 메뉴를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정 NAVI, 여정 나아가기, 여정 게시판과 같은 SJ folio 사이트 내의 

활동을 학생은 자신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페이지에 표현하고, 지속

하여 동료 친구들 혹은 교사와 상호 소통하며 나만의 기록페이지를 꾸미

고 관리할 수 있다. 

<그림 39>. SJ folio의 학생용 플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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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플로차트는 <그림 40>과 같다. 교사 계정의 경우 학생의 경우

보다 SJ folio 사이트에서 확장된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 먼저 교사는 학

생들의 포트폴리오 활동을 확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SJ 포트폴

리오’의 소 메뉴들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교사는 자신의 ‘MY 포트

폴리오’ 메뉴에서 교사의 샘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설명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을 안내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피드를 통해 전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뉴스를 보거나, 특정 학생을 검색하여 그 학생의 업데이트 활동을 선택

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을 통해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을 반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초중등 

교사들이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모습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교사용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서로 상호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확

장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사는 주간/월간 Best folio 메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중 우수활동을 선정하여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높은 동기로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가 학생의 운동소양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여정 NAVI’의 하위 소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진단 및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운동소양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 사항을 관리자에게 보내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다. 여정 NAVI를 통한 교사의 학생 운동소양 모습에 대한 이해

는 학생들이 운동소양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는 운동소양 여정 Drive 소 메뉴에 접속하여 G-suite 관리자 계정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 Drive 폴더를 확인하여 학생들의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는 여러 온

라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이 운동소양의 여정에 있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는 ‘여정 나아가기’ 메뉴에서 수업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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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스포츠 향유 체험하기’ 혹은 ‘체육수업 나아가기’로 구분

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사는 구현된 웹사이트 화면(Front-end 

page)에서 손쉽게 수업 내용을 업로드하고, 평가를 제작하거나 하는 등

의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스포츠 향유 거리를 탐색하고, 그들의 학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정 게시판에 향유 거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스포츠 팟캐스트를 통해 스포츠에 관한 여러 정보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스포츠 아트 갤러리를 통해서는 스포츠 미술 작품들

을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감상하게 할 수 있다. 스포츠 향유 게시판

에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스포츠 영화 등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 거리들

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여정 대시보드에서 교사는 Wordpress admin 페이지에 접속하여 여정 

나아가기에서의 학생들의 학습 활동 참여와 평가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소양 포인트(LP)를 관리하여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사이트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관리할 수도 있다. 

<그림 40>. SJ folio의 교사용 플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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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뉴별 구성요소 설명 

    가) SJ 포트폴리오

  SJ 포트폴리오 메뉴는 Wordpress의 Youzer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구현

한 포트폴리오 페이지이다.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생은 자

신의 운동소양 여정의 기록물들을 게시하고, 자신의 운동소양 특성에 맞

게 표현할 수 있다. SJ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피드, 학생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 주간/월간 Best folio로 

구성되어 있다. SJ 포트폴리오 페이지의 구성을 위해 활용된 플러그인과 

앱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SJ 포트폴리오 페이지 구축 플러그인과 앱

  먼저 ‘MY 포트폴리오’는 G-suite 계정으로 로그인한 학생의 개인 

포트폴리오 페이지이다. 먼저 MY 포트폴리오 페이지 Header 부분에는 

사용자의 포트폴리오 개요를 보여준다. 학생은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와 

사용자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커버 이미지도 자신의 특성에 맞게 표현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용자들이 평가한 포트폴

리오 별점과 게시된 글, 댓글 수, 조회수의 정보가 표시된다. MY 포트폴

리오 페이지의 Header 부분은 다음 <표 39>와 같이 구성된다.

  MY 포트폴리오의 메뉴바는 포트폴리오, 활동, 글, 친구, 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 페이지는 포트폴리오로 운동소양 여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필 페이지를 전면으로 두었다. 활동 메뉴는 사용자의 SJ 포

트폴리오 제작 활동이나 프로필 업데이트 활동, 게시글 업데이트 활동 

등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보여준다. MY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여정 나아가기’학습 과정도 보여주는데, 사용자가 등록한 수업 과정

이나, 사용자의 퀴즈와 과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친구 메뉴에서는 

구분 플러그인/앱
활용된 WP 플러그인 Youzer
활용된 G-suite 앱 Google Drive, Google Photo,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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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친구를 맺은 사용자들을 보여주고, 그룹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한 그룹을 살펴볼 수 있다. 사용자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해 획득한 배지들도 배지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메뉴바의 사용자 아바타 이미지를 클릭하면 MY 포트폴리오 페이지 설정

을 변경할 수 있다.

<표 39>. MY 포트폴리오 페이지 Header

① 프로필 이미지
② 사용자 이름(사이트 접속 상태도 함께 표현)
③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대한 리뷰 점수를 별모양으로 표현
④ 게시한 글 수, 댓글 수, 조회수등의 정보를 표시
⑤ 사용자의 포트폴리오 커버(개인 포트폴리오 개성에 맞게 변경 가능)

<표 40>. MY 포트폴리오 페이지 메뉴바

① 개인 포트폴리오 프로필 페이지(전면) ⑩ 사용자가 참여한 과제물을 표시

② 포트폴리오 활동 업데이트 뉴스피드 ⑪ 수업을 등록한 이력을 표시

③ 사용자가 게시한 글을 살펴보기 ⑫ 즐겨찾기한 게시글을 표시

④ 사용자와 친구를 맺은 사람을 표시 ⑬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대한 리뷰 글을 표시

⑤ 사용자가 참여한 그룹 표시 ⑭ 친구 신청시 활성화

⑥ 포트폴리오그룹포럼게시판활동소개 ⑮ 사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표시

⑦ SJ 포트폴리오참여를통해획득한배지표시 ⑯ 포트폴리오 새로운 공지 알림

⑧ 등록한 코스 소개 ⑰ 설정 페이지

⑨ 사용자가 참여한 퀴즈 활동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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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포트폴리오 전면 페이지에 대한 개요는 아래 <표 41>과 같다. 

‘나의 스포츠 아트 갤러리’는 학생들이 스포츠 아트 갤러리를 감상하

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아트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이다. ‘나의 스포츠 여정 NAVI’는 학생들이 ‘여정 NAVI’메뉴에서 

제공하는 검사 및 진단 도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들을 Google Drive 폴

더에 저장하여 두고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링크를 게

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의 운동소양 그래프’는 체육오성지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의 스포

츠활동’은 평소 내가 즐기는 스포츠활동 사진들을 게시하여 두는 공간

이며, ‘나의 스포츠 명언’은 내가 좋아하는 체육 일언을 선택하여 게

시하는 공간이다. ‘나의 스포츠 특성’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포츠 

관련 특성을 아이콘과 텍스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공간이다. ‘나의 여

정 Drive’는 ‘여정 나아가기’의 학습 활동의 기록물들을 담는 나만의 

Google Drive 폴더를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간이다. 

‘나의 스포츠 Video’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명장면이나, 스포츠 선

수들의 Youtube 영상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리뷰’는 나의 포트

폴리오 페이지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가 표시되는 공간이다. 

  MY 포트폴리오 페이지의 사이드바에는 ‘운동소양 포인트’가 게시된

다. 운동소양 포인트(LP)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사이트 활동을 통해 

학생이 성취한 학습 포인트로서 포인트 점수에 따라 ‘여정 스타터’,

‘여정 어린이’,‘여정 유소년’으로 구분된다. ‘획득한 배지’는 학

생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해 성취한 배지를 게시하는 공간

이다. ‘나에 대해서’는 간단히 나의 포트폴리오 혹은 나의 운동소양을 

소개하는 글을 적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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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MY 포트폴리오 전면 페이지

① 나의 스포츠 아트 갤러리
② 나의 스포츠여정 NAVI
③ 나의 운동소양 그래프
④ 나의 스포츠 활동
⑤ 나의 스포츠 명언
⑥ 나의 스포츠 특성
⑦ 나의 여정 Drive



- 196 -

⑧ 나의 스포츠 Video
⑨ 리뷰
⑩ 운동소양 포인트(LP)
⑪ 획득한 배지
⑫ 친구
⑬ 그룹
⑭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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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피드 페이지’는 SJ 포트폴리오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며, SJ 포트폴리

오 참여자들에게 나의 활동 뉴스를 손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포트폴리오 피드 구성은 다음 <표 42>와 같다. 먼저 사용자는 포트

폴리오 뉴스피드를 선택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의 뉴스를 

살펴보거나, 내 친구들의 업데이트 뉴스만을 보거나, 내 그룹에 속한 이

들의 뉴스만을 보거나, 내가 즐겨찾기한 뉴스만 보거나, 나를 언급한 뉴

스만 볼 수 있다. 우측의 필터버튼을 활용하면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의 형식에 따라서도 업데이트 뉴스를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는 포트폴

리오 피드 페이지에서 SNS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활동 뉴스를 간단히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태에서부터 링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업데이트 뉴스를 게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글을 게시할 때 게시

하는 장소를 선택하거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현재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고, 내 글을 봤으면 하는 

친구들을 멘션 기능을 통해 태그할 수도 있다. 실제 게시되는 피드의 모

습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포트폴리오 피드 페이지 게시물 모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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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포트폴리오 피드 페이지 개요

① 포트폴리오 구분 카테고리
② 뉴스피드에 업데이트할 파일형식 선택 메뉴
③ 뉴스피드 입력 창
④ 내가 게시하는 피드를 볼 수 있는 사용자 지정
⑤ 나의 현재 느낌을 게시할 수 있음
⑥ SNS의 멘션기능(내 게시글이 태그할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음)
⑦ 뉴스 피드를 게시할 공간을 선택
⑧ 게시하기 버튼

  ‘학생별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SJ 포트폴리오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전체 포트폴리오를 카드 형태로 제시해준다. 학생별 포트폴리오 페이지 

개요는 다음 <표 43>과 같다. 포트폴리오 카드는 분류된 카테고리에 따

라 살펴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여 학교급에 따른 포

트폴리오를 선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검색창에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

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수도 있다. 학생의 포

트폴리오 카드에는 프로필 이미지와 커버 이미지가 표시되며, 게시된 글

의 수, 획득한 배지, 리뷰 점수 등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반정보가 표

시된다. 카드를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MY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이동하

게 된다. 친구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 작성자와 

친구를 맺을 수 있으며, 개인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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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 43>. 학생별 포트폴리오 페이지 개요

①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분 카테고리
② 학생 포트폴리오 카드 검색 창
③ 학생 포트폴리오 카드(획득 배지, 리뷰점수, 게시글 등 정보 표시)
④ 친구 추가 버튼
⑤ 메시지 기능 버튼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은 SJ 포트폴리오 활동에 참여하는 사용자들 

간의 그룹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연구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포럼

은 1개씩 개설하고, 초중등 교사들이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이해

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장+안+평 체육수업 포럼’이라는 그룹을 생성하

였다.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 페이지의 개요는 다음 <표 44>와 같다. 사

용자는 학생별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검색창을 통해 그룹 카드를 찾

을 수 있고, 그룹 카드에는 게시글, 최근 활동시간, 회원 수 등의 기본 

정보들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해당 그룹에 초대를 받거나, 자유롭게 참

가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포럼은 그룹 회원들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한다. 포트폴리오 그룹 참여자들은 블로그 게시

글처럼 간단한 기능을 활용하여 그룹 포럼에 게시글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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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포트폴리오 그룹 포럼 페이지 개요

 

  ‘주간/월간 BEST folio’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협력하여 주간 혹은 월간 우수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여 게시하

는 공간이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배지 혹은 인증서 등의 보상을 제공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적극적

으로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포트폴리오 페이지 선정에 있어서 가이

드 기준은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학생의 특성을 어떻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학생이 게시하는 글의 성찰이 얼마나 깊게 이루어

졌는지 등을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여정 Navi

 여정 NAVI 메뉴는 G-suite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검사 및 진단도구

를 구현하고, 워드프레스의 웹페이지 빌더인 WPBakery를 활용하여 시각

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사용자들은 여정 NAVI 페이지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검사 및 진단 도구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① 포트폴리오 그룹 구분 카테고리
② 포트폴리오 그룹 카드 검색 창
③ 포트폴리오 그룹 카드(게시글, 최근 활성화시간, 회원수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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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여정 NAVI 페이지 구축 플러그인과 앱

  ‘체육오성지수<표 46>’는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 연구실에서 개발한 

‘체육오성지수 검사’를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온라인 검사지 형태

로 구현한 것이다. 체육오성지수 검사는 학교급에 따라 초등용과, 중·

고등용으로 구분되는데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문항을 달리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급에 맞는 검사지를 선택하여 클릭하여 

Google form에 작성된 설문을 수행한다. 설문결과는 초기 화면에 입력한 

Gmail 주소로 발송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Gmail에 접속하여 체육오성지

수 검사 결과지를 Google Drive의 나의 스포츠 여정 Drive 폴더에 검사 

날짜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나아가 Google form의 응답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교사의 G-suite 계정을 초대하는 경우,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

는 학생들의 체육오성지수 검사결과 통계를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나눠줄 수 있다. 검사 결과지를 이메일을 

통해 수신한 학생은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Google drive에 검사결과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가이드 영상은 주로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표 46>. 체육오성지수 검사 페이지 개요

구분 플러그인/앱

활용된 WP 플러그인 WPBakery(웹페이지 빌더)

활용된 G-suite 앱
Google sheet, Google form, Awesome Table, Google Drive,

Youtube, 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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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용 체육오성지수 검사지
② 중고등용 체육오성지수 검사지
③ 체육오성지수 검사 방법 가이드 영상(Youtube)
④ 수신된 체육오성지수 검사 결과(예)

  

  

  ‘나의 체육학습 추적하기 페이지<표 47>’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체육학습을 추적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는 페이지이다. 초

등과 중등 그리고 고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맥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체육학습 추적하기

를 우선 구현하였다. 

  초등학교 체육수업 추적하기 검사지는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검사지를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건

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가지 대영역 중 안전을 제외한 4가지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제외이유는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2015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 적용 학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검사

지 구성을 위해 연구 참여 학교인 안가초등학교 3,4,5,6 학년에서 활용하

는 체육교과서 2종에 안내된 체육수업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대영역에 

따라 구분하고, 교과서의 그림을 덧붙여 설문페이지를 구성하였다. 학생

들은 학년 구분에 따른 단계별 설문에 참여하며, 나의 초등학교 체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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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되돌아보고 기억나는 것을 체크 해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선 체

육오성지수와 마찬가지로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은 입력한 Gmail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교사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제작한 검

사 결과지를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다. 검사결과를 받은 학생은 자신의 

검사결과를 내려받아, 자신의 스포츠 여정 Navi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하여 기록·보관할 수 있다. 

<표 47>. 나의 체육학습 경험 트래커 페이지 개요

① 초등학교 체육학습 추적하기 소개 카드
② 추적하기 페이지 링크 버튼
③ 나의 체육학습 추적하기 방법 가이드 영상(Youtube)
④ 수신된 체육오성지수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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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향유 트래커<표48>’는 학생들의 스포츠 향유경험을 확인하

기 위한 검사 도구이다. 향유 트래커의 구성은 스포츠 다큐, 스포츠 영

화, 스포츠 도서, 스포츠 웹툰으로 이루어졌다. 향유 목록은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 연구실에서 정리한 스포츠 향유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학생

들은 스포츠 영화에 관한 자신의 향유를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리

스트를 클릭하여 관련 목록을 탐색한다. 스포츠 향유 카드는 G-suite 애플

리케이션인 Awesome-table을 활용했다. Awesome-table은 Google Sheet로 

작성된 데이터를 몇 가지 간단한 html 코드와 css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

면 시각적으로 훌륭한 카드로 변형시켜준다. 학생이 클릭하면 관련 

Youtube 영상으로 넘어가, 전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하거나 간단한 

예고편을 보여주어 학생들이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신이 향유 한 스포츠를 확인한 학생은 기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Google Sheet로 작성된 스포츠 향유 트래커에 자신의 향유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다. 기록된 스포츠 향유 트래커는 학생의 개인 SJ Navi 구글 드

라이브 폴더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 다소 복

잡하게 여겨질 수 있기에 가이드 영상을 모바일 버전으로 제작하여 학생

들이 보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8>. 스포츠 향유 트래커 페이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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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 향유 카드 리스트
② 스포츠 향유 기록하기 링크
③ 스포츠 향유 기록하기 가이드 영상
④ 스포츠 카드 리스트(예) : 카드 클릭시 해당 Youtube 영상으로 연결
⑤ 스포츠 향유 기록하기 트래커 양식

  ‘나의 건강 체력 추적하기<표49>’는 건강 체력평가의 의미를 이해하

고, 측정한 결과를 입력하고, NEIS를 통해 발급받은 자신의 건강 체력보

고서를 보관하는 활동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PAPS 바로 알

기’의 가이드 영상을 클릭하여 건강 체력을 구성하는 유연성, 심폐 지

구력, 근력·근지구력, 체지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건강 체력 요인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건강 체력 측정하기’의 가이드 영

상을 통해 측정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측정하거나, 학교 건강 체력검사 

기간에 측정할 수 있다. 교사는 측정된 결과를 Google form으로 작성된 

간단한 양식에 결과를 입력하고 Google sheet로 변환하여 학생의 학번에 

맞게 분류된 csv 파일을 손쉽게 NEIS 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다. 교사

는 NEIS 상에서 입력된 건강 체력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학

생 건강 체력보고서를 PDF 형태로 변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

들은 여정 Navi에 업로드하고 보관할 수 있다. PAPS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스스로 건강 체력 요소를 측정하고 입력할 수 있으며, 제작된 건



- 206 -

강 체력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의 건강 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이 기능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표 49>. 나의 건강체력 추적하기 페이지 개요

① PAPS와 건강체력의가이드영상 ③ 건강체력 측정 방법 가이드영상

② 건강체력측정결과입력양식(Google form) ④ 건강체력보고서 G-Drive 폴더연결링크

  

  다) 여정 나아가기

여정 나아가기 메뉴는 G-suite 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고, 

Wordpress의 LMS 플러그인인 Learnpress를 활용하여 사이트상에 교수학

습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Google classroom은 Learnpress의 보조 

LMS 운영 애플리케이션으로, 학생의 과제를 제출받거나 학습평가를 운

영하고자 할 때 활용되었다. Learnpress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강좌를 신

청하여 수강하고, 구성된 수업에 따라 퀴즈나 과제제출 등을 통해 학습

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코스를 완료한 경우 배

지를 할당하여 주거나,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능도 지닌다. Learnpress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학

습 활동은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정 나아가기 페이지 구축에 

활용된 플러그인과 G-suite 앱은 아래 <표 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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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여정 나아가기 페이지 구축 플러그인과 앱

  ‘여정 나아가기 페이지<표51>’에서 학생은 수업의 목적에 따라 ‘여

정 시작하기’,‘체육수업 나아가기’,‘스포츠 향유 체험하기’의 소 

메뉴를 선택하여 관련 카테고리로 분류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세 소 

메뉴의 수업페이지 구축은 모두 Learnpress를 기본으로, Google 

classroom을 보조로 활용하였다. 학생은 교사에게 안내받은 수업 카드를 

소 메뉴의 메인페이지에서 탐색하여 클릭한다. 수업 코스 카드를 클릭한 

학생은 수업 개요를 살펴보고, 수업 수강하기 신청 버튼을 눌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코스 개요 페이지는 상단부에는 수업에 대한 일반정보

가 노출되는데, 수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 등록하기 버튼이 노

출되며, 수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수업 진행률이 표시된다. 그 아래 

부분에는 코스의 메뉴바가 위치하는데 코스 개요, 코스 교육과정, 코스 

교수자 정보, 코스 리뷰 등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된다. 코스 개요를 선

택하면 교수자가 작성한 수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데, 교육과정에 포함

된 수업의 수, 퀴즈 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수업의 수준, 수업에 

활용된 언어, 수업에 현재 참여하는 학생의 수, 코스 완료시 인증서 포

함 여부, 수행평가 여부 등이 표기된다. 페이지의 하단 부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수업과 연결되는 수업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련 수업

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 메뉴를 클릭하면, 코스에 포함된 수업 목록이 제시된다. 학

생들은 수업 목록에서 자신이 들어야 할 차시의 수업 제목을 클릭하여 

수업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수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녹색 체크 

박스로 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 진행률을 파악할 수 있

다. 만일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정한 조건을 만족했다고 한다면 상단부

에 Certificate 이라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버튼이 노출된다. 학생

들은 교사가 제작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시하거

구분 플러그인/앱

활용된 WP 플러그인 Learnpress

활용된 G-suite 앱
Google sheet, Google slide, Google docs, Google form,

Google Drive, Googl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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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여정 Drive에 보관할 수 있다. 

  수업 목록에서 수업 제목을 클릭하면 수업페이지로 이동된다. 학생은 

상단부에 있는 검색창을 활용하여 수업을 검색하여 이동할 수 있거나, 

사이드바에 있는 수업 리스트 중에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수업 내용 

페이지는 중앙부에 위치하여 학생들은 교사가 구성한 수업페이지를 이용

하여 자신의 수업을 나아갈 수 있다. 수업을 다 진행 완료한 경우, 교사

가 안내한 형성평가가 있다면 형성평가에 참여한 이후에 아래의 완료 버

튼을 눌러 다음 단계의 수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업을 완

료로 표시한 경우에는 왼쪽 사이드바에 진행률이 표시되고, 코스 내 교

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수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Finish 버튼이 새로 노출

되어, 코스를 완료하고 인증서나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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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여정 나아가기 페이지 개요

 

나아가기

메인페이지
① 수업 코스 카드 코스 교육과정

페이지
⑥

인증서 링크(수업을 일정조건 완료한 경

우 노출)

코스 개요

페이지

② 수업일반정보(작성자, 카테고리, 리뷰, 사용자과정진행률) ⑦ 교육과정 정보(리스트)
③ 코스 메뉴(개요, 교육과정, 교수자정보, 리뷰) 코스 내

수업

페이지

⑧ 수업 검색바
④ 코스 개요(설명, 강의 특징 포함) ⑨ 교육과정 목록 사이드바
⑤ 관련 추천 강의 카드 ⑩ 수업 진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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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여정 나아가기 수업 구성하기(백엔드/프런트엔드))

① 백앤드 수업코스 편집 메뉴(홈페이지 전면 Header 바에 위치)
② 수업 구성하기(교육과정, 섹션, 레슨, 퀴즈, 평가 등을 구성)
③ 수업 카테고리 설정하기(소메뉴 구분)
④ 수업에 대한 일반정보 입력란
⑤ 수업에 대한 평가 기준 입력 메뉴
⑥ 수업 관련 게시판 관리 메뉴
⑦ 수업 모음집 관리 메뉴
⑧ 수업 인증서 관리 메뉴
⑨ 수업 페이지 빌더

① 프런트 앤드 수업 페이지 편집 메뉴(홈페이지 전면 Header 바에 위치)
② 수업 추가 버튼
③ 수업 검색창
④ 수업 편집 메뉴(일반정보, 교육과정, 설정)
⑤ 수업 정보 기입란
⑥ 수업 카케고리 선택란
⑦ 수업 구성하기 페이지(섹션, 레슨, 평가, 퀴즈, 과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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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 나아가기’ 페이지에서 교사가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백엔

드와 프런트엔드 편집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프런트 앤드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지는 곳을 말하고, 백 앤드란 눈에 보

이지 않는 영역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DB의 영역이다. 간단한 백엔드

와 프런트 앤드 수업 구성하기 개요는 아래 <표 52>와 같다. 

  프런트엔드와 백엔드 수업 편집은 모두 SJ folio 사이트의 상단 헤더 

바에서 접속할 수 있다. 프런트엔드는 보다 손쉽게 수업을 편집할 수 있

는 장점이 있고, 백엔드는 프런트 앤드 보다 세부적인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교사는 목적에 맞게 백엔드 혹은 프런트엔드 

편집 메뉴를 선택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Learnpress에서 수업은 

코스, 섹션, 레슨의 단계로 구분된다. 연구자는 코스는 수업 주제로, 섹

션은 수업 차시로, 레슨은 수업 내용으로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교사는 

수업 구성 페이지에서 수업 운영계획에 맞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간단한 퀴즈, 평가, 과제물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부의 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또, 교사는 자신이 구성하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여정 나아가기의 세 가지 소 메뉴에 각각 할

당할 수 있다. 또 교사는 수업의 성취목표를 설정하여 두고, 성취목표를 

달성했을 시에 학생이 수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성취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여정 나아가기 페이지는 수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나의 여정 시작

하기’,‘스포츠 향유 체험하기’,‘체육수업 나아가기’의 세 가지 소 

메뉴로 구분하였다. 먼저 ‘나의 여정 시작하기’는 자신이 운동소양 여

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인

식하고, 과거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여정을 나아가야 할

지를 알아보는 수업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운동소양을 

G-suite 앱으로 제작한 검사 및 진단 도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해보고, 자신의 운동소양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SJ 포트폴리오를 만

들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

육수업의 연결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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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스포츠 향유 체험하기’ 수업은 스포츠를 향유 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의 체험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체육수업 나아가기’는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교

사는 계획된 수업 과정을 카테고리로 묶어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수

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일상

화된 이후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ZOOM 화상 수업도 ZOOM 

integration 플러그인을 통해 수업 코스를 제작할 때 삽입할 수 있다. 

  라) 여정 게시판

  ‘여정 게시판 메뉴’는 Wordpress의 페이지 빌더를 기반으로 웹 페

이지를 구축하고, 페이지의 콘텐츠 내용으로는 G-suite 앱을 활용한 자

료들을 입력하여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여정 게시판 페이지 구축에 활용

된 플러그인과 앱은 아래 <표 53>과 같다. 여정 게시판의 소 메뉴는 

‘스포츠 아트 갤러리’,‘P’S블로그’,‘스포츠 팟캐스트’,‘스포츠 

향유 게시판’으로 구성되었다. 

<표 53> 여정 게시판 페이지 구축 플러그인과 앱

  ‘스포츠 아트 갤러리’ 구성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먼저 서울대학교 스포

츠 교육연구실에서 수집한 스포츠 미술 작품들을 Google Photo Drive에 저

장하였다. 그 후,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 권한을 받아 

Google Photo의 개발자 키(API KEY)를 발급받고, Google Photo의 그림을 

구분 플러그인/앱

활용된 WP 플러그인
WPBakery Page Builder, Embeded Plus for Youtube,

Photonic Gallery

활용된 G-suite 앱

Google sheet, Google slide, Google docs, Google form,

Google Drive, Google Classroom, Awesome-table, Google

Photo,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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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구현할 수 있는 Photonic Gallery 플러그인을 활

용하여 사이트를 구현하였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스포츠 아트 갤러리 페

이지를 방문하여 스포츠 미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하고, 필요한 경우 

‘Google에서 이미지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작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

거나, 비슷한 미술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감상할 수 있다. 

<그림 42>. 스포츠 아트 갤러리 페이지 뷰

  ‘스포츠 팟캐스트 페이지’는 학생들이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지식을 오디오 형태로 제작된 팟캐스트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작은 Youtube에 업로드된 축구, 농구, 야구 혹

은 방송사 채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잡학사전 영상을 개발자의 영상목

록으로 분류한 이후, Youtube 개발자 키(API)를 발급받아, Embeded Plus 

for Youtube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학생들은 흥미 있는 종목

의 유튜브 팟캐스트 영상목록에 접근하여 영상 제작자들이 들려주는 풍부

한 스포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영상을 보고 싶은 경우 학생들

은 자연스럽게 Youtube 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련 영상을 검색하고 팟캐스트

를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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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스포츠 팟캐스트 페이지 뷰

  ‘스포츠 향유 게시판과 P’s 블로그’는 Wordpress의 글 페이지 기

능을 기반으로 WPBakery 웹페이지빌더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구현하였

다. P’s  블로그 페이지의 경우 간단한 글을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웹사이

트 사용에 관한 공지를, 스포츠 향유 게시판은 G-suite 앱들을 활용한 콘텐

츠를 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향유 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Awesome-table을 통해 구현했던 스포츠 향유 카드가 담긴 향유 게시판에서 

학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스포츠 향유 거리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고, 자신의 스포츠 향유 체험을 풍부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림 44>. 스포츠 향유 게시판과 P’S 블로그 페이지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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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정 대시보드

  여정 대시보드 메뉴는 교수학습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

해서는 Wordpress의 Learnpress를, 학생들의 학습진도 파악 및 평가결과 파

악을 위해서는 Learnpress의 부가기능인 Gradebook 플러그인을 중심으로 

Google Classroom의 성적 탭을 보조로 활용했다. 구체적인 여정 대시보드 구

축을 위해 활용된 플러그인과 G-suite 애플리케이션은 <표 54>와 같다. 

<표 54>. 여정 대시보드 페이지 구축 플러그인과 앱

  Learnpress는 백엔드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교수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한다. 교사는 페이지 상단의 대시보드를 

선택하여 백엔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Learnpress의 관리 권한을 부

여받은 교사는 Learnpress 메뉴를 선택하여 교수학습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Gradebook 플러그인은 학생들의 성적과 학습진도율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 대시보드의 기능을 확장해준다. 

  Goolge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Google classroom의 과제 탭을 활용하게 되는데, 과제 탭에 제출된 학생

들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성적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성적탭

에서 학생들의 과제 제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로 입력할 수 도 있다. 제출된 과제물의 탭을 클릭하면 학생들이 제출

한 실제 자료들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구분 플러그인/앱

활용된 WP 플러그인 Learnpress, Learnpress Gradebook

활용된 G-suite 앱 Google classroom, Google sheet



- 216 -

<그림 45>. Learnpress와 Gradebook의 대시보드기능

  

<그림 46>.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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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J folio 운영하기

    1) 시작하기 : 브릿지 프로그램과 스태핑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초·중등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과 

효과를 탐색하고자 최종 개발된 SJ folio를 학생들이 활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브릿지 프로그램’과 ‘스태핑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는 여정 나아가기의 ‘여정 시작하기’ 소 메뉴로 분류

되었다. 두 코스는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인식하고, 이전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나의 운동소양 모습을 인식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학생들은 여정 나아가기 코스에서 나만의 SJ folio 페이지를 구

성해보는 활동들을 계획된 차시에 맞춰 수행하게 된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총 12차시의 수업으로 운영되었는데, 학생들이 

초기 사이트에 적응하는 시기와 학습 속도를 고려하여 6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다. ‘스태핑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는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6차시의 수업으로 축소하여 구성하였다. 브릿

지 코스는 주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스태핑 코스는 2단계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차시별 운영 프로그램은 아래 <표 55>와 같다. 

수업에 포함된 학생 학습활동은 크게 강의 비디오 보기, 나의 운동소양 

탐색하기, SJ 포트폴리오 제작 가이드 비디오 보기, SJ 포트폴리오 제작

하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강의 비디오는 Youtube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운동소양과 운동향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학생의 운동소양 탐색활동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 SJ 포트폴리오 

제작 가이드 비디오는 학생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에 모바일

과 PC 모두를 통해 접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버전과 PC버전 

가이드 영상을 모두 Youtube에 업로드하여 제공했다. 학생들은 가이드 

영상을 보고 따라하며 나의 SJ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활동에 참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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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 운영계획

<브릿지 프로그램운영계획>

단계 차시 주제 활동 프로그램 콘텐츠

1

단

계

1
전생애스포츠참여

와SJ folio

우리들의 운동소양 여정 강의 비디오

About SJ folio 사이트 강의 비디오

<SJ 드라이브> 업데이트 하기 비디오+활동과제

2 운동소양과운동향유

락! 더 스포츠! 운동소양과 운동향유 강의 비디오

체육 오성이란? 강의 비디오

나의 운동소양 상태 알아보기 활동 과제

<나의 운동소양>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2

단

계

3
나의 초등학교 체육

학습추적하기

초중등 체육학습 이해하기 강의 비디오

초등체육 학습활동 추적하기 비디오+활동과제

SJ folio <초등체육학습 Tracker>업로드 비디오+활동과제

4 나의스포츠향유추적하기
스포츠를 향유하는 15+ 방법 알아보기 강의 비디오

[스포츠향유] 추적하기 + 향유 navi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3

단

계

5
스포츠보기향유

: 스포츠의‘순간들’

스포츠 <순간> 보기 코스 강의 비디오

스포츠 <플레이어> 보기 코스 강의 비디오

SJ folio <나의 스포츠 Video’>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6
스포츠듣기향유

: 스포츠‘아트’

스포츠 아트 팟 캐스트 코스 강의 비디오

스포츠 음악 코스 강의 비디오

SJ folio <나의 스포츠 아트 갤러리>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7
스포츠읽기향유

: 체육일언

체육 일언 익히기 강의 비디오

SJ folio <스포츠 명언>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8
스포츠생각하기향유

: 나의스포츠특성

나의 스포츠 특성 생각해보기 강의 비디오

SJ folio <나의 스포츠 특성>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9
스포츠쓰기향유

: 스포츠여정자서전
SJ folio <나의 스포츠여정 Bio>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10
나만의 SJ folio 완성

하기
SJ folio제작마무리하기(프로필사진,배경, 나의스포츠활동등) 비디오+활동과제

4

단

계

11 초중등SJ folio둘러보기 초중등학교 SJ folio 둘러보고 리뷰하기 비디오+활동과제

12 초중등체육연계이해하기
전 생애 체육학습에서 초중등 연계에 대한 나

의 생각 적어보기
활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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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핑 프로그램운영계획>

단계 차시 주제 활동 프로그램 콘텐츠

A

단

계

1
전생애 스포츠 참여

와‘SJ folio’

우리들의 운동소양 여정 강의 비디오
About SJ folio 사이트 강의 비디오

2 운동소양과운동향유

락! 더 스포츠! 운동소양과 운동향유 강의 비디오
체육 오성이란? 강의 비디오
나의 운동소양 상태 알아보기 활동 과제
SJ folio <나의 운동소양>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3
나의 초등학교 체육

학습추적하기

초중등 체육학습 이해하기 강의 비디오
초등체육 학습활동 추적하기 비디오+활동과제
스포츠를 향유하는 15+ 방법 알아보고 추적하기 비디오+활동과제

B

단

계

4
스포츠보기향유

: 스포츠의‘순간들’

스포츠 <순간> 보기 코스 강의 비디오

스포츠 <플레이어> 보기 코스 강의 비디오
SJ folio <나의 스포츠 Video’>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5
스포츠읽기향유

: 체육일언

체육 일언 익히기 강의 비디오
SJ folio <스포츠 명언>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6
나의스포츠생각향

유하고나누기

나의 스포츠 특성 생각해보기 강의 비디오
SJ folio <나의 스포츠 특성> 업데이트

SJ folio <나의 스포츠여정 Bio> 업데이트
비디오+활동과제

-초중등학교 SJ folio 둘러보기

-초중등 체육수업 연계에 대한 나의생각 적어보기
비디오+활동과제

  

  연구 참여 교사들에게는 SJ 포트폴리오 가이드 매뉴얼을 인쇄물로 제

작하여 전달하였다. 매뉴얼에는 본 e-포트폴리오의 제작 배경, 운동소양 

이나 운동향유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사이트 소개, 프로그램 소개, 

차시별 활용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브릿지 프로그램에 활

용된 교수학습 자료 링크를 별도로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율

성을 부여했다. 수업 영상과 가이드 영상의 경우 Youtube 재생목록을 생

성하여 링크를 공유했다. 연구 참여 학교인 장가중학교는 학교의 기본 

원격 수업플랫폼이 Google classroom이었고, 안가 초등학교의 경우 6학

년은 클래스팅을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클래

스팅과 구글 클래스룸에 가이드 페이지를 제작하여 교사들이 손쉽게 학

생들이 SJ folio 사이트에 접근하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SJ 

folio의 매뉴얼은 아래 <그림 47>과 같이 제작 후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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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J folio 활용 매뉴얼

    2) 참여 유도하기 : 여정 포인트와 성취보상체계

  학생들의 SJ folio 사이트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운동소양 포인

트, 이벤트 대회, 배지, 인증서, 포인트 랭킹, 포인트 리더보드 등을 활용했

다. 교육에 있어 Gamification(게임화)는 ICT 활용이 중시되는 현대의 교육

학적 패러다임과 교육 동향에서 능동적인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경향 중 하나이다(Gabriela Kiryakova et al., 2014). 연구자는 여정 

포인트와 성취보상체계를 통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게임성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

였다. 

  운동소양 포인트는 Mycred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는데 Literacy 

Point는 학생들이 학습을 완료하거나, 퀴즈를 맞히거나 하는 등의 SJ folio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학생이 획득한 LP는 각자의 SJ 포트폴리오 페

이지에 표시된다. 이벤트 대회는 총 3주간 운영되었는데, 학생참여 포인트 

랭킹에 따라 TOP 5를 선정하고, 프로필 완성도에 따라 Gold 프로필,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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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Bronze 프로필을 시상하였다. 중간중간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자신

의 완성된 프로필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표현할 기회를 부여했다. 

  배지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 결과에 따라 부여했는데 처음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게시한 학생들에게는 ‘첫 걸음’ 배지를, 브릿지 코스 혹은 스

태핑 코스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게는 ‘여정 초보자 자격증’ 배지를 할

당해주었다. 인증서는 단계별 코스를 80% 이상 성적으로 통과한 학생들에

게 부여했는데, 코스를 완료한 경우 인증서 메뉴가 노출되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인트 랭킹은 학생들의 LP에 따른 랭킹을 구분하고 여정 어

린이에서 여정 유소년까지를 구성하였다. 포인트 대시보드는 모든 페이지

의 하단부에 노출되도록 설정하였는데, 상위 10명의 아바타 이미지와 포인

트가 노출되게 된다. 10명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따로 하단부에 자신의 

순위가 표시된다. 이상의 SJ folio의 동기유발 시스템 구성을 정리하면 아

래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 SJ folio 사이트의 학생참여 동기유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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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연구결과 2 요약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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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 및 효과

  가. 초·중등 학생의‘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 

  초·중등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의 탐색을 위해서는,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을 통해 SJ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12

차시(6차시) 운영한 이후, 연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

행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리파지토리에 기록된 데이터 자료 분

석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별 활용 경험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초·중등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과정

  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적응하기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정규 체육교과 수업과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수업에서 활용했다. COVID-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학교 

수업맥락에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친화적

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원격 체육수업을 목적으로 활용된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에 학생들은 책무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 활용 이전에 장가중학교 학생들은 Google Classroom을 기본 

수업플랫폼으로, 안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Classting을 기본 수업플

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이전 수업플랫폼에서 새로운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 플랫폼으로 원격수업 환경을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

기 위해 연구 참여교사들은 기존에 활용하던 플랫폼을 이동통로로 사용

했다. 프로그램 참여 초기에 학생들은 기존 플랫폼에 교사가 안내한 링

크를 활용하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접속하였다가 점차 운동



- 224 -

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 중심으로 한 원격 학습에 적응해 나갔다. 기존 

플랫폼에서 새로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의 모습은 <그림 50>과 같다. 

<그림 50>. 기존 체육수업 플랫폼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으로의 전환과정

  학생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는 

SNS 소통창구를 활용하고, 연구 참여 교사에게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활

용과정에서 어려움을 인식하는 경우 안내된 링크를 클릭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ZOOM 화상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Teamviewer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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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의 어려움 지원을 위한 SNS 소통과정

  나) 마이 SJ 포트폴리오 페이지 활동 경험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완성한 각 개인의 마이 SJ 포트폴리

오 페이지의 예는 <그림 52>와 같다. 장가중학교 김보예 학생의 포트폴

리오 페이지에는 학생이 향유 한 스포츠 예술작품들, 스포츠 여정 NAVI 

폴더에 포함된 학생의 검사 및 진단 결과, 현재 체육오성지수의 모습, 

스스로 생각하는 스포츠 특성들, 운동소양 여정 Drive에 포함된 학생의 

학습 과정 자료들,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영상 클립이 담겨있

어 학생의 운동소양에 대한 소개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교사들은 

김보예 학생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 활동한 기록들을 확인

하고, 학생의 학습 과정을 추적·지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페이지 구성하는 활동 중에 자신의 특성에 맞는 

활동에 높은 흥미를 지니고 참여하였다. 이미지, 비디오 등의 양식을 통

한 표현기능을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 스포츠 아트 갤러리, 스포츠 비디

오 요소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평소 생각하기



- 226 -

를 즐겨 하고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운동

소양 여정 이야기를 서술하는 나의 운동소양 여정 자서전을 쓰는 활동에 

흥미를 느꼈으며, 자기를 남에게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나의 스

포츠 특성을 꾸미는데 열정적인 참여 모습을 보였다. 분석하는 것을 선

호하는 학생의 경우 검사 및 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나의 운동소양의 모

습을 탐색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다양한 기능 중 자신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운동소양 모습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기능별 학생들의 체험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 자료는 

아래 <표 56>과 같다. 

<그림 52>. 완성된 학생의 마이 SJ 포트폴리오 페이지(장가중학교 김보예)

<표 56>. 나의 SJ 포트폴리오 페이지 기능요소별 학생들 활용 경험

기능 학생 인터뷰 자료

뉴스피드

� 친구들에게� 소개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제일�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저만� 보는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

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계속�쓰고�고치고�쓰고�고치고�그랬었던�것�같아요(장가중학교�이마루)

스포츠명언

이게� 노력이라는� 게.� 뭔가� 제� 마음에�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이�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 문장에서� 솔직히� 노력� 없이� 잘하려는� 거는� 좀� 저는�싫어가지고.� 이� 노력이�헛되지�않게�

약간� 차근차근� 쌓이면서� 그� 열심히� 한� 노력이� 있으면.� 노력이� 있으면� 결과가� 좋든� 안좋든�

상관없이.� 제�노력이�이렇게�해줬기�때문에.� 좋다고�생각하기�때문에(장가중학교,� 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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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

  

  초·중등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

인은 학생의‘성찰 능력’, ‘선호 표현양식’,‘테크놀러지 친화성’으

로 나타났다<그림 53>. 학생들의 테크놀러지 친화성은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 활용의 초기 접근성과 지속성에, 선호 표현양식은 활용 모습에, 

성찰능력은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스포츠비디오
아� 제가� 이승우�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시안� 게임에서� 한일전에서� 골� 넣어서� 좋아하게� 됬

거든요�그래서�너네도�이걸�보고�입덕해라�이런식으로�올렸어요(장가중학교,� 문다은)

여정자서전

어�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것�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다른� 친구들은� 재� 스토리를� 모르자나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서전으로� 쓸� 수� 있다는게� 좋았어요� 스포

츠에�대해서(장가중학교,� 문다은)

스포츠특성

그� 뭐지� 공.�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포츠를� 생각해� 냈어요.� 박지성은� 팬까지는� 아

닌데� 그래도� 축구선수� 중에는� 제일� 좋아했어요� 옜날에.� 피구회피왕은� 저가� 체육할� 때� 잘�

피해다니는�장면이�떠올라서�썼어요(장가중학교,� 선으뜸)

아트갤러리

아트갤러리는� 일단� 제가� 만약� 원하는� 게� 없었으면� 찾아서� 올렸을� 텐데� 너무� 게시판에� 아

트� 갤러리가� 너무� 예쁜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거기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3개밖에� 못� 올

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뭔가� 신기한� 그림� 하나하고,� 옛날에� 탁구를� 배웠었는데� 친구랑.�

그� 탁구가� 너무� 그림이� 예뻐가지고� 하나� 올렸고.� 발레는�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딱�

하나�그렇게�올렸었던�것� 같아요(장가중학교,� 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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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성찰 능력’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서 학생들의 활동이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인식하고 나의 운동소양의 성장을 위한 성찰의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있어 추후 활용 효과의 도출에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다. ‘성찰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평소 깊게 생각하는 것

을 좋아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었

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나온 진단 및 검사결과나 추적 활동, 나의 운동

소양 탐색 활동 등의 전반적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래 가져보았고, 그들의 성찰 결과를 잘 표현해냈

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구현되는 웹이라는 가상공간의 성격이 학

생들의 성찰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현장 수업이었다면 바로바로 생각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 

가상의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신만의 공간에서 충분히 생

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자� :� 보예랑� 다르게� 나머지� 친구들은� 생각을� 깊게� 못� 해본�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어려

웠을까?�생각을�해보는�게?

김보예� :� 좀� 어려웠다기� 보다� 대충하지�않았을까요.� 깊게� 생각하지�않고� 간단히� 쓰고� 말았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혼자� 오래�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책

을�읽고�난�뒤에�조금�도움이�된� 것�같아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연구자� :� 한별이는� 자서전� 쓰는거랑� 포트폴리오� 소개하는� 피드를� 되게�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썼던�것�같아.� 생각해보는�건� 어렵지�않았니?

황한별� :� 어�저는�생각해�내는�걸�좋아해서�재밌었던�것� 같아요.� 평소에�일기를�자주�쓰거나�

그러진�않는데요.� 글�쓰는�거� 되게�좀�좋아하는�편이에요.

(황한별,�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영글이가�깊게�생각할�수� 있게�하려면�어떤�것이�중요하니?

전영글� :� 그냥�혼자�있을�수�있게.� 그냥�공간.� 혼자�있을�수�있는�공간이요.�

연구자� :� 웹�공간은�혼자�있을�수� 있는�공간이니?

전영글� :� 그렇다고� 봐야죠.� 과제나� 제출할� 때�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자나요.� 창

의적인� 아이디어� 그때?� 그럴� 때� 혼자있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니까.� 지금보다�오래오래�생각하고�하는게�더� 편해서.� 잘�쓸� 수�있었던�것�같아요..�

� � � � (전영글,�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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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표현양식’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이 영향을 받았다. 글쓰기를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 스포츠 특성과 스포츠 자서전을 기록하는 활동에 흥미를 지니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글을 제작할 수 있었다. 반면, 

이미지 형식을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제작하였다. 자신의 운동소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

택하여 업로드 하였고, 프로필 사진과 표지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개성 있게 잘 표현해냈다. 반면, 학생 심층 면담 과정에서 

글쓰기와 이미지 형식보다는 구술하여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학생들의 SJ 포트폴리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학생

들의 성찰 과정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연구자� :� 글로�적었던�것들이�다른�활동에�비해�단순했는데�이유가�있었니?

이이든� :� 뭐� 글쓰기� 보다는� 좀� 뭐� 그림,� 만화로� 그린다던가.� 뭐� 그림을� 그리다던가� 그게� 더�

재밌는�것�같아요.� 나머지�꾸미는�활동은�좋았어요.

� � � �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보예는�글쓰는�걸�되게�성실하게�써줬더라고.�열심히�글을�쓴�이유가�있었니?

김보예� :� 좀더�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그� 글을�쓰면서.� 좀� 더� 그� 그림이나�그런거

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도� 하고.� 선수에� 대해서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또�알게�되는�느낌?�공부하는�느낌�그런게�좋았어요.

� � � �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연구자� :� 보니까� GIF파일도�올렸는데�그런�생각은�어떻게?

장진샘� :� 뭔가� 사진� 그냥� 멈춰있는� 걸로� 만은�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영

상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GIF가� 괜찮겠다�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넣어� 봤

어요.

� � � � (장진샘,�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테크놀러지 친화성’은 학생들이 초기에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초기 접근성과 사용 지속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테크놀러지에 친화적인 학생들은 손쉽게 사이트에 접

속하고, 수업을 듣고, 연구자가 안내하는 활동들을 따라왔다. 하지만 테

크놀러지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초기 활용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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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해버리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연구자가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조

금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의 활용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

니 초기 사용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초기 사용과정에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시간의 교육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과 효과를 탐색하고자 심층 면담

을 진행한 학생들은 대부분 테크놀러지에 친화적인 학생들이었다. 그들

은 평소 기기를 다루며 직관적으로 사용방법을 익히는 학습자였고, 동영

상에 친화적인 특성을 보였다.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그들은 텍스트보

다는 Youtube 등에서 동영상을 통해 사용법을 익히거나,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테스트해보며 스스로 사용방법을 터득하는 학생들

이었다. 테크놀러지 친화성은 그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있

어 마주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구자� :� 다른�친구들은�다소�어려워하기도�했던�것�같은데.� 보예는�어렵지�않았니?

김보예� :� 되게.� 아직도� 그� 만드는거� 올리고� 그러는게� 햇갈려� 하는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가� 저번에는� 그� 되게� 모바일� 버전도� 있다는� 것을� 생각못하고.� 왜� 이게� 어렵지?� 생

각을� 했었는데...� 모바일� 버전�보다는� PC버전으로�찍어주신� 영상을�계속�보면서� 따

라하기만�해도�어렵지�않을�것�같은데...�

� � � �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연구자� :� 동영상으로�된� 안내가�어렵지�않았어요?

김큰길� :� 동영상이어서� 솔직히� 더� 쉬워요.� 평소� 유튜브로� 많이� 배워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쓰라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 그걸� 더� 자세히� 알� 수� 있

으니까�좋아요.�

� � � � (김큰길,� 안가초�학생�면담,� 201008-2차)

  

  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에의 동기 요인

   

  학생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운영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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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책무성’, 기능요소에 기인한 ‘승부욕’,‘흥미로움’,‘공유하

는 느낌’, 학생 배경 요인에 기인한 ‘사용 자신감’, 활용 경험에서 

기인한‘성취감’ 요인들이 확인되었다<그림54>. ‘책무성’은 체육교과 

수업의 프로그램으로 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동기 요인이었다. ‘승부욕’,‘흥미로움’,‘공유하는 느낌’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요소에 따른 동기 요인, 사용 자신감은 학

생의 배경 요인에 따른 동기 요인이었다. ‘성취감’은 학생들의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 활용과정 전반에 나타난 동기 요인으로, 자기 이해의 

경험과 같은 성취의 경험들을 통해 지속해서 강화되는 동기 요인의 모습

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동기 요인은 학생들에게서 복합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한 

개의 동기 요인만을 가지고 참여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그들의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동기로 작용했다. 학생들의 참여 동기 요인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의 적응 과정과 활용 경험 누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에의 동기 요인에는 

‘책무성’과 ‘사용 자신감’이 주로 나타났다. 학교 체육수업 프로그

램으로 운영되었다는 운영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책무성을 지녔으며, 

그들이 지니고 있던 배경 요인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은 초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동

기 요인으로 작동했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적응해

가며 누적된 활용 경험을 쌓이면서부터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구성

요소에서 기인하는 ‘승부욕’, ‘공유하는 느낌’, ‘흥미로움’ 요인

들이 동기로 작동하였다. 깊이 있게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빠져

들어 밀도 높은 활용 경험을 축적한 학생들에게서는, 자기 운동소양 여

정 인식 성취와 같은 ‘성취감’ 요인이 활용에의 작동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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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에의 동기 요인

  먼저 ‘책무성’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적응 수준과 활용 경험에서 참여

를 이끈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

용이 체육수업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사가 수업시

간에 SJ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활동을 과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과제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에 참여했

다고 말했다. 초기의‘책무성’으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참여한 학

생들은 적응 수준과 활용 경험 누적에 따라 다음 단계의 동기 요인으로 

나아갔다. 그런데도 다음 단계의 동기 요인으로 나아가지 못한 학생들에

게서는 최소한의 과제수행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영글아.� 영글이는�포트폴리오�만드는�활동을�할�때.� 열심히�참여한�동기가�있었니?

전영글� :� 체육� 그� 시간이니까.� 수업이니까.� 일단은� 학교� 수업이기도� 하고.� 과제라니까�해야할�

것�같고.� 그런�느낌이�좀�강해서.� 수업을�들었던�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포트폴리오가�열심히�제작된�것도�수업이었기�때문에?

전영글� :� 어�그냥�필수로�해야되는�거니까�어쩔�수�없이�했던�것� 같아요

� � � � (전영글,� 장가중�학생�면담,� 200929-2차)

 ‘사용 자신감’ 요인은 학생들이 손쉽게 안내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활동으로 인해 자신도 가이드 페이지와 같이 멋진 나만의 SJ 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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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제작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그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의 활용에 작용한 동기였다. 학생들은 설명이 그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

가왔고, 직관적으로 시각화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

러한 자신감의 요인에는 그들이 지닌 성찰 능력, 테크놀러지 친화성, 선

호표현양식의 배경 요인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에 효과적이라

는 인식이 작용했다.

연구자� :� 사이트를�활용할�때� 지우가�잘� 참여할�수�있었던�것에는�어떤�점들이�중요했니?

장진샘� :� 뭔가� 말이�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딱딱� 알� 수� 있는� 아이콘�

이런게�있어서�좀�수월하게�이용할�수�있었던�것�같아요.

연구자� :� 설명이�받아들이기�쉬웠다는�이야기?

장진샘� :� 설명이� 막� 말이� 어려운� 말이� 없고.� 그다음에� 아이콘으로� 딱� 정리돼있어서� 아이콘�

보고� 딱� 이건� 이거구나� 해서� 딱�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서� 잘할�

수�있을�것� 같아서.� 열심히�하게�된�것� 같아요.

� � � � (장진샘,�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승부욕’은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 활동이 운동소양 

포인트(LP) 대시보드에 노출되는 등과 같은 성취보상체계가 동기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SJ 포트폴리오 만들기 대회에서 

TOP 5 랭킹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프로필상을 받기 위해 승부욕을 가지

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승부욕은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요인으

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승부욕을 가지고 처음에 참여한 학생들도 

점차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내재적인 흥미를 느끼고 참여했다고 경

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연구자� :� 보예가�포트폴리오�만들기�활동을�열심히�하게�된�가장�큰�이유가�무엇이었니?� �

김보예� :� 제가� 착각해서� 좀� 많이� 만들어서� 1등이� 되어� 버린거에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어� 나�

왜이렇게� 높지?� 다른애들보다?� 하고� 엄청� 놀래가지고� 다른� 애들� 것을� 봤는데.� 제

가� 앞서� 나간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당황하다가...� 또� 되게� 하다보니

까.� 계속.� 열심히.� 한�번� 1등을�해보니까�계속� 1등을�놓치고�싶지�않은�마음에서�계

속�열심히�하게�된� 것�같아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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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움’ 요인은 학생들이 이전에 참여했던 원격수업의 형식보다 

한 단계 발전된 플랫폼이라는 점과 더불어 다양한 표현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요소들에 기인한 동기 요인이다. 

COVID-19에 따른 원격수업들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은 이전에 경험해온 

EBS 온라인 클래스와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요소들이 그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들이 많았

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형태의 수업플랫폼 활용으로 인해 지루했던 

다른 교과의 원격수업과 달리 흥미로운 표현기능들이 포함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

동 참여에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구자� :� 이�사이트는�이전�플랫폼과�비교하면�어땠니?

이이든� :� 구글� 클래스룸이랑� 약간� 다른.� 구글� 클래스룸이� 업그레이드된� 느낌.� 구글� 클래스룸

은� 약간� 그냥� 듣기만� 하고,� 완료로� 표시만� 누르면� 완료된� 것으로� 뜨는데.� 이거는�

포트폴리오까지�다� 만들고�해야�해서.� 더� 업그레이드�된�것� 같아요.

연구자� :� 그�업그레이드�된� 점이�열심히�참여하게�만드는데�영향이�있었니?

이이든� :� 이전에� 듣던� 체육수업보다는� 재미있으니까.� 약간� 지금� 코로나� 떄문에� 체육하면은�

너무� 막� 집에서� 하는� 체육이니까� 너무� 약간� 따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사이트

를�하면은�체육을�좀�집에서�할� 때도�흥미를�느끼게�되는.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공유하는 느낌’은 학생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공유기능이 

그들에게 친숙한 SNS 기능과 유사하다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활용에의 

동기로 작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제작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다른 친

구들이 보고 자신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들이 더 열심히 페이지

를 만들게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이 그들

에게 친숙한 SNS 활동과 닮았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생각보다는 공유하

는 활동으로 인식했고, 그러한 점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열

심히 참여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포트폴리오�만들�때� 어떤�포인트에�중점을�두게�되었니?

문다은� :� 소개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네�이런거를�더�잘� 보여주려고�그런�목적으로�만들었던�것� 같아요.�

연구자� :� 포트폴리오�피드를�올리는�활동도�그런점에서�열심히�하게�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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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은� :� 그게� 재밌었어요.� 뭔가� 좀� sns를� 하는� 기분이라.� 막� 공부하는� 느낌도� 안들고� 해서�

좋아서�열심히�했던�것� 같아요.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성취감’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하게 되

는 외재적 보상인 배지, 인증서, 포인트 등을 성취할 때나, 가족 혹은 친

구들이 학생의 SJ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격려와 칭찬을 해줄 때, 스스

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하나 둘 씩 

채워져 나갈 때 등에서 동기로 작용했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활용 경험을 통해 성취하게 된 자기 이해의 경험에서도 성취감을 느

꼈다. 이렇듯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요인들이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들의 활동이 그들에게 내재적인 만족감과 

성장하는 느낌을 부여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성취감’을 동기 요인

으로 이야기한 학생들은 SJ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에도 수준 높은 참여를 

보여주었다. 성찰의 과정과 표현의 과정에서 질 높은 참여수준을 보여주

었다. 이는 ‘성취감’이라는 동기 요인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연구자� :� 네가�또�포트폴리오를�열심히�만드는데�어떤게�영향을�미쳤을까?

김보예� :� 저는� 가족들에게�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니까� 되게� 열심히� 해가지

고.� 이거� 잘했지?� 이러면은� 어� 진짜� 잘했다.� 이것도� 이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하게�된�것� 같아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연구자� :� 아미�학생은�이�활동에�열심히�참여하게�된� 이유가�있었을까요?

이아미� :� 저는� 솔직히�제� 생각이지만� 저는�열심히� 참여하고�싶었어요.� 왜냐하면� 배지도�주니

까� 받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 배지하나� 얻기� 위해�열심히� 하는.� 물론�배지� 떄

문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배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참여하면� 남이� 좋은게� 아니라�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좋아지는�건�저니까.� 저는�그래서조금�열심히�하려고�했던�것�같아요.

(이아미,� 안가초�학생�면담,� 201008-2차)

  4) 초·중등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

  초·중등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은‘미아이탈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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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중형’,‘경쟁참여형’,‘자기표현형’,‘여정성찰형’으로 나타났다.

  ‘미아이탈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가이드 비디오와 안내를 

받았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환경에

서 미아가 되어 떠도는 학생이었다. 연구자는 이 학생들을 위해 SNS(카

카오톡)을 활용한 지원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두고 지속 추적하며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소통창구를 찾

지 않았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업 참여시간에서 ‘미아’가 되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운동소양의 여정 참여 프로그램에서 이탈하였다. COVID-19의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와 대면하며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

들이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적응을 어렵게 했는데, 원격수

업으로 인해 교사의 관리범위 밖에 위치해버린 학생들은 미아이탈형의 

모습을 보였다. 

  ‘과제집중형’은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초기에 발견

되는 유형이었는데 운영교사가 제시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학습과

제 수행에 집중한 유형이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SNS 소통창구를 이용

하거나, 주변 친구나 가족의 지원을 받는 등 과제완수를 위해 노력했다. 

과제집중형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목적으로 운영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의 활용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

는 능력의 범위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참여하였다. ‘과제

집중형’은 학생들의 수업과제에 대한 책무성에 기인하여,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 활용 모습 초기에 주로 발견된 참여 형태였다. 학생들은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익숙해지며 구성요소 요인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경쟁참여형’과 ‘자기표현형’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구성요소 활용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은 최소한의 과제수

행만 하는 제한적인 활용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쟁참여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경쟁요소 및 성취체계에 

흥미를 느끼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 성취 보상을 획득하고

자 하는데 적극성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 포인트(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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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을 위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점수 획득이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였다. 이들에게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의 활용은 하나의 경쟁이고 게임이었기 때문에, 운동소양 여정

을 살펴봄에 있어 깊은 성찰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제한점을 보

이기도 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보상 획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을 탐색하였으며, 효율적인 경쟁을 추구했다. 

  ‘자기표현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제공하는 ‘표현’기능에

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자신의 SJ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했다. ‘자기표현형’의 학

생들은 다양한 표현양식 중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자

신의 운동소양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적합한 것을 탐색하였고, SJ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들어온 다른 사용자(교사 혹은 친구 등)가 직관적

으로 자신의 운동소양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들은 ‘글’을 활용해야 하는 과제보다는 

‘이미지’ 혹은 ‘동영상’을 활용해야 하는 과제에 흥미를 느꼈고, 적

극적인 참여 모습을 보였다<그림 55>.

  ‘여정성찰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

을 통한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 탐색의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자신

의 현재와 과거 운동소양 모습을 살펴보며 자신의 체육 관련 특성을 살

펴보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나

아가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기도 하였다. ‘성찰’의 기능의 활용에서도 ‘여정성찰형’의 모습을 

보였던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반추하여 살펴

보았고, 그들의 성찰 내용을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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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자기표현형 학생들의 SJ 포트폴리오 페이지

 

<그림 56>. 여정성찰형 학생들의 성찰 기록물들

  이상의 유형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57>과 같다. 과제 인식의 어려

움, COVID-19으로 인한 적절한 지원의 제한, 수업에 대한 낮은 책무성 

수준 등을 이유로 ‘미아이탈형’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

경에 참여하지 못했다. 책무성에 기인한 낮은 참여수준에서 학생들은 초

기‘과제집중형’의 모습을 보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기능요소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경쟁참여형’의 유형을 보이거나, 

‘자기표현형’의 유형 모습을 보였다. ‘자기표현형’의 유형 학생들은 

이전의 다른 유형보다 자신의 운동소양 탐색 과정과 표현과정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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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앞선 세 가지의 유형은 자기 소양에 대한 인

식 경험과 자기 운동소양에 대한 성찰 경험,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 

대한 이해 증가에 따라 ‘여정성찰형’의 유형으로 나아갔다. ‘자기표

현형’ 학생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아 인식과 성찰 경험의 축적 농도

가 높았는데, 때문에 ‘여정성찰형’으로의 변화의 경향성이 컸다. ‘여

정성찰형’유형의 학생들은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의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운동소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에 있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였

다. 

<그림 57>. 초·중등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 요약

  5)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에의 장애 요인과 극복 모습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있어 기능적인 면에서‘사이

트 간 이동의 복잡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SJ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에 있어 자신의 Google Drive 폴더를 제작하고, 

링크를 복사여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게시하는 활동을 가장 어려운 점으

로 인식했다. 이러한 장애 요인 인식의 이유에는 사이트 간의 이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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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다는 점에 있었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안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는 큰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다른 사이트

로 이동하여 활동을 하고 다시 그 활동 결과를 원래의 사이트에 입력하

는 것을 다소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개발된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이 필요한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조립·활용하였다

는 점에서 발생한 장애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 58>. 초·중등 학생들이 인식한 대표적 어려움 요인(Google Drive 폴더 환경으로의 이동)

연구자� :� 이�포트폴리오를�만드는�활동이�기술적으론�어렵지�않았니?

선으뜸� :�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못한� 게� 한� 개�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그게� 어떤� 링크

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 링크를� 모르겠고.� 정작� 직접� 찾아보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런게� 두� 개면� 하나로� 들어가고� 하나론� 할� 수� 있는데.� 핸드폰� 하나로만�

하는�경우는�좀�힘든�것� 같아요.

(선으뜸,� 장가중�학생�면담,� 200929-2차)

  학생들은 인식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이드 영상을 반복

적으로 돌려보며 반복적으로 학습’하거나,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양 기기와 기능들을 직접 테스

트해보며 스스로 해결’하거나, ‘유튜브에서 방법을 검색하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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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한 장애 요인 극복 방법은 모바일

과 PC를 동시에 활용하며, 가이드 영상 시청과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을 

동시에 반복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가이드 영상

을 보고 즉시 똑같이 기능을 작동시켜 보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영상을 돌려보며 재시도하는 반복적 시도를 통해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있었다.

연구자� :� 선생님이�안내한�가이드�영상으로�충분히�할�수�있었니?

황한별� :� 저� 뭐야� 피니시� 버튼� 안된다고� 선생님한테� 카톡� 보냈었자나요.� 그거� 할� 때� 친구들

한테� 물어봤었어요.� 그것� 뺴고는� 딱히� 괜찮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거는� 아

빠랑�같이�했어요.

(황한별,�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파란이는�포트폴리오�만들면서�어려움이�있었다면�무엇이었니?

김파란� :� 네� 막� 제가� 잘� 컴퓨터를� 사용을� 안해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를� 솔직히� 할� 줄을� 몰

라가지고,� 올해� 코로나� 생겨서� 지금� 약간�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잘� 안해가지고.� 이것저것이� 다�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를�

잘� 하는� 애들은� 약간� 좀� 능숙한데.�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동영상을� 계속� 돌려돌려서� 봤거든요.� 모르면은� 약간�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

면서.� 그리고�만약�친구들도�모르면은�선생님께�물어봐서�그렇게�했어요.�

(김파란,� 장가중�학생�면담,� 201012-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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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중등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및 기대효과는 초·중등학생의 운동소

양의 여정 시제에서 과거·현재·미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활용 효과는 실제와 기대효과가 동시에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활용 기간

이 최대 6주로 길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둘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웠다. 

연구 참여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효과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과거·현재·미래에서 시사점을 제공

하는데 이를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초·중등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및 기대 효과 요약

  1) 회상하기 그리고 초·중등 체육에 징검다리 놓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체육학습과 

체육활동의 여정을 회상해보며 과거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과거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은 SJ 포트폴리오의 기능 

중 ‘초등체육학습 추적하기’, ‘스포츠 자서전 작성하기’에서 주로 

나타났다. 

  ‘초등체육학습 추적하기’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초등학교 체

육수업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사전 심층 면담 인터뷰에

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피구, 발야구 등의 몇몇 종목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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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

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등체육학습 추적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자

신이 어떤 활동을 배웠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 :� 초등학교�체육수업�체크�해보는�활동은�어땠니?

장진샘� :� 솔직히� 체육은� 복습� 이런게� 없자나요.� 그래서� 그런거를� 체육� 복습한다는� 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그걸� 해보면서� 체육� 해본거를� 복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진샘,�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연구자� :� 초등학교�체육수업을�체크�해보는�활동은�어떤�점이�좋았니?

김보예� :� 그런거는요.� 되게� 제가� 초등학교� 수업� 때� 이렇게� 많은� 수업을� 배웠었나� 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별생각� 없이� 그냥� 하기만� 했는데.� 뭘� 했

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한�걸� 체크�해보니까�내가�이렇게�많이했었나�하고.� 좀� 신기하기도�하고�그랬어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연구자� :� 마루의�초등학교�체육수업을�좀�더�알게�되었다는�이야기니?

이마루� :� 저를�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거를.� 생각하지� 못했던걸� 생

각해봤다고�해야하나.� 체육수업에�대해서�체육을�어떻게�배웠고�그런것들...

(이마루,�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그림 60>. 초등학교 체육학습 추적하기 기록 모습(장가중 황한별, 김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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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자서전’을 작성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과거 스포츠활동

을 회상’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과거 자신이 체육활동을 

많이 못했다고 여겼었는데 자서전을 적기 위해 생각해보는 활동이 태어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참여했던 활동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어릴 적 자신이 참여했던 

신체활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보며 과거 그들의 운동소양 여정에 대한 

스토리텔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신의 여정에 대한 스토리텔링 

체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 있는 활동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은 포트폴

리오의 다른 요소들은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자서전에 적히는 자

신의 여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 스포츠� 자서전은� 어땠니?� 다섯�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 마루를� 깊게�

생각해보게�만들었을까?�

이마루� :� 마지막� 질문이� 뭔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애기� 땐� 나� 체육�

안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체육�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더

라구요.� 그런점을�알수�있어서�되게�좋았던�것�같아요.� 과거를�생각해보는.�

(이마루,�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연구자� :� 스포츠�자서전을�작성해보면서는�어떤점이�달라졌을까?

문다은� :� 평소에� 그냥� 스포츠활동� 나에대해서� 그런걸� 잘� 몰랐는데.� 저�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은�그런거를�다�세세하게�파악하고�써야되자나요.� 그래서�다시�그� 기억들을�떠올리

고�그래서.� 내가�스포츠에�대해서�뭘했고�스포츠에�대해서�어떤�마음가짐을�가지고�

있는지�다시한�번�알게�됬던�것� 같아요.�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그림 61>. 스포츠 자서전에 나타난 학생들의 성찰 기록 모습(장가중 김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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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체육학습을 살펴보는 것과 나의 과거 스포츠참여 활동을 회

상해보는 활동은 나아가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중학교 체육수업의 징검

다리 역할’이 되어주었다. 자신의 과거 운동소양 여정을 구체적으로 인

식한 학생들은 이 되돌아보기 활동이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과거와 비슷

한 내용을 배울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만일 학

생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사전 학습경험이 

있는 활동은 보다 난이도를 높여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전 학습경험

이 없는 활동들을 새롭게 탐색해가며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구자� :� 초등학교�체육수업을�추적해보는�활동은?�없을�때랑�비교해보면?

이이든� :� 초등학교� 때� 했던� 운동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느낌.� 초등학교� 배운� 거면은� 별

로� 기억안나는데.� 이런거� 하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중학

교�때� 체육수업�하는데�좀� 더� 기본이�되어있으니까.� 더� 낫지�않을까요.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과거�다은이의�스포츠활동을�되돌아보는�활동은�다은이에게�어떤�도움이�될까?

문다은� :� 원래� 중학교� 올라와서는� 초등학교� 체육� 때� 뭐� 했는지� 생각을� 안하고� 그냥� 중학교�

체육수업에�임하자나요.� 근데� 그거를� 체크하면서�내가�뭐했지� 뭐했지� 하면서� 그� 때�

했던� 규칙들이나� 그런� 활동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중학교때� 만약에� 그런� 비

슷한�종목들을�배운다면�더� 유용하게�쓰일�수� 있어서�좋았어요.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2) 나의 운동소양과 성장 모습 확인하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

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운동소양 모습

을 새롭게 파악해볼 수 있었으며, 이 활동을 통해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운동소양의 여정을 인식하는 데는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 활동 중 ‘체육오성지수 검사’,‘스포츠 향유 추적하

기’,‘나의 스포츠 특성 생각하기’가 주요한 효과가 있었다. 

  ‘체육오성지수 검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운동소양 모습을 보

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체성, 덕성, 지성, 영성, 심성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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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중에 자신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자신의 운동소양 모습과 일치되는 경험을 겪기

도 했고, 전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는 자신을 새로 알게 되는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체육오성지수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현재 

운동소양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발전해야 할 부분들을 인

식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운동소양 여정에 의욕을 불어 넣어 주었다. 

연구자� :� SJ� 포트폴리오�만들어보는�활동�중에�어떤�활동이�가장�마음에�들었니?

장진샘� :� 체육오성� 그거� 하는거� 재밌었어요.� 제가� 체육을� 되게� 나름� 몸으로� 하는� 거� 잘한다

고� 그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식� 체육지식� 그런� 이론적인� 걸� 잘� 모른다고� 생

각했는데.� 오히려�지성같은�경우�에서는�점수가�생각보다�높게�나왔고�생각했던�것

보다� 몸으로� 하는� 그런� 체성� 그런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놀

랐었어요.� 뭔가�그리고�그런거�해본�적이�없어서�신기했던�것� 같아요.

(장진샘,�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연구자� :� 체육오성지수�검사를�하면서�어떤�느낌을�받았는지�기억나니?

이아미� :� 네� 제가�느낀�생각은�기억이�나요.� 그래도�제� 생각보다�좀� 잘나온�것� 같아서.� 물론�

만족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해서.� 완벽한� 100점이� 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한걸�보고�더�잘했으면하는.

(이아미,� 장가중�학생�면담,� 201008-2차)

연구자� :� 한별이의�체육오성지수를�알아보는�활동은�어땠니?

황한별� :� 어� 좀� 더� 제가� 체육에서� 어떤� 면이� 높은지� 알게되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낮은�부분들.� 그쪽을�좀�더�채워야�하겠다는�생각이�들어서.� 좀� 더�저에�대한�체육

에�대한�걸� 좀�더�알게�돼서�좋았어요

(황한별,�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그림 62>. 체육오성지수 검사를 통한 나의 현재 운동소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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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향유체험 추적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 

향유방식을 인식하고, 나의 스포츠 향유체험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얻

게 되었다. 학생들은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했는데, 생각보다 체크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

하며 자신이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협소하게 생각했다며 반성하는 경험

을 겪었다. 학생들은 이 반성을 통해 자신이 체크 해보지 못한 활동을 

검색해보고 실제로 향유 해보는 체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

신의 스포츠 향유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스포츠

를 향유 하는 다양한 방식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의 스포츠 향유방식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했다. 

연구자� :� 스포츠�향유를�추적해보는�활동도�했는데.� 어떤�느낌이�들었니?

장진샘� :� 약간� 스포츠를� 몸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거� 하면서� 체육은� 몸

으로�하는게�아니라�머리로도�하는거다�그런�느낌이�있었고.� 그다음에�그거�체크해

보면서�내가�진짜�이런거�많이�안보는구나�생각했어요.�

(장진샘,�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연구자� :� 스포츠�향유�체험했던�것이�있었는데.� 그�활동은�어땠니?

김보예� :� 그런� 것들은� 되게� 다큐나�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은� 제가� 너무� 안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스포츠에�관심이�없었나�하고�반성�같은�것을�했고.� 애니나�웹툰�같은�것은�

많이� 봤더라구요.� 좀� 다� 스포츠�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봤었던� 것� 같아요� 애

니나�웹툰�같은�것.� 그래서� 좀� 반성해� 보는� 시간을�가져봤어요.� 그리고� 책도� 한� 번�

읽어봐야겠다고�생각해서�찾아�읽어봤었어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나의 스포츠 특성 생각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스포츠 특

성이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

소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며 자신의 운동소양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고, 생각보다 적을 것이 없었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스포츠 

특성을 탐색해보는 활동을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나아가야겠다는 동

기를 부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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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나의�스포츠�특성을�생각해보는�활동도�있었는데요.�어떤�느낌이�들었어요?

이아미� :�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 것들도.� 요즘엔� 코로나� 떄문

에� 귀찮아서� 안하는� 것도� 많았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제가�잘하지만� 안하는� 것들도�

이제�생각하게�되면서�제가�잘하는�것도�한�번�생각해보고�이런�느낌이�들었어요.�

(이아미,� 안가초�학생�면담,� 201008-2차)

연구자� :� 보예는�나의�스포츠�특성�생각해보는�활동을�하면서는�어떤�느낌이�들었니?

김보예� :� 느낀점이라...� 훌라후프를� 되게� 제가� 생각해도� 잘� 돌린다고� 생각할� 만� 큼� 오래오래�

잘� 돌리거든요.� 그래서�뭔가�아�나�하면�이거지�하면서�자랑스럽게�썼던�것�같아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연구자� :� 으뜸이는�나의�스포츠�특성을�적어보는�활동�어땠니?

선으뜸� :� 그냥� 뭔가� 적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나의� 어떤게� 특징적인지� 알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친구들� 옆에� 있으면� 물어보면� 제� 특성을� 이야기해줄� 것� 같

아요.� 나중에�물어봐서�적을�것� 같아요.

(선으뜸,� 장가중�학생�면담,� 200929-2차)

<그림 63>. 학생들의 ‘나의 스포츠 특성’을 통한 성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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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서 현재 자신의 운동소양을 확인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러한 인식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0.5단계’ 성장했다고 인식했다. 

‘0.5단계’라고 표현한 데는 그들의 자신의 현재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체육학습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고, 

자신의 체육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변화한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태도는 실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전 생애 여정에서 현

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운동소양을 성장시켜 나가는 

여정에 첫걸음을 내딛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자� :� 마루의�운동소양을�확인해보는�활동을�해봤는데.� 성장한�부분이�있었니?

이마루� :�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해야� 되니만.� 조금� 0.5단계� 정도� 성장했다고� 봐야죠.� 뭔가� 체

육적으로�성장하기�위해�시작을�한� 느낌.

(이마루,�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연구자� :� 이든이는� 네� 체육적인� 특성을� 확인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변했

다고�생각하니?

이이든� :� 마이� 포트폴리오� 하니까� 체육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하던� 것� 보다.�

만드는�활동.� 뭐� 그런.� 경쟁도�하고.� 막� 만드는�것에�대한�것도�있고.� 뭐�나에�대한�

체육�특성�조사하는�것도�막� 구글�클래스룸�보다�재미가�있으니까.� 체육�하면은�흥

미가�더�생겨진�것�같아요�많이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아미의�운동소양을�이렇게�확인해�봤자나요.� 조금�달라진�점이�있었나요?

이아미� :� 저의� 생활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제가� 좀� 뚱뚱한� 편인데.� 그래서� 운동을� 자주�

안하는데.� 체력도� 보고� 심각한게� 있으면은� 그런걸� 채우려고� 밖에나가서� 운동도� 하

고�하는�것� 같아요.� 살이�좀� 많이�빠졌어요.� 3키로�정도�빠졌나

연구자� :� 그럼�이렇게�계속�잘한점과�부족한�점을�알려준다면�도움이�될�수�있을까요?

이아미� :�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못한�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

같아요.

(이아미,� 안가초�학생�면담,� 201008-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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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 학령기 운동소양 여정을 위한 동기 형성

  앞선 과거의 여정 인식과 현재의 운동소양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전 학령기 운동소양 여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학생들은 자신

의 운동소양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체육오성지수검사, 

초등학교 체육학습 추적하기 등의 검사 및 진단 기능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

점을 보완하기 위한 요구를 표현하기도 했다.

연구자� :� 이든이는�네�운동소양�모습을�보고�너의�강점과�약점에�대한�생각이�들었니?

이이든� :� 네.� 저는� 덕성이� 낮은데� 덕성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운

동하는데� 룰을� 잘� 지키고� 페어플레이� 하고� 하면� 키우지� 않을까...� 좀� 더� 자세히� 안

내한�방법이�있으니�따라�해보면�좋을�것�같아요.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체육오성지수� 그래프를� 보고� 나서� 전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

이니?�다은이가�부족한�부분을�채우려면�어떤게�필요할까?

문다은� :� 네.� 보고� 나서가� 더� 잘�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개자나요.� 그래프� 나와있는

게.� 만약에�체성을�못했으면은�체성�팀으로�가서�거기서�더�그런�활동적인�것을�하

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중학교� 때� 그런� 수업을� 하면�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을�

것�같아요.�

(문다은,�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체육학습 여정에 대한 추적과 나의 스포츠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서,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자신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개인적

인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앞으

로의 체육수업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요구들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나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다음 학년의 선생님이 보

게 된다면 이전보다 학생의 개인적인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들은 체육교사가 자신의 운동소양을 인식하게 된

다면, 자신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체육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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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연구자� :� 여기�포트폴리오에�예를�들어서�스피드�스태킹,�음악줄넘기�이런�거의�평가�결과.�이런�

것들을�다음�학년의�선생님이�보면�어떤�도움이�될�수�있을까?

김보예� :� 되게...� 스피드� 스태킹을� 줄넘기보다� 못했으니까� 되게.� 그� 뭐지....� 순발력� 같은� 걸�

키워주시게�해주시지�않을까요.� 성적을�보고�애한테�필요한�건� 이거구나�하고.� 거기�

나온�것�중에�저의�부족한�점을�알�수�있으니까.� 더�성장할�수�있을�것�같아요.

(김보예,� 장가중�학생�면담,� 200928-2차)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누적되는 체육학습 과정의 

기록물들을 통해 ‘운동소양 여정에 대한 성취감’을 인식하였다. 그리

고 이 성취감은 앞으로의 운동소양 여정의 나아감에 있어 학생들에게 동

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SJ Drive에 담긴 자신의 영상, 문서, 이미지 

등의 과제 제출물을 보고는 그동안 자신의 학습 여정에 대해 뿌듯함을 이

야기했다. 시간이 지나 미래에 자신의 기록물들을 보게 된다면 그때를 추

억하며 나의 성장 모습을 되돌아볼 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했다.

연구자� :� SJ� Drive에�담긴�기록물들을�보니�어떤�생각이�들었어?

이이든� :� 생각보다� 한게� 많은� 것� 같아요.� 매년� 이런걸� 모아� 본다면� 어� 약간.� 자신감을� 높이

는.� 뭐라� 해야하지�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약간� 나에� 대한� 그런게� 올라가는� 느낌?�

도움이�되는�것�같은데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0930-2차)

연구자� :� SJ� Drive에�들어가�보자.� 어떤�느낌이�드니?

이마루� :� 엄청�많이�있어요.�와�엄청�많네!�아�진짜�열심히�했구나.�이런�것들이�만약에�중학교� 3

학년이나�아니면�어른�될�때�한�번�보면은�진짜�뭔가�코로나�시대에서는�코로나�시대에

서는�이런�걸�했었구나�뭔가�기뜩하게�생각할�것�같아요.

(이이든,� 장가중�학생�면담,� 201005-2차)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은 ‘체육학습의 여정을 

전 학령기 맥락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소양의 과

거와 현재를 인식하는 경험은 기존의 체육학습에 대한 시간 감각을 전 

학령기로 확대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들은, 전 생애 체육활

동에 대한 교육 영상에서 그들의 체육학습에 대한 시간 감각을 확장하기 

시작하였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을 통해서 실제 과거 체육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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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재의 체육학습을 연장해 이해해보는 활동을 통해 현재의 학습을 미

래의 운동소양 여정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인식하게 했다. 이

러한 인식은 그들의 체육학습 시간 인식을 전 학령기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전 생애적인 맥락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공

하였다. 

연구자� :� 이�활동을�하면서�파란이가�바뀐�점이라고�한다면�어떤�부분이�있을까?

김파란� :� 어� 사실.� 체육이� 어른이랑� 노인이� 되어서도� 배우는� 것인지� 몰랐어요.� 수업영상에서�

노인들이� 체육하는� 것도� 있었고.� 아기때도� 제가� 체육을� 한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한게� 많은거에요.� 그래서� 체육이� 아기때부터� 노인때� 까지� 다� 하는거구나.�

이런걸� 알게됬어요.� 초등때� 배우는� 체육과� 지금� 배우는� 체육이� 그런� 것들을� 위한�

거구나...

(김파란,� 장가중�학생�면담,� 201012-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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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

 1)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과정

<그림 64.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과정 요약>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은 <그림 64>와 같

이 나타났다. 초기 단계에서 초·중등 교사들은 학생들을 새로운 체육수

업 플랫폼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로 ‘안내’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연구자가 제공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안내 영상과 

초대장을 활용하여 안내했다. 이후에 연구 참여교사는 학생들의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 ‘환경적응을 지원’했다. 테크놀러지 활용 경험이 부

족한 학생들은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참여교사들은 대면 수업 주간에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비대면 수업 주간에는 유선 통화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학생의 적응을 지원했다.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 환경으로 인해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다소 큰 부담감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교사들은 연구자가 계획한 브릿지(스태핑) 프

로그램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매 차시 

학습에 대한 안내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연구자가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여 그들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였다. 연구 참여교사는 브릿지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포트폴리오 페이

지를 함께 만들어보며, 학생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

음으로 교사들은 포트폴리오 피드 페이지에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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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제공’했다. 뉴스피

드 페이지에 게시되는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교사

는 학생의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거나, 학생의 운동소양을 보

다 구체적으로 들어낼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교사

는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데이터를 대시보드 기능을 활

용하여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했다’. 관찰된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 활동 데이터는 학생들의 생활통지표에 체육 교과학습발달사항으

로 기록되었다.

<그림 65.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안내 초대장 및 초대 영상>

2) 초·중등 교사들의 상호 의사소통 모습

 

  초·중등 교사의 상호 소통 모습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활용의 과정 중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초·중등 교사의 상

호 소통의 모습은 연구자가 제작한 초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알파 

프로토타입에 대한 초기 사용성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초·중등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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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체육수업에 관해 이야기해 본 경험이 처음이었

으며, 이 소통의 기회가 서로의 체육수업에 관한 관심의 출발이 되었다

고 말했다. 초·중등 교사들은 초·중등 체육수업의 실천 모습과 연계를 

위한 요구들을 주제로 주로 논의하였다. 이후, 연구자-초등교사 그리고 

연구자-중등 교사 사이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한 소통의 

모습은 지속되었으나, 오프라인상에서 중등교사와 초등교사 간의 실질적

인 상호 소통의 모습이 지속되기 보다는 각 학교급 내에서의 소통에 머

무르는 제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와 초·중등 교사의 

상호 소통의 모습은 주로 운동소양의 개념과 철학을 소개하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강한 소통

의 모습이 나타났다. 초·중등 교사 간의 소통 모습은 상호 체육수업 실

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모습으로 약한 소통의 모습이 나타났

다. 각각의 소통 모습은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의 관점에서 상호 체육수

업을 보다 연계된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온라인상의 소통을 위해 연구자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내에 교사

용 포럼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초·중등 교사의 상호 소

통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초·중등 교사 모두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 포럼인 장+안+평 포럼 환경에서 참여하고, 프로그

램 운영 관련하여 의논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상호 의사소통 모습을 지속해서 확인하긴 어려웠다. 이는 아직 포럼이 

기능적으로 완성되지 못해 접근이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된 데다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메신저 수단이 있다 보니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 환경 내에서 활발한 소통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향후 초·중

등 교사 커뮤니티 기능의 개선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 함께 

함께 향유 할 거리 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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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장+안+평’ 교사용 포럼 활용 모습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사의 상호 의사

소통 모습이 초기에 발견되고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연구자는 첫째, 교

사들의 새로운 프로그램 적응 필요성으로 보았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무

엇보다 빨리 새로운 체육 교수학습 운영 플랫폼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의 운영방법에 익숙해져야 했기에 연구자와 소통하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적응에 대한 난이도로 인해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의 운영에서 연구 참여교사와 연구자와의 소통 모습이 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될 교사학습공동체가 

제공되지 못했다. 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연구프로그램을 기회로 

초·중등 교사는 처음으로 서로의 수업을 살펴보고 서로의 체육수업 실

천 모습을 나눌 기회를 얻었다. 이후 새로운 만남의 장을 지속할 수 있

도록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었어야 함에도, 짧은 

프로그램 활용 기간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으로는 

어이지 못했다. 셋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포럼의 기능이 제한적이었

다. 베타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교사용 커뮤

니티 포럼에 접근하는 절차가 다른 대체 소통 수단보다 복잡했기에, 연

구 참여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 내의 소통에 대한 낮은 

선호를 보였다. 추후, e-포트폴리오 환경 내에서 초·중등 교사들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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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흥미 있는 주제가 노출되는 알고

리즘이 개발되고, 커뮤니티 기능의 편의성 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초·중등 연계를 위한 교사들의 상호 소통 모습은 초기 수

준에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되었지만, 적응 문제, 교사학습공동

체로의 연계 문제, 시스템상 제한점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

하긴 어려웠다.

<그림 67>. 초·중등 교사의 상호 의사소통 모습 요약 

3)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

  연구 참여교사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은 ‘제한적 선

택형’,‘가이드 충실형’,‘여정 안내자형’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선택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 중 교수학습 목

적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는데, e-포트폴리오를 통

해 교수학습을 운영하기보다는 검사 및 진단도구나, 스포츠 향유 도구 

등을 선택적으로 불러와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이

루어지도록 운영했다. ‘성실 팔로워형’은 연구자가 안내한 가이드 프

로그램인 스태핑 코스와 브릿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 내에서 정해진 학습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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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했다. ‘여정 안내자형’은 학생들이 자신의 SJ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

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인식하고, 전 생애의 여정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

도록 학생들에게 안내자가 된 교사이다. 이들은 연구자에게 지속적으로 

활용방법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학생들이 마주하는 

개인적인 활용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제한적 선택형’교사들의 모습이 나타난 데에는 활용에의 장애 요인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방

법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큰 장애물이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학생들

이 운동소양 여정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를 취사·선택

하여 운영했다. 제한적 선택형 교사들의 활용 모습을 통해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의 장애 요인과 학생의 운동소양을 이해하는 것의 효

과, 활용의 기대효과를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실 팔로워형’교사들은 본인의 테크놀러지 활용능력이 뛰어나 스

스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거나, 주변에 언제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실 팔로워형’교사들의 활용 모습을 통해

서는 장애 요인과 장애 요인 극복 모습, 동기 요인,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 활용에

의 기대효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정 안내자형’교사의 경우는 평소 체육교수학습 운영에 관심이 많

고 스스로 체육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였다. 장잔디 교

사는 비록 테크놀러지 활용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으

나, 즉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 요인을 잘 극복하고 여정의 안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성실 팔로워형’과 ‘여정 안내자형’의 차이를 가르는 요

소는 운동소양 여정의 철학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장잔디 교사는 

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자

와 운동소양의 개념과 운동소양 여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러한 상

호 논의의 과정이 장잔디 교사의 운동소양 여정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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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팔로워형’보다 심화시켰고, 심화 된 운동소양 여정에 대한 이해

는 보다 스스로를 여정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여정 안내자형’의 활용 모습을 통해서는 장애 요인, 장애 극복 

모습, 동기 요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교사들의 활용 유형 구분은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연구 참여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

유형 제한적 선택형 성실 팔로워형 여정 안내자형

운영 환경
외부 : 기존의 온라인

수업 플랫폼 환경
내부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

활용 범위

검사 및 진단도구, 스

포츠 향유 목록 등의

자료를 제한적으로 선

택하여 활용

가이드 프로그램(스태핑,

브릿지)의 강의 영상 활

용 + 학생의 SJ 포트폴

리오 페이지 제작 관리

SJ 포트폴리오 기

능 전반을 효과적

으로 활용 및 응용

연구

참여

교사

초등 이은솔, 장빛솔 신찬솔

중등 이잔별, 이희망 장잔디

  4)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장애 요인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의 장애 요인은 ‘새

로운 기능에 대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새로운 기능 학습에 대한 부

담감’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들은 ‘새로운 플랫폼의 활용방법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지도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접속

과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제공하였지만, 이 영상으로도 적용하

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겪는 학생들과 소

통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원격수업의 

과정에서 운영되다 보니 대면수업과 같이 학생과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모든 학

생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교사

들은 제한적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 260 -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은솔� :� 학생과�소통하는�과정이�어렵다보니까..� 영상을�보고도�못따라하는�학생들이�있거든

요.� 그런� 학생들은� 대면� 수업인� 경우에� 옆에서� 하나하나� 신경써주면� 따라할� 수� 있

는� 애들인데.� 원격수업이다� 보니까� 부적응�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학생들이�할�수� 있겠다고�생각한�것들을�활용해본�것� 같아요.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새로운 기능 학습에 대한 부담감’ 문제는 연구 참여교사 중 테크놀

러지에 대한 친화성이 비교적 낮은 교사들에게서 주로 발견되었다. 우

선,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활용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COVID-19에 따른 원격

수업을 목적으로 기존에 활용하던 Google classroom과 Classting의 플랫

폼 활용방법을 익히는 것도 꽤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며, 또 새로운 기능

을 배워야 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능을 교

사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다

는 인식에서, 새로운 기능을 학습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큰 품이 드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빛솔� :� 교사가�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Google� Classroom을� 올해� 연수하면서� 느꼈거든요.� 아이들에게� 설명

해주려면� 교사가� 100%� 200%�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담들이�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었던�것� 같아요.

(장빛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4-2차)

이희망� :� 우리� 학교만� 해도� 구글� 클래스룸,� ebs�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팅� 정말� 이것저것� 다

양한� 걸� 사용하자나.� 이게� 각자� 좋은� 기능이� 있는건� 아는데.� 새로� 배우려면� 너무�

좀� 복잡한.� 나도� 네가� 설명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니까� 겨우� 적용해본거지.� 이거� 새

로�배운다는게�엄청�큰� 부담이야.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1016-2차)

5) 초·중등 교사의 장애 순응과 극복 모습

  제한적 선택형의 활용 모습을 보여주었던 연구 참여교사들은 앞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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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요인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익숙한 교수학습 운영 플랫폼 

으로 회귀하며 장애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으로 넘어오지 못한 데는 새로운 기능 학습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컸다. 초등학교 연구 참여교사들은 

체육수업과 일반 교과 수업 모두를 운영해야 하는 담임교사였기 때문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운영 이외에도 학생과의 소통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 원격수업이 도입된 이후 이미 홍역을 치룬

터라 새로운 기능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들에게 상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의 방향과 목적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라도 활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은솔� :� 지금은� 애들이� 물어보는게� 줄었지만.� 정말� 원격수업�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아직도�

끔찍해요(웃음).� 아무래도�초등학교�아이들은�하나하나�꼼꼼하게�챙겨주고�알려줘야�

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새로운� 플랫폼� 기능을� 배우게� 한다는게...� 만드셨던� 걸�

활용해보려고도� 했는데.� 막상� 하려니...� 또� 다시�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부담감

이�상당했어요.�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장빛솔� :� 사이트를� 활용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더

라구요.� 제가� 이� 사이트를� 다� 아는� 것이� 또� 아니니까.� 말하자면� 타협한거죠...� 좋은�

자료들이�많으니까�이걸�원래�클래스팅에�가져다가�쓰면�되겠다라는.

(장빛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4-2차)

  앞선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성실 팔로워형’과 ‘여정 안내자형’의 

유형을 보였던  초·중등 교사들은 앞서 인식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새

로운 기능 학습에 대한 어려움의 극복 모습을 ‘새로운 소통방식의 탐색’

과‘SOS 요청하기’로 이야기했다. ‘새로운 소통방식의 탐색’은 먼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보다 동시적으로 상호작용 할 방

법을 시도하거나, 플랫폼 이외의 SNS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통 방법을 모

색하거나,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학습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옆에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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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잔별� :� 나는� 학교로� 불러� 그냥.� 백날� 전화해봐야� 애들� 이해� 못하는데� 불러야지.� 그래도� 불

러놓고�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 또� 하거든� 애들은.� 원격수업이� 불러서� 소통하는�

것만큼�효과적이진�않으니까.� 그렇게�불러서�해결하니까�좀� 해나가는�것� 같더라고�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1016-2차)

신찬솔� :� 저는� 원래� ZOOM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조회라던가� 수업� 전체적으로.� 그러

면� 클래스팅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나은.� 스태핑� 코스를� 학생들에게도� 안

내할� 때도� 그래서� ZOOM으로.� 그래서� 그런지� 보다� 학생들� 지도하는게� 편했을� 수

도�있겠네요.

(이희망,�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SOS 요청하기’는 연구 참여교사들이 기능사용과 오류 발생 시 문

제를 해결해야 할 때,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테크놀러지 전문

성이 높은 교사에게 SOS를 보내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연구자 혹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테크놀러지 활용능력

이 높은 교사에게 찾아가 문제를 공유하고, 장애를 극복해 나갔다.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이 기존 LMS 시스템과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

고, 직관적인 테크놀러지 학습 성향을 지닌 사용자들에게는 기능 학습 

과정이 다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마주한 연구 참여교사들은 자신

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잔디� :� 저야..� 부장님�계시니까(웃음).� 바빠보이셔서�자주는�말씀�못드려도�문제가�생기거나�

어렵거나� 필요할� 때� 바로� 물어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다�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 주변에� 부장님이� 안계셨으면� 어려웠을� 거에요.� 제가� 이런거� 오래걸리는거�

아시자나요(웃음)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1015-2차)

이잔별� :� 나보다� 우리� 정OO� 선생님이� 더� 잘해(웃음).� 잘� 모르겠을� 때� 바로� 물어보면� 쓱� 보

고� 뚝딱뚝딱� 하더니� 알려주더라고.� 부장인� 내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 학년부�

선생님들은�다�잘하더라고.� 바로�물어봐서�해결했지�뭐�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1016-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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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초·중등 교사의‘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

  교사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학생들의 참여 결과를 요약한 활동과정에 

대한 리포트와 학생들의 진단 및 검사 자료, 학생 심층 면담을 통해 확

인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각자의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유형에 따라 활용 및 기대효과를 ‘초·중등 칸

막이에서 초·중등 가교로 나아가기’,‘개별화된 체육학습 지원하

기’,‘전 생애 운동소양의 성장으로 안내하기’로 이야기했다. 이를 도

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68>과 같다. 

<그림 69>.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

1) 초·중등 칸막이에서 초·중등 가교로 나아가기

  초·중등 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과정 내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말했다. 매년 새로

운 학생들이 반으로 배정되어 오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서 매번 새롭게 학생들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학년마다 교육과정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전 학년에서 배운 

활동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어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이전에 배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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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갑자기 높아진 난이도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험을 겪었

다고 말했다. 

이희망� :� 새로운�애들을� 파악하는게�좀� 어렵지.� 수업할� 때에도� 얘는� 어떤걸�시켜야되고�쟤는�

어떤걸� 시키면� 안되고.� 머� 이런걸� 처음엔� 알기� 어려우니까.� 담임같은� 경우에는� 기

초상담기록표를� 받아보자나?� 이� 포트폴리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체육수업

을�할�때�아무래도�학생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지.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1016-2차)

  만일, 교육과정 안에서도 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학습에 성취 기록이나 체력수준들이 보인다면 학생들을 파악하는 부

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던 부

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는 부

분이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교사가 작성한 기록물들은 다소 모

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 관점에서 제작된 기록물들을 함께 본

다면 학생의 학습 특성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은솔� :� 사실� 저도� 아이들을� 새로� 만나면,� 이전� 기록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선생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뭔가..� 교사의� 입장에서� 좀� 모호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정말�

아이의� 상태나� 수준을�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에� 약간� 자기� 평가?� 스스로� 평가라는게� 있자나요.� 그런� 아이들의�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더� 직관적으로�느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트폴리

오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내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왔

을�때� 그�아이들을�잘�이해할�수�있는�자료가�될� 것�같아요.

(이은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다음으로 연구 참여교사들은 ‘초등과 중등의 전환지점에서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하였다. 초등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의 실

천 모습을 학생과 교사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중학교 체육학습 

준비를 위한 기초 역량을 초등 체육수업에서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운

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등 체육교사는 초등학교 체육학습에 

대한 이해를 통한 초등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경험과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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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환경 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수업이 운영되고, Google 클라우

드 환경에 기록되는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들은 초·중등 교사들

이 상호 연계성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장빛솔� :� 이� 사이트에서� 초중등이� 수업을� 듣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면...� 초등에서는� 중등에서� 어떤�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

그에�맞게�기초�기능을�지도할�수� 있을�것�같아요.

(장빛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4-2차)

장잔디� :� 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계속� 활용한다면..?� 음..� 아무래도� 중등에서는� 초등에서� 배

운�내용을�기반으로.� 아이들의�경험과�흥미에�보다�적합한?�그런�수업을�구성해�줄�

수� 있을�것�같아요.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1015-2차)

  초·중등 교사들은 이 ‘전환지점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환 사이에서 

전달되어야 할 정보’들로 체력수준, 체육에 대한 흥미도, 신체활동 수

준과 신체활동 일지, 학습 내용과 성취 결과 등을 제시하며 종합적인 학

생의 신체활동 역량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

동소양의 개념과 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한 ‘여정 안내자형’교사

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운동소양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초·중등 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담기는 자료들이 체

력, 스포츠 향유, 운동소양, 학습 과정과 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에 이 전환지점에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 신찬솔� :� 다음� 단계에� 전달해줄� 자료라면� 학생이� 느끼고� 있는� 체육에� 대한� 흥미,� 자신감,�

기능적� 능력,� 승부욕� 등� 인지,� 행동,� 정의적� 영역과� 같이� 전반적인� 능력들.� 이�

포트폴리오가� 그런� 정보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

각이�드네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심층 면담을 통해‘초등과 중등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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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진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의 환경에서 다른 학교급의 체육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제

로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각 학교급의 체육교육에 있어서 중요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경험을 말하며, 온라인 환경

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수업 실천이 공유된다는 점이 서로의 체

육수업 모습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코

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유투브, 클래스팅, ebs 온라인 클래스룸, 

Google classroom 등 다양한 교육용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고, 그 플랫폼 

환경 안에서 초·중등 체육 교사들이 제작한 체육수업 콘텐츠들이 공유

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환경에서 상호 체육수업 실천 모습에 대한 공

유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교육

플랫폼 또한 상호 체육수업 실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

었다고 말했다.

장잔디� :� 부장님이� 저번에� 보여주신� 클래스팅� 초등� 체육수업들.� 그� 수업들을� 저도� 살펴보게�

되었고.�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좀� 알게� 됬다고

나� 할까?� 생각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걸� 보고�

놀라서.� 아� 초등에서도� 체육수업을�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제가�알던�피구하는�초등학교�체육수업이랑은�다른�모습이던.�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1015-2차)

신찬솔� :� 보여주신� 중학교� 체육수업을� 보니.� 초등에서� 배우는�활동�내용이랑은�비슷한� 것� 같

은.� 저희도� 줄넘기랑� 스피드스태킹은� 하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크다� 보니

까�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습들.�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초등과는�다르게�이루어지는�것을�확인할�수� 있었죠.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2) 개별화된 체육학습 지원 제공하기

  많은 연구 참여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능은 검사 및 진단 도구들이었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검사 및 진단 도

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소양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개

별화된 체육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 267 -

만들어본 ‘성실 팔로워형’과 ‘여정 안내자형’교사의 경우는 보다 자

세히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포

트폴리오 페이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알지 못했던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체육학습 지원요인을 발견하기도 했다. 

  먼저 연구 참여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검사 및 진단 도구

를 통해 ‘학생들의 현재 운동소양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이 

인식하는 체육오성지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향유경험은 무

엇인지, 과거 체육학습 경험은 무엇인지를 교사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

면서 학생들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개인적 필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교사들은 개인적 요구들을 자신의 체육수업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면, 보다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맞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체육수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체육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

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체육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발견된 부

족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은 학생 성장에의 가시

적인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빛솔� :�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의� 이전� 학년에� 학습한� 체육�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 활동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체육수업을� 진행한다면� 아

이들의�신체�능력�발달에�도움을�줄� 수�있을�것� 같아요.

(장빛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4-2차)

신찬솔� :� 체육수업� 전� 차시� 계획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학습�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체력적인� 부분이� 낮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건강활동� 위주로� 운

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개인에게� 적합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네

요.

(신찬솔,� 안가초�교사�면담,� 201013-2차)

  SJ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본 교사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학생의 스포츠 향유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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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보

는 활동에서 이전의 현장 체육수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향유

방식을 확인했다. 스포츠를 하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었던 아이들이 포

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스스로 운동소양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모습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독특한 스포츠 향유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좋

아하는 스포츠 선수나 클럽, 스포츠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학생

이 보다 흥미 있어 할만한 주제로 체육수업에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경험

을 말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스포츠 향유방식’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교사들은 보다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체육학습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희망� :� 아� 얘는� 체육수업에서� 매번� 쭈그려있단� 말이지.� 여튼� 골치아픈� 아이인데...� 근데� 페

이지에� 들어가보니.� 얘가� 미술� 쪽으로� 흥미가� 있더라고.� 스포츠� 미술작품도� 꽤� 작

품성� 있는� 것을� 고르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가�

스포츠� 관련된� 웹툰도� 많이� 봤더라?� 아� 이� 학생은� 지도하는� 방법이� 좀� 달리� 해야

하겠다는�그런걸�좀�느꼈지.

(이희망,� 장가중�교사�면담,� 201016-2차)

장잔디� :� 스포츠� 향유하기?� 아이들의�스포츠� 향유방식을� 조금은� 알게� 됬어요.� 아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아무래도�

근데�개별화된�수업을�제공한다는건�사실�교사들에게�쉽지� 않은�일이니까...�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자동화되고� 더� 업그레이드되면� 각자에� 맞는� 체육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려면� 부장님이�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나?�

쉽지�않으시겠는데요?� (웃음)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1015-2차)

3) 전 학령기 운동소양의 성장으로 안내하기

  ‘성실 팔로워형’과 ‘여정 안내자 형’ 연구 참여교사는 또한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학생을 전 학령기 운동소양의 성장으로 안

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을 통해 그

들의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관점을 보다 미래로 확장해 이해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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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 과정을 지속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이 전 학령기의 운동소양 여정에서 성장해나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에 대

한 모습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점이 학생들이 체

육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

감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모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

생의 전 학령기 나아가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 지속에 동기 요인이 된

다는 것이었다. 

이잔별� :� 여기에�기록들이� 담기니까.� 조금씩�자신이� 성장하는�모습을� 학생들이�인식할� 수� 있

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

고...� 사실� 성장하는� 모습이� 안보이면� 쉽게� 포기하게� 되자나.� 근성장이� 안되면� 쉽게�

헬스� 안가게되는� 것처럼.� 애들한테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게� 크게�

작용할�것�같은.� 그런�결에서�계속해서�이� 애들이�신체활동에서�참여할�수�있게�하

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 있을�것�같은데?

(이잔별,� 장가중�교사�면담,� 201016-2차)

  ‘여정 안내자형’교사는 학생들의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자신

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정 안내자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잔디’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단계로 넘어와 새로

운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이 초등과 중등의 학습을 연결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그들의 운동소양 여정의 단계를 힘차게 밟아 나가는 학생에게는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의 운동소양 

여정의 단계에서 주춤주춤하는 학생들에게는 차근차근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자신이 하게 되지 않겠

느냐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잔디 교사가 연구자와 함께 운동소양의 

철학과 운동소양 여정의 의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잔디 

교사의 내면에 운동소양의 교육철학이 다른 참여교사보다 깊게 자리 잡

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잔디 교사는 ‘여정의 안내자’로서 더 발전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전 학령기 나아가 전 생애 



- 270 -

운동소양 여정을 보다 잘 지원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장잔디� :�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언제든지� 좋아요.� 부장님이랑� 이� 프로그램� 운

영하면서� 운동소양이라는� 것.� 그리고�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이해

했거든요....� 이전� 대학원� 시절에� 저는� 그런게� 하고� 싶었거든요.� 학생들의� 발달� 단

계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교수님이� 못하게� 해가지고(웃음)� 그

래서� 접어버렸던...� 이전부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어서....� 제가� 아

이들의� 인생� 전체의� 체육학습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 이�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평생�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가이드가� 되는?�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이들

은� 이런� 길로� 안내하고.� 쭈뼛쭈볏대는� 아이들은� 저런� 길로� 안내하고.� 이런식으로�

안내자�역할을�할�수� 있을�것�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를�제가�계속�활용�한다면...�

(장잔디,� 장가중�교사�면담,� 201015-2차)

이상의 결과 3을 요약하고,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69>와 같다. 분석, 설

계, 형성평가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 

‘검사 및 진단 기능’,‘성찰’,‘표현’,‘공유 및 상호작용’,‘관

리’의 핵심 기능요소를 통해 초·중등 학생과 교사들은 초·중등 체육

교육에의 연계 증진을 위한 효과를 과거, 현재, 미래의 운동소양의 여정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설계, 형성평가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초중등학생과 교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운동소양 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전 학령기적인 관점에서 그들

의 운동소양 여정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도 확장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의 제한적인 체육학습

에 대한 관점을 전 학령기 나아가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전 생애적 맥락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수업의 연계

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시

켜준다. 

  특히 초등학교 체육학습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회상과 성찰의 기회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체육학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중학교 체육수

업과의 연계맥락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다. 교사들 또한 초·중등의 체

육수업 실천을 살필 수 있게 됨으로써 둘 사이의 연계 강화를 위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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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직접적인 측면에서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의 활용이 실천적 수준에서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에서 시사점

을 제공함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러한 활용 효과를 통해 연구자는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가 초·중등연계 체육교육의 실천에 기여 하는 부분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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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연구결과 3 요약정리 :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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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가치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 ‘운동소양’의 

철학을 반영한 기록 도구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G-suite 기반 환경

에서 개발하고,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맥락에 활용하고, 그 효과를 탐

색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발에서부터 활용 및 효과탐색의 과

정을 통해 도출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서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의 초·중등 체육교육 목표 인식 구체화

  

  2020년 현재 초·중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실천의 기틀이 되는 2015 개

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교과의 목표를 학생들이 학령기의 체육학습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의 

미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교육과학기술부, 2015)에 두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급의 구

분에 따라 초등에서는 체육과 역량을 위한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신체활동의 심화 및 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임현정, 정

광순, 정진영, 2011). 하지만 2015 개정 체육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

학교 목표를 통합 진술하고, 학교급의 목표 수준의 차이만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유창완, 윤기준, 2019)는 점에서, 초·중등 체육수업 실천

맥락에서 각 학교급의 목표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를 낳았다. 게다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해 및 적용을 위

한‘체육과 교육과정 해설서’(유정애 외, 2007)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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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들이 각 학교급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운동소양과 ‘피지컬 리터러시(신체 소양)’의 철

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전 생애 운동소양의 맥

락에서 각 학교급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초·중등 체

육교육 연계에의 가치를 지닌다. 운동소양은 전 생애 동안 한 개인이 스

스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최의창, 2018). 학령기의 체육교육을 통해 함양한 학생의 운동

소양은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로’(Kirk & Oliver, 2015) 이어져 학생의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 이바지한다. Whitehead(2013)는 전 생애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를 추구하는 개인의 피지컬 리터러시(신체소양) 의 

여정을 Pre-School year부터 Older Adults years의 6단계로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그녀는 학령기의 3단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학령기 이후의 

단계에서 개인이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와 책임감을 지니며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Jurbala(2015)는 피지컬 

리터러시(신체소양)의 여정을 삶의 패턴과 관련된 서사(narrative)로 보고 

개인의 독특한 여정을 12단계의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설계와 운영에 운동소양의 철학과 피지컬 

리터러시(신체소양)의 철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운동소양의 철학을 통

한 학령기를 넘어 전 생애로 확장되는 체육교육의 관점과 전 생애 운동

소양 여정에 나타나는 독특한 단계를 설명해주는 피지컬 리터러시(신체

소양)는 추상적인 초·중등 체육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화 

시켜준다. 운동소양 철학을 통해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의 맥락에서 초

등에서의 ‘기본 및 기초’와 중등에서의 ‘심화 및 적응’이 무엇인지

를 초·중등 수업 실천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은 초·중등 교

사들이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이라는 맥락에서 보다 연계된 모습으로 그

들의 체육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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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중등 체육교육 목표 인식 보완 도식

나. 실천적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교수학습과정 연계 보완 

 이전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관한 연구들은 문서적 수준에서 교육

내용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이선경, 2004; 이대현, 2006; 신영애, 

2008; 이동호, 조문숙, 2008; 송미숙, 2015). 앞선 선행연구들은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는 ‘기본 및 기초’의 초등 체육과 ‘심화 및 적응’의 

중등체육 구분에 따라 교육내용의 연계를 밝혔다. 박미림, 이옥선(2014)

은 교육과정 문서적 수준에서의 연계에 따른 제한점을 제시하며, 수업 

방법이나 지도 중점, 수업 분위기와 같은 실천적 연계성을 함께 다루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실천적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를 탐구하고, 나아가 상호 연계된 체육교육을 위한 방법적 

차원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도구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실천적 맥락

에서 초등과 중등의 체육수업이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체

육교수학습과정에서의 연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치를 밝혔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G-suite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Mell & Grance, 

2009)과 e-포트폴리오의 특징(곽원규, 2012; Galloway, 2001; Barrett, 

2007; Retta et al., 2007), e-포트폴리오의 평생학습에의 이점((Bari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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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Cohn et al., 2004; Banks et al., 2004; Brouns et al., 2013; 

Rezugi et al., 2017 등)이 제공하는 환경은 초·중등 체육교육이 상호 연

계된 맥락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체육 교수학습과

정의 실천에서의 모든 데이터들은 Google Cloud 및 웹호스팅 서버에 기

록·보관되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초·중등 교사는 학생의 

학습 이력을 리파지토리 탐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요구들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또, 학생들은 그들의 과거 학습을 돌아보고 

현재의 학습에서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요구들을 식별하고, 전 생애 운

동소양 여정에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여정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리파지토리 기능은 교수학습과정

에서 생애 단계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환

경(권선화, 2014)을 제공함으로써,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사들의 상호 체육교육 실천 이해 

증진에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가치를 밝혔다. 개발을 위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실천맥락 탐색의 과정에서 초·중등 교사가 서로의 체육

수업 실천 모습에 무지한 현상을 확인했다. 초·중등 체육교사는 함께 

서로 수업에 관해 토론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모

습을 실제로 살펴볼 기회도 없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제공하는 

상호 체육수업 실천에 대한 탐색의 기회는 초·중등 교사들의 상호 체육

수업 실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것이며, 초등과 중등이 ‘우리와 그

들’로 나뉘어 서로를 불신하는 현상으로 인한 학교급 전환의 걸림돌

(Ranier&Cropley, 2003)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상호 협력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의 실천적 맥락을 살핀 

연구로,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방법적 차원의 탐색 과정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e-포트폴리오는 체육교수학습 실천의 모든 데이터가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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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중등 교사들이 상호 체육수

업의 실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의 

가치가 있음을 밝혔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초·중등 체육교

수과정의 실천이 보다 연계된 맥락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a fresh start)' 교육의 결과(Jarman, 1990; Gorwood, 1991; 

SEED, 1999; Galton et al., 2003; Lance, 1994; Jindal-Snape and Miller, 

2008) 혹은,  '돌고 도는 교육과정'(Howarth and Head, 1988; Jones and 

Jones, 1993; Ellis, 1999; Capel et al., 2003; Lawrence, 2006)과 같은 단

절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모습에 가교(Bridge)를 이어줄 것이다. 

다. 초·중등 전환기 정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기록 시스템 

 

  학교급 전환과정에서 이관되는 학생의 체육학습 성취에 대한 정보는 

성취수준, 스포츠에 대한 성취, 개인적 신상, 능력 수준, 전환 직전 마지

막 단계에서 학생과 함께 했던 정보들(Rainer&Copley, 2013)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존의 체육 평가는 일부 영역에 치중되거나, 단순한 지

식이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거나, 결과 중심의 일회성 평가이거나, 전

통적 평가방식에 국한되는 제한점(문경남 외; 2016, 박대권 외, 2016)으로 

인해 학교급 전환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의 해소에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 속에서 과제수행의 과정에 초

점을 두는 평가방식인 과정 중심 평가(이인화, 2017)의 도구로서 운동소

양 e-포트폴리오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 운동소양의 여정

에 학생의 자기인식을 평가의 주안점으로 둔다는 점, 남과의 비교가 준

거가 아닌 개인의 과거 경험과 연관된 기록이라는 점, 기록의 목적을 여

정의 과정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

한 자신감을 제공한다는 점(Whitehead, 2019)에서 과정 중심평가 철학과 

맞닿아 있었다. 과정 중심평가가 제공하는 학생의 학습 성취 과정과 결

과에 대한 양한 증거자료는 전환기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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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초·중등 연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소양 e-

포트폴리오가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 인식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의 여정 

과정을 구체화함을 통해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과정 중심평가는 다양한 수준에서 강조되고 정책적으로 그 실행 효과

가 확인되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실정(신

혜진 외, 2017)이다. 오수학, 권민정(2020)은 과정 중심평가가 정책적으로 

원활히 안착하는 데에의 우려 요인으로 현장교사들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란과 우려, 평가도구 개발의 부담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장 적용에서의 제한점으로 현재 초·중등 체육교육의 주된 평가 기

록 시스템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하 NEIS)에 주목하여, NEIS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록 도구로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제시

했다. 

  과정 중심평가를 위한 여러 도구(루브릭, 자기평가, 토의·토론, 포트

폴리오 등)는 학습 과정에서의 학생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하지만, 현재 초·중등학교의 주된 학생평가 기록 시스템인 NEIS에 

는 학생의 학습 성취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숫자 혹은 등급이나 텍스트

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로 기록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독특한 개

인적 성취의 모습이나 학습 과정의 기록들이 유실되고 만다. 평가결과 

기록의 과정에서 평가 정보의 확대 및 축소, 왜곡되는 현상(장원준, 송명

섭, 2016)은 전환기의 정보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신뢰를 어렵게한다.

  게다가, 과정 중심평가에서 평가의 주체는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전환

(오수학, 권민정, 2020)되어야 함에도 NEIS는 권한을 가진 교사만이 평가

결과를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

장을 이끄는 데 관여하는 중요 타자(부모, 가족, 친구 등)의 지원을 제한

한다. 물론, NEIS에 포함된 교육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

호, 2011.3.29. 제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안·관리 

되어야 하겠으나, 블록체인기술과 같은 개인정보가 암호화 기술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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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초·중등 교사가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일은 평가에 대한 이

해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과정(Katene, 2001)이 필요함에도 NEIS는 학교

급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과정 전후의 학생성취에 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NEIS 시스템은 초·중등 학교급 전

환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학생의 성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 시스템

으로서 제한점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과정 중심 기록 환경과 

양식은 기존의 NEIS 평가결과 입력 시스템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는 가치를 지닌다. 첫째, G-suite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반의 기록 

환경은 학생의 학습 여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성취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기록·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양식(텍스트, 이미

지, 비디오 등)으로 학생의 성취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구체적인 평가 정보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는 체육 평가에 학생을 평가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

써, 보다 진실되고 개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평가정보에 대

한 중요 타자(가족, 친구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타자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환

경을 제공한다. 다섯째, 학생의 학습 성취의 과정을 과거 성취와 연계하

여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강점은 학생의 성장 모습을 구체화함으로써 평

가를 통한 학생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과정 중심평가의 철학 실현을 돕는

다. 

  정리하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현재의 NEIS 기반의 학생평가 기

록 시스템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학생 

학습 성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초·중등 학

교급 전환에의 성취 정보 구체화를 통해, 전환 정보에 대한 교사의 신뢰

를 증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은 단절된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의 실천 

모습 개선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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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와 기존 기록 도구의 비교

NEIS
피지컬리터러시

기록도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기록

주체
교사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기록

내용

<학교 체육활동 기록>
<피지컬리터러시 여정의

성장 모습>
<운동소양 여정의 성장 모습>

•체육 교과학습발달상황,

PAPS 체력검사 기록, 동아

리(스포츠) 활동 기록 등

•피지컬 리터러시(4가지 영

역)의 진단결과와 성장기록

등

•체육교과 학습 과정과 결

과, 동아리(스포츠) 활동 기록

, 학생 건강 체력 성장 모습,

스포츠 향유 활동, 학생의 학

습과 성찰 기록들 등

기록

환경
•NEIS 서버(보안서버) •도구별 웹 호스팅 서버

•G-suite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웹 호스팅

서버
기록

양식
•텍스트 •텍스트

•다양한 양식(텍스트, 이

미지, 비디오 등)
초

중

등

연

계

체

육

교

육

에

의

시

사

점

전

환

과

정

전환과정에 일반적 정보만

제공

전환과정에 누적된 정보(피

지컬 리터러시 성장모습)

제공 가능

전환과정에 학생의 실제

학습활동 모습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 학습결과 및

과정 기록 제공 가능

교

사

측

면

엄격한 권한 관리로 상호

정보교류의 제한점

초중등 교사가 학생의 피

지컬 리터러시 성장 여정

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가능

초중등 교사가 학생의 운

동소양 성장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가능

학

생

측

면

초중등 체육학습의 개념과

상호 연계에 대한 추상적

이해

§ 학생이 전 학령기 운동소양 여정의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학습을 이해할 수 있음

§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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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실천의 제한점을 인식한 연구자의 인식에서 시작

하여, ‘운동소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도구를 G-suite 환경

에서 개발하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실천맥락에서 활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둘째, 초·중등 연계 체육

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

영되는지, 셋째,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은 어떠

하고,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는 Jones&Richey(2000)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졌으

며, 개발을 위한 프레임웍은 선행 e-포트폴리오 개발 프레임웍을 바탕으로 분석, 설

계, 형성평가, 개발, 활용, 효과탐색의 6단계로 설정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실천적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모습 분석을 통해 개발 방향 도출을, 선행 e-포

트폴리오 개발원리 및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분석을 통해 개발원리를 도출하였

다. 설계단계에서는 선행 e-포트폴리오 구성요소, 피지컬 리터러시 기록 도구, 

G-suite 애플리케이션 탐색을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다. 

형성평가 단계에서는 초기 사용성 평가와 소집단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였

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단계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도구를 최종 개발하였다. 개

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초·중등 학교 체육수업 실천에 최대 6주 활용 후,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지점에 대한 초·중등 학생과 교사의 인식 탐색

을 통해 초·중등 연계 강화에 필요한 이슈를 확인해주었다.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

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은 e-포트폴리오 개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

인 탐색의 기회 제공했다.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 

지원을 위한 대안적·보완적 도구로서 학교 교육 실천맥락에서의 활용에 대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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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제공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 탐색의 과정은 활용에 관여하는 

초·중등 학생과 교사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찰을 제공했다. 활용 효과탐

색의 과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상호 체육교

육 연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소양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초·중등 체육교육이 연계될 수 있

는 배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결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 관

한 인식 증진’과 ‘교사의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의 개발 

방향에서 설계되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는 ‘진단, 관리, 성찰, 성

장, 상호작용, 표현, 사용자 친화’의 일곱 가지가 도출되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의 구성요소는 ‘검사 및 진단, 관리, 성찰, 표현, 공유 및 상호작용, 리파지토리’

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 목적이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를 위한 방법적 측

면의 탐색에 있었기에,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의 실천 모습에 대한 탐색의 선행이 

요구되었다. 탐색을 위해 연구자는 초·중등 학생과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현

상을 탐구하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포츠 종목 중심의 체육수업이 

운영된다는 단순한 유사성 인식에서 두 학교급의 체육교육을 비슷하다고 인식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점에서 그 차이와 연계를 얕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등 교사들은 초·중등이 문서적 수준에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지만, 서로의 체육수업 실천 모습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실천 모습에 대한 무지는 그

들의 체육수업 실천이 초·중등이 연계된 선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그들의 운동소양을 인식하고, 전 생애적인 

여정의 맥락에서 그들의 초·중등 체육학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으로, 

초·중등 교사들이 상호 체육수업 실천을 탐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체육수업 실천이 학생의 체육학습을 보다 전 생애적인 맥락에서 연계되도록 하는 것

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도구의 개발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와 도구

들을 바탕으로 개발원리를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설계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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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이 자신의 운동소양과 여정에서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의 원리’,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관자들이 학생의 성장

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 원리’, 학생이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반추하

는 성찰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성찰의 원리’,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에서의 

성장을 누적·기록하고 지속적인 성장일 지원해야 한다는 ‘성장의 원리’,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에 관여하는 주관자들의 상호 의사소통을 증진함으로써, 협력하여 운

동소양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상호작용의 원리’, 개인의 운동소양 여정은 매우 

독특한 것이기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의 

원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용자 친화적 원

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앞선 개발원리를 토대로 ‘검사 및 진단, 관리, 성찰, 

표현, 공유 및 상호작용, 리파지토리’의 구성요소를 설계하였다.

  둘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G-suite for Education의 참여 환경과, Wordpress의 

제작환경, Wordpress와 G-suite 애플리케이션의 작동환경에서 개발·운영되었다. 웹

사이트 형태로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을 표현하는 

포트폴리오 페이지인 ‘SJ 포트폴리오’,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여정 Navi’,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를 향유하고 운동소

양을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 나아가기’,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 향유터 인 ‘여정 게시판’, 학생과 교사

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동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정 대시보드’의 

주요 메뉴로 이루어졌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서 자신

의 위치를 인식하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맥락에서 자신의 운동소양 성장을 

위한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등 체육수

업 실천맥락에서 활용 및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브릿지(스태핑) 프로그램은 과거·

현재 운동소양의 여정을 탐색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단 활동, 운동소양의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해 제작된 스포츠 향유 학습활동, 자신의 운동소양과 학습에 대한 성찰 활

동, 인식한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개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표현활동, 다른 사용자

와의 공유 및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운동소양의 모습을 인식하는 공유활동으로 구

성되었다. 학생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동에 대한 성취 동기 향상을 위해 설계

된 성취 보상 시스템 또한 함께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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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맥락에서의 활용 효과탐색을 통해 운동소양 e-포트

폴리오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실천적 수준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맥락에 대한 이해

를 직접 증진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 맥락을 보다 구체적

으로 인식하게 하여 전 생애적인 운동소양의 여정 맥락에서 초·중등학교 체육교육

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바지했다. 

  초·중등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 유형은 ‘미아이탈형, 과제집중형, 

경쟁참여형, 자기표현형, 여정성찰형’으로 나타났다. 여정성찰형은 자신의 운동소양 

여정을 탐색하고, 탐색과정에 대한 성찰을 기록하고, 독특한 개인의 운동소양 여정을 

SJ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여정성찰형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를 통해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맥락을 전 학령기 운동소양 여정에서 인

식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성장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참여에는 그들이 활용 이전에 지니고 있던 

‘성찰 능력, 테크놀러지 친화성, 선호 표현양식’의 배경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학

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참여를 이끄는 동기는 운영 환경과 배경 요인에 따

른 ‘책무성과 자신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구성요소에서 기인하는 ‘승부욕, 

공유하는 느낌, 흥미로움’, 성취 경험 누적에 따른 ‘성취감’이 확인되었다.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적응하고, 활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성취감’이 강한 내

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과거·

현재·미래의 운동소양 여정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학

생들은 그들의 과거 체육학습을 탐색함으로써, 초등과 중등의 체육학습에 징검다리

를 놓을 수 있었다. 현재의 여정에서 학생들은 나의 운동소양과 성장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미래의 여정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체육학습 맥락을 전 학령기의 맥

락에서 이해하며,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서의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초·중등 교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유형은 ‘제한적 선택형, 성실 팔로

워형, 여정 안내자형’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선택형의 모습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학습 부담감에 기인했다. 여정 안내자형 

교사는 운동소양의 철학을 내면화한 교사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도구를 통해 학

생이 그들의 운동소양 여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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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학생의 과거·현재·미래의 여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증진을 

통해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과거 운동소양 여정과 현재의 체육수업 실천을 보다 연계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의 현재 운동소양 탐색을 통해서는 학생의 운동소

양과 스포츠 향유방식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체육학습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를 통한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 경험이 미래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인식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지니고 있던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를 위한 방법적 

탐구심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 

피지컬 리터러시(신체소양)의 철학과, 체육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통합적인 자

질로서 운동소양(스포츠 리터러시)의 철학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를 위한 철학적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e-포트폴리오의 전 생애 학습에서의 가치는 실천적 수준에

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도구를 개발하였

으나 연구자가 컴퓨터 공학 관련 기능이 다소 부족하여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호환되

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 관한 질적 탐구의 

과정은 독자로 하여금 e-포트폴리오 개발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적 맥락에서의 초·중등 체육교육 실천에 대한 탐색은 초·중등 

체육수업 연계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

습 탐색 과정은 e-포트폴리오 환경을 통한 운동소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요인을 구체

화하여 주었으며, 활용 효과 탐색 과정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 운동소양의 여정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현상적으로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

에 대한 기여 부분을 제시해주었다. 

  연구자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를 위해 개발된 본 연구의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가 지속적으로 활용·수정·개발되며 완성된 형태로 성장하여 나가기를 바란다. 

보다 기능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완성도를 갖춘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가 초·중등 학교의 체육학습에의 연계를 시작으로 각 개인의 전 생애 운동소양

의 여정을 관통하여 연결하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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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운동소양 성장기록을 위한 효과적인 도

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의 평가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교육청, 학교, 교사, 학

생 등)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의 평가를 관리하는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전 생애 운동소양 성장 

기록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교육청은 기존의 NEIS 시스템이 지니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적 도구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

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고려하여 완성형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를 개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 자료와 함께 안내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NEIS 시스템 위주의 학생 성취 기록 시스템을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와 병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의 체육교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에 학생의 체육학습 성취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제 교수학습 맥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기록이 운영될 수 있는 수업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의 체육학습 성취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성찰

해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운동

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존 학생성취 기록 시스템의 보완적·대안적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주체들이 앞선 부분에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환경 내·외에서 초·중등 교사들이 상호 체육수

업을 연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초·중등 교사는 학생들이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와 책임감을 지

니고 그들의 운동소양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급별 체육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의 체육수업을 실천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 교사가 운

동소양의 철학을 내면화하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프로그램이나 핵심교사를 통한 전달 연수, 운동소양을 주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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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에 참가토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내의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향유 거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COVID-19를 계기로 형성된 온라인 체육수업 교사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며 함께 연구·개선하고, 소속 공동체 참

여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보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

다. 본 연구와 같이 인근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며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해나가며 상호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연수프로그램을 직무 연수프로그램으로 제작하

여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연

구자는 이 과정의 매개자로서 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공동체 교사들에게 안내

하고, 함께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셋째,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운

동소양 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체육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식별된 초·중등 

교사와 학생이 인식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학생이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러지 활용능력을 충

분히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연결과정이 보다 완성된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편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

발도 요구된다. 교사의 측면에서는 교사의 테크놀러지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

록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식별된 장애요인의 극복은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 환경에 초·중등 교사와 학생이 보다 쉽게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의 과제는 학생이 자신의 운동소양 여  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인식하고 학령기 

운동소양의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을 실천하는 일이

다. 이를 위해 교사는 운동소양이 체육을 통해 학생이 함양하게 되는 통합적인 자질

임을 주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를 

하기 이외에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

써, 각 개인의 독특한 여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의 동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그들의 운동소양 

성장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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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과정의 기록 환경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모습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모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교

사는 학생의 운동소양 성장에 대한 격려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전 생애 운동소양 여정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COVID-19의 특수한 환경 이후 일상적인 초·중등 체육 수업 실천맥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및 효과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의 

특수한 현상으로 인해 초·중등학교 수업 운영이 원격수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

환경에서 이루어 졌다는 특성이 있다. 연구 기간에 원격수업이 일상적인 수업이었기

에,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환경 내의 활용 모습과 효과탐색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학생들의 등교 상황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과 활용 효과에 대한 탐색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대면 상황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의 연구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평가 기록 도구

로서의 가치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의 활용 모습 또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효과도 탐색 될 것이다. 

  둘째, 초·중등 학교급 전환과정(초등 6학년 2학기 ~ 중등 1학년 1학기)에서의 운

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탐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급 전

환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체육교육 실천맥락에 대한 탐구과정

이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그 효과

를 개별적으로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서의 학생 

운동소양 여정에 관한 기록들이 실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초등 6학년 2학기-중

등 1학년 1학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운동소양 e-포트폴

리오에 기록된 학생의 초등학교 체육학습에 대한 기록을 중학교 체육교사가 받아보

는 경우,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을 이해하는 데의 효과나 이를 바탕으로 실제 체육수

업을 실천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탐색은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중등 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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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연계에의 가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체

육학습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그 과정

에서 어떤 효과가 발견되는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동일한 연구 참여 학생을 중

심으로 학생의 운동소양 여정에 관여하는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주관자들이 인

식하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에의 효과탐색이 요구된다.  

  셋째, 완성형 타입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효과탐색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프로토타입으로 연구자가 컴

퓨터 공학 전문성이 높지 않았기에 기술적인 연결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프로토타입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분석 단계에서 도출한 

개발원리와 구성요소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 Wordpress의 플러그인과 G-suite앱을 개

발 목적에 맞게 조립하여 설계하였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개발된 도구들을 활용 목

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였기에, 기능적인 연결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과정에서의 Missing piece를 찾아 

완성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 과정에서 식별된 Missing piece는 먼저 

G-suite 앱을 통한 검사 및 진단 결과들이 자동으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으

로 연동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수동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이슈로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암호화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NEIS는 학생의 평가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엄격히 관리함

을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나,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는 개인

정보 관리에 제한점을 지닌다.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지닌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해결하는 연구가 후행되어 완성된 타입으로 개발된다면, 사용자는 보다 진실된 정보

를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환경에 기록하고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완성형 

타입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및 효과탐색 연구는 본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

간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 290 -

참 고 문 헌

강동희, 최명숙(2013). 대학 교수자의 교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e-티칭포

트폴리오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3), 

337-363.

강신복, 이승배, 김원정, 박윤혁, 이영국(2007).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체육과학연구, 18(3), 134-147.

강인애, 유승현, 강연경(2011). 학습성찰도구로서 e-포트폴리오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495-506.

곽원규(2012). 초등교사의 e-수업포트폴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시 제 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2015b).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교육부(1997).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권선화(2014). 평생학습설계를 지원하는 e-포트폴리오 시스템 개발.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권은미, 강문구(2019). 구글클래스룸 활용 과정중심평가. 한국영어어문교

육학회, 25(4), 61-78.

권은정, 용환승(2002). 데이터베이스: XML 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메타데이터 리파지토리 설계 및 구현. 정보처리학회논문

지, 9(1), 1-10.

권혁일(2002). 수행평가를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 웹 기반 전자포트폴리

오 개발. 교육공학연구, 18(1), 51-78.

권혁일(2002). 수행평가를 위한 전자포트폴리오의 적용가능성 탐색. 초등

교육연구, 제12권, 201-238

기수현(2014). e-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 표현능력 및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291 -

김동호(2019).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의 수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미진(2018). 미국과 호주 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 검토. 교과교육학연구, 22(4), 251-263.

김상수(2008). 국내 초·중등학교를 위한 통합형 e-포트폴리오 설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김상수, 김영학(2008).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e-포트폴리오 설계 및 활용 

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5), 260-267.

김서영(2020). Google Classroom 기반 디지털 수업이 중학생의 영어 듣

기·읽기 능력 및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성호(2002). 포트폴리오 평가가 초등 체육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정랑, 최창훈(2012). 초등학생 진로의식성숙을 위한 커리어 e-포트폴리

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6(1), 143-150.

김정아, 김용민, 김민범, 김종훈, 김태훈(2019).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

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의 창의성 향상

에 미치는 효과.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3(4), 293-302.

김종석(2013). 하나로 수업 적용에 따른 교사 변화 탐색.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희필, 김영용, 김효심(2008). 예비 교사의 반성적 사고 능력 강화를 위

한 학습 포트폴리오 적용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3), 257-276.

남은지, 이안수(2013).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체육에 대

한 태도. 교과교육학연구, 17(3), 749-770.

문경남(2017).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292 -

문경남, 한유정, 이옥선(2016). 초중등 체육교육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및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3), 91-105.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서울:문화체육관광부

민형식(2020). 스포츠는 여학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기범(2015).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사회과 협동학습의 원리와 구조 설

계.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4(1), 47-62.

박대권, 박창범(2006).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육 목표 영역별 평가 실태, 

한국체육과학학회지, 15(4), 481-493.

박동진, 이윤재, 김진경(2014). 대학생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e-포트폴리오 

프레임워크 기반 K-folio 구축 사례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

지, 17(2), 87-95.

박미림, 이옥선(2014).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경쟁 활동영

역의 연계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27(1), 29-55.

박성일(2009). 초등학교 독서지도에서 e-포트폴리오의 적용과 효과.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박성희, 배상확(2009). 학습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대학생의 학습역량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1-21.

서경애(2019).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교과 교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

육대학원.

손진곤(2011). e-portfolio 표준화 연구: e-portfolio 의 사례와 표준화 방

안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7(2), 137-156.

송미숙(2015). 초중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표현활동 내용 분석. 한국

무용연구, 33(1), 29-46.

신기철(2011).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한국스포츠교

육학회지, 19(4), 205-208.

신동광(2002). 체육수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293 -

신영애(2008).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과 교육내용 연계성 분석.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영애, 김경숙(2008).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과 교육내용 연계성 분

석. 이화체육논집, 11, 27-38.

신충린(2001).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이 고등학교 체육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신혜진, 안소연, 김유원(2017). 과정 중심 평가 활용의 정책적 분석 -서울

특별시 소재 중학교 교사의 수행평가 활용 사레를 중심으로-. 교

육과정평가연구, 20(2), 135-162.

엄미리, 박인우(2011). e-포트폴리오 성찰일지 작성활동의 학습효과에 영

향을 미치 는 학습자 관련 변인 탐색. 한국교육공학회, 27(1), 

213-246.

여환익(2012). 블로그를 이용한 e-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의 효과 연구.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수학, 권민정(2020). 체육과 과정중심평가의 이해와 활용.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AJPESS), 8(1), 121-136.

오호진(2016).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읽기 동기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우영희, 정혜령, 김용, & 남창우(2014). 평생교육기반 학습-경력관리 지원

을 위한 이포트폴리오 구성요소 설계 및 연령대별 활용방안. 평

생학습사회, 10(4), 217-239.

유정애, 서지영, 장용규, 김기철, 권민정(2007). 초· 중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CRC, 18, 

2007.

유창완, 윤기준(201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개선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1), 1-15.

이나현, 송해덕(2015). 메타인지 활동 촉진을 위한 어포던스 기반 e-포트

폴리오 설계 전략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1(2), 165-184.



- 294 -

이남헌(2010). 초등 체육교과 e-포트폴리오 구축과 활용.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인제대학교대학원.

이동국, 김현진(2013).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에 따라 e-포트폴리오 문제

의 구조화 유형이 학업성취도의 과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

육정보미디어연구, 19(3), 523-545.

이동호, 조순묵(2008).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육교과서에 제시된 태권

도 단원 비교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5(2), 45-64.

이승미(2010).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교육과

정연구, 28(2), 59-90.

이애현(2006). '우리나라 민속무용'의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한 연구. 움직

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1), 303-330.

이윤재(2015). 대학 e-포트폴리오 시스템 검정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이인화(2017). 과정 중심 평가의 실천을 위한 방안. 교육부≫ 

http://happyedu. moe. go. 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 do.

이지영(2015). 블로그 기반 e-포트폴리오 평가가 초등학생의 쓰기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

전문대학원.

이태곤, 김종운(2012). e-커리어 포트폴리오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1), 319-337.

임은영, 임경미, 이상곤, 박지원, 류재인, 나은수, 주정미, 김미경, 김덕희, 

김재정, 민문순, 김기중, 나은경(2016). 학습과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평가. 전라남도교육청.

임철일, 김민강, 김윤정(2005). 웹 기반 수업 개발을 위한 인쇄물 기반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21(1), 3-29.

임현정, 정광순, 정진영(2011). 교육과정 문서체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 295 -

21, 105-126.

장원준, 송명섭(2016). 초등 과학에 대한 교과학습발달상황 작성 과정의 

유형.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71, 84-84.

정원석(2018). 예술융합 체육수업을 통한 남자고등학생의 운동소양 변화 

과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현미(2007). 웹기반 문제중심학습 수업 사례연구-성찰촉진방안 설계와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1), 161-196.

정회록(2016). SNS기반 E-포트폴리오 운영방식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

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조미란(2015). 전자포트폴리오 말하기 평가를 통한 중학교 중국어 학습 

효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용개(2016). 대학생의 학습이력 및 경력 관리를 위한 e-학생 포트폴리

오 시스템 개발과 활성화 방안-S 대학교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79-109.

조용환(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12.

조한무(1999). 수행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최미나, 노혜란, 김명숙(2005). 대학교육에서의 e-교수학습 포트폴리오 개

념적 프레임웍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2), 147-165.

최애경(2004). 대학생 경력개발을 위한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13, 169-192.

최애경(2006). 대학생 경력개발을 위한 e-포트폴리오 시스템구축과 운영

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3, 169-192.

최은희, 최명숙(2014). 대학생의 학습역량 및 경력개발을 위한 e-포트폴

리오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교육공학연구, 30(3), 493-523.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3). 코칭이란 무엇인가?.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3a). 운동을 배우면 무엇이 길러지는가?-운동소양 혹은 스포츠 

리터러시론. 한국체육학회보, 100, 20-25.



- 296 -

최의창(2018).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

적 재검토. 한국체육학회지, 50(1), 93-107.

최재영(2019). 초등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실행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매뉴얼. 

한성현(2008). 웹기반 E-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

회논문지, 13(5), 37-44.

한유정(2017). 자유학기제 인문적 융합체육수업을 통한 중학생 운동소양 

함양: 중학교 체육진로교육의 목표로서 운동소양의 가능성 살펴

보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Archer, M.S.(2000).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rter, J. ve Spandel, V. (1991). Using Portfolios of Student Work in 

Instruction and Assessment

Baris, M. F., & Tosun, N. (2011). E-portfolio in lifelong learning 

applicatio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8, 

522-525.

Barrett, H. C. (2007). Researching electronic portfolios and learner 

engagement: The REFLECT initiativ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0(6), 436-449.

Baston, T. (2002). The Electronic Portfolio Boom: What’s It All About. 

Syllabus, v16n5.

Berlanga, A. J., Sloep, P. B., Brouns, F., Rosmalen, P., Bitter-Rijpkema, 

M. E., Koper, R. (2008). Functionality For Learning Networks: 

Lessons Learned From Social Web Applications.

Braund & Hames (2005). Improving progression and continuity from 

primary to secondary science: Pupils’ reactions to bridging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7(7), 781-801 



- 297 -

Butler, P. (200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portfolios and electronic 

portfolios, Retrieved form 

https://eduforge.org/docman/view.php/176/1111/ePortfolio%20Projec

t%20Research%20Report.pdf

Capel, S., Zwozdiak-Myers, P. & Lawrence, J. (2003). A study of 

current practice in liais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9(2), 115-134.

Capel, S., Zwozdiak-Myers, P. & Lawrence, J. (2004).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physical education to support the transition of 

pupils from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al 

Research, 46(3), 283-300.

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2017). Manual for Test 

Administration. Healthy Active Living and Obesity Research 

Group.

Claxton, G., Lucas, B. & Webster, R. (2010). Bodies of Knowledge. 

London:Edge Foundation.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Creswell, John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Sage Publications, Inc.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FE-00177-2013

Dismore, H. & Bailey, R. (2010). ‘It's been a bit of a rocky start’: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following transi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5(2), 175-191.

Dorsey, L. T., Goodrum, D. A, & Schwen, T. M. (1997) Rapid 

collaborative prototyping as an instructional development 

paradigm. In Dills, C. & Romiszowski, A. J. (Ed.), Instructional 



- 298 -

development paradigms.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Field,

Driessen, E. W., Muijtjens, A. M., Van Tartwijk, J., & Van Der Vleuten, 

C. P. (2007). Web‐or paper‐based portfolios: is there a 

difference?. Medical education, 41(11), 1067-1073.

Dudley, D.A. (2015). A conceptual model of observed physical literacy. 

The Physical Educator,72, 236–260.
Grace, C. (1992). The Portfolio and Its Us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ssessment of Young Children, Eric.

Green, N. R., Roberts, W. M., Sheehan, D., & Keegan, R. J. (2018). 

Charting physical literacy journeys within physical education 

setting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7(3), 

272-279.

Heinrich, E., Bhattacharya, M., & Rayudu, R. (2007). Preparation for 

lifelong learning using ePortfolio. Europea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32(6), p653-663.

Higgs, C. (2010). Physical literacy: Two approaches, one concept. 

Literacy,6, 127–138.
Internationl Phyiscal Literacy Association(IPLA)(2018). Charting Physical 

Literacy Journey Tool.

Internationl Phyiscal Literacy Association(IPLA)(2019). Physical Literacy 

across the World: Resources and References.

Jafari, A. (2004). The Sticky e-portfolio system: Tackling challenges and 

identifying attributes. Educause Review, 39(4), 38-49.

Jindal-Snaple, D. and Foggie, J. (2008). A challenge of living? 

Understanding the psycho-social processes of the child during 

primary-secondary transition through resilience and self-esteem 

theori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0(3), 217-236.

Jones, T.S., & Richey, R.C. (2000). Rapid prototyping in action: A 



- 299 -

developmental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8(2), 63-80.

Jurbala, P. (2015). What is physical literacy, really?. Quest, 67(4), 

367-383.

Kakoulli-Constantinou, E. (2018). Teaching in clouds: using the G Suite 

for Education for the delivery of two EAP courses. Journal of 

Teaching English for Specific and Academic Purposes.

Katene, S. (2001). Leadership in the public health sector: Māori 
perspect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ctoria University, 

Wellington.

Katene, W. (2000). 12 Progression and continuity in physical educati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Issues in Physical 

Education, 188.

Kenneth Wolf and Mary Dietz (1998). Teaching Portfolios: Purposes and 

Possibilities. Teacher Education Quarterly, 25(1), 9-22. 

Kiryakova, G., Angelova, N., & Yordanova, L. (2014). Gamification in 

education. Proceedings of 9th International Balkan Education 

and Science Conference.

kkoyunlu, B. (2008). Bilgi Okuryazarlığı Ve Yaşam Boyu Öğrenme, 

IETC 2008.

Koper, R. and Specht, M. (2006). Ten-Competence: Lifelong Competence 

Development and Learning. Competencies in Organizational 

elearning concepts and tools, Volume: 4227, Publisher: IGI 

Global, Chapter XI., 230-247.

Kriellaars, D. (2013) PLAYfun. In Physical Literacy Assesstment for 

Youth. Canadian Sport for Life, Canadian Sport Institutes, pp. 

1-38.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00 -

Lawrence, J. (2006). Negotiating change: The impact of school transfer 

on attainment, self-esteem, self motivation and attitudes in 

physical education. PhD diss, Brunel University, Bristol.

Lawrence, J. (2006). Negotiating change: the impact of school transfer 

on attainment, self-esteem, self-motivation and attitudes in 

physic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Brunel University 

School of Sport and Education PhD Theses).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Lodewyk, K.R. and Mandigo (2017) Early validation evidence of a 

Canadian practitioner-based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in 

physical education: Passport for Life. The Physical Educator, 

74(3): 1-15.

Longmuir, P.E. (2013) Understanding the physical literacy journey of 

children: the 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ICSSPE 

Bulletin: Journal of Sport Science and Physical Education, 65, 

276-282.

Longmuir, P.E., Boyer, C ., Lloyd, M., Yang, Y., Boiarskaia, E. and 

Tremblay, M.S. (2015) The 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methods for children in grades 4 to 6 (8 to 12years). 

BMC Public Health, 15(767): 1-11.

Mandigo, J., Francis, N., Lodewyk, K. and Lopez, R. (2012). Physical 

literacy for educators.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ournal, 

75(3): 27-30.

McAllister, Lynn M., Hallam, Gillian C., & Harper, Wendy E. (2008). The 

Eportfolio As A Tool For Lifelong Learning: Contextualising- 

Australian Practice. In International Lifelong Learning 

Conference 2008, 16-19 June 2008, Yeppoon, Queensland

Mell, P., & Grance, T. (2009). Effectively and securely using the cloud 



- 301 -

computing paradigm. NIST,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2(8), 304-311.

Mell, P., & Grance, T. (2009).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Version, 15(10.07), 2009.

Miller, R., & Morgane, W. (2009). The benefits of e-portfolios for 

students and faculty in their own words. AACyU, 8-12.

OECD (2007). Giving Knowledge for Free. The Emergence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Paris.

Oliver, K. L., & Kirk, D (2015). Girls, gender and physical education: An 

activist approach. Routledge.

Parkman, M., Fuller, K. and Horswell, C. (2005). Key stage 2 to Key 

Stage 3 Transition Project,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Passport for life(n.d.). What is Passport for life?. Retrieved from 

https://passportforlife.ca/what-is-passport-for-life.

Paulson,L. (1990),"How Do portfolios Measure up?:A cognitive modelfor 

assessing portfolios," ERIC Document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Aggregating Portfolio Data sponsored by the 

Northwest Evaluation Associaion, Union,WA.

Rainer, P. & Cropley, B. (2015). Bridging the gap–but mind you don't 

fall. Prim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process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 3-13, 43(5), 

445-461.

Rainer, P. and Cropley, B. (2013). Bridging the gap - but mind you 

don't fall. Prim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process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 3-13, doi; 

10.1080/03004279.2013.819026.

Ralph W. Tyler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 302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tta, S. G., & Buzzetto-More Nicole, A. (2007).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mon e-portfolio features and available platforms. 

Information and Beyond: Part I. Issues on Informing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4(1), 327-342.

Richey, R. C., & Klein, J. D. (2005).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s: 

Creating knowledge from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practice. Journal of Computing in higher Education, 16(2), 

23-38.

Rink, J. (2008). Designing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McGraw-Hill Higher Education.

Rita C. Richey, James D. Klein(2005).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s: 

Creating Knowledge from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Practice, 16(2), 23-38.

SEED(1999). Review of Assessment in Pre-school and 5-14. Edinburgh: 

HMSO.

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SHAPE America) (2014). 

National Standards and Grade-Level Outcomes for K-12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 (SHAPE America)(2018). PE 

Metric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 America(2013). Grade-level 

outcomes for K-12 physical education. Reston, VA: Author

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 America. (2013). Grade-level 

outcomes for K-12 physical education. Reston, VA: Author.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Education(2014). South Carolina academic 

standards for physical education. Columbia, South Carolina

Sport for life(n.d.). What is PLAY?. Retrieved from 

https://play.physicalliteracy.ca/what-play.



- 303 -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57842

Taplin, L. (2012). A tale of two strangers: Investigating the concept of 

physical liter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cience, Education and Medicine in 

Sport. Glasgow, Scotland.

Taplin, L. (2013). Physical literacy as journey. ICSSPE Journal of Sport 

Science and Physical Education, Bulletin,65, 57–63.
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2012).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Version 6.0. ACARA. 

Toni Stokes Jones, Rita C. Richey(2000). Rapid Prototyping Methodology 

in Action: A Developmental Study, 48(2), 63-80.

Tyler, S. (1991). Pla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Curriculum. Play in the 

primary curriculum, 10-28.

Whitehead(2019). Physical Literacy Across The World. Routledge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

Whitehead, M. (2013). Definition of physical literacy and clarification of 

related issues. ICSSPE Bulletin, 65(1.2).

Whitehead, M. (Ed.). (2010).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Routledge.

Willis, J. W., Jost, M., & Nilakanta, R. (2007). Found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pretive and critical approaches. Sage.

Wolcott(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SAGE Publication, Inc.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

Wolf, K., & Dietz, M. (1998). Teaching portfolios: Purposes and 

possibilities. Teacher Education Quarterly, 25(1), 9-22.



- 304 -

Yvonna S. Lincoln, Egon G. Guba(1985). Naturalistic inquiry. 1985.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Liedl,

Zwozdiak-Myers, P.(2002). Exemplars of'good practice'-in the transfer of 

pupils from Key Stage 2 to Key Stage 3 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Teaching Physical Education, 33(3), 39-43.



- 305 -

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교사)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교사용)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모습을 살펴보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증진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과 활용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G-suite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연구의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G-suite 환경에서, 학생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의 기록들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운동소양의 성장 모습을 e-포트폴리오(인터넷 포트폴리오)에 기록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의 효과를 탐색하실 것입니다. 이번 

연구 과정은 선생님들의 초중등 체육교육 맥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이고, 초중등학교가 

연계하여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배움을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참여자 선정조건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6명, 중학교 교사 4명,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연계지점(초등학교 

6학년 지도교사, 중학교 1학년 지도교사)에 있는 교사, 체육교과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교사,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경험 및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 경험이 있는 교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 참여 내용 : 선생님들은 개인 심층 면담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그룹면담에 참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룹면담은 1회 이루어지며, 선생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 체육수업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모습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인면담에 참가할 것이며 작성하게 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록내용이 연구 자료로 함께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육 수업 모습,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이 

관찰(사진·동영상 촬영 포함)될 것입니다. 

§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7월 중) ~ 2021년 2월

2) 장소 : 서울 장O중학교, 안O초등학교, 동O초등학교 및 연구 참여자가 지정하는 장소

§ 참여 방법 : 면담은 개인면담, 그룹면담으로 각각 약 30-40분 진행되며 관찰은 사전 협의된 내용에 

한해 최대 3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혹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구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동의서 작성: 모집 문건과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구 담당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성명: 우평호   /  전화번호: 010-0000-0000  / 메일: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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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학생)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학생용)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된 체육교육을 위해, 우리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의 기록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운동소양의 성장 모습을 e-포트폴리오(인터넷 

포트폴리오)에 기록해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G-suite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공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동소양을 G-suite가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 과정은 학생 여러분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의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성공적으로 여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참여자 선정조건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6명, 중학교 교사 4명,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경우 초중등 

연계지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있는 학생,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참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참여 내용 :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수업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인 심층면담에 참가할 

것이며 작성하게 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기록내용이 연구자료로 함께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육수업 모습,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모습이 관찰(사진·동영상 촬영 포함)될 

것입니다. 

§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7월 중) ~ 2021년 2월

2) 장소 : 서울 장O중학교, 안O초등학교, 동O초등학교 및 연구 참여자가 지정하는 장소

§ 참여 방법 : 면담은 개인 심층면담으로 각각 약 30-40분 진행되며 관찰은 사전 협의된 내용에 

한해 최대 3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혹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구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동의서 작성: 모집 문건과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구 담당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성명: 우평호   /  전화번호: 010-0000-0000  / 메일: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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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용 심층 면담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

발과 활용 사례 탐색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증진을 이끄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

다.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에 충실히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

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우평호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에 관한 이야기>

1. 초등학교(중학교) 체육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초등학교(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3. 아이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교육과 중학교 체육교

육이 담당하는 역할은 각각 무엇일까요?

4.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현재 초중등 체육수업의 연계 모습은 어떠한가요?

5. 현재의 초중등 체육수업 연계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초중등 체육수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7. 만일 선생님의 체육수업을 초중등 연계를 위한 맥락에서 계획하신다면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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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학교급 전환의 과정에서 중학교 체육교사가 초

등학교 기간에서 학생의 체육학습에 대한 성취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학생의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9.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아이들이 운동소양의 여정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10. 아이들의 운동소양을 확인하시기 위한 정보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기록한다

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11. 아이들 운동소양의 기록이 웹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록방식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될까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에 관한 이야기>

1. 선생님께서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을 활용해오셨나요?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초기 활용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3. 선생님께서는 초기 활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4.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의 제약조건은 무엇이었나요?

5.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6.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의 경험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7.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맥락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 있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 이야기>

1.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경험이 다른 학교급(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초등을)에 대한 이해를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었나요?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학생들의 운동소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도

와주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하였나요?

3.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들이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서 얻은 

배움은 무엇일까요?

4.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강화했다면 어떤 면

이 그러하였을까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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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생용 심층 면담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

발과 활용 사례 탐색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증진을 이끄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

다.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연구에 충실히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

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우평호

◎ 다음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체육수업 이야기>

1.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배워왔나요?

2.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중학교 체육수업은 어떤 점들이 달랐나요?(혹은 다를 

것 같나요?)

3. 여러분이 평생 체육을 배워 나간다고 한다면 초등에서는 어떤 것을 중등에서

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나요?

4.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여러분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의 체육수업 경

험을 알고싶어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5.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에서 체육활동과 관련된 인상 깊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6. 그 인상깊은 경험들을 잘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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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요?

7. 게임에서 캐릭터의 상태 창에 여러 능력치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동소양(상태)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8.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체육 학습에 대한 경험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점들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9. 흥미있는 운동소양 기록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선생님이 고려하

면 좋을까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경험 이야기>

1. 여러분은 수업에서 혹은 일상에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하여 

왔나요?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점을 뽑으라면 무엇이었나

요? 또 가장 좋았던 점을 뽑으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메뉴중에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여러분의 운동소양을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잘 표현해 줄 수 있었나요? 

좋았다면 무엇이 부족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 효과 이야기>

1.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서 나의 어떤 점들이 변화하였을까요?

2.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보여주는 여러분이 운동소양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

떤 의미가 있었나요?

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기록하는 활동이 여러분의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중

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를 어떤 점에서 변화시켰나요?

4.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기록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점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5.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기록하는 경험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체육에 대한 학습을 어떤 점에서 도와줄 수 있었나요?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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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교사용)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

발 및 활용 사례 탐색 연구입니다. G-suite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

템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연구의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G-suite 환경에

서, 학생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의 기록들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운동소양의 성장 모습을 e-포트폴리오(인터넷 포트폴리오)에 기록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에의 효과를 탐색하실 것입

니다. 귀하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의 맥락과 연계 강화를 위한 방법에 관심이 

많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

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우평호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

정생 /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

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모습을 살펴보고,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증진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과 활용 사례

를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모습, 전 세

계의 피지컬 리터러시 여정의 기록 도구,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분석하여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개발원리를 도출하여, G-suite for 

education이 제공하는 교육용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 환경에서 운동소양 e-포

트폴리오 시스템을 개발하고, 초·중등학교 체육교육 실천맥락에서 그 활용 사

례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참여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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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관여하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4명, 중학교 선생님 6명,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

생 10명과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경험과 포트폴리오 평가 경험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

기를 들려줄 수 있는 교사이기에 이 연구에 초대되었습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실천적 수준(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측면)에서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모

습이 어떠한지와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초·중등 연

계 체육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8월 중과 10월 중 

심층 면담을 2~3회 실시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

입니다. 필요시, 약 40분 소요되는 FGI(포커스그룹 인터뷰)를 1회 추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FGI에서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관한 다양한 관

점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선생님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모든 면담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된 장

소와 시간에 실시하여 수업 및 교육활동,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

일은 본 연구자가 전사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료는 연구자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

울대 연구윤리지침에 근거). 

2) 관찰과정에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활용

될 것입니다. 관찰은 수업(초등 40분, 중등 45분) 중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

나는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서 최대 3회 이루

어질 것입니다. 연구 참여하시는 선생님 모두 해당되며, 관찰 날짜는 동의절

차가 이루어진 후 선생님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긴 

선생님의 모습은 안면인식을 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할 것입니다. 

3)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을 살피기 위해 문서자료(e-포트폴리오 

활용자료, 교수학습과정 운영자료 등)가 수집될 것입니다.

4) 장소는 귀하가 근무하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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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 이후(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8월 중)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 2~3회 약 30~40분 요청받게 됩니다. 연구 참여교사들과의 그룹 면

담은 1회 약 30~40분씩 수행될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우평호 연

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에 참여를 그만 두시는 경우. 선생님과 관

련된 모든 수집 정보는 폐기할 것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

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면담에서 답변한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담시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중에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이 초·중등 체

육교육의 연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성찰을 비롯하여, 지도하시는 학생의 체육학습 및 

소양의 성장 과정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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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우평호 연구원

(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소속 학교, 담당업무,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우평호 연구원 및 본 연구자의 지도교

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터 

및 시건장치(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류

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

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

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

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

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

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

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

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우  평  호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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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

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면담과정의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소속 학교, 담당업무, 사진, 동영상)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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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연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

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

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

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면담과정의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소속 학교, 담당업무, 사진, 동영상)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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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학생용)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된 체육교육을 위해, 우리들의 전 생애 신체

활동 참여의 기록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운동소양의 성장 모습을 

e-포트폴리오(인터넷 포트폴리오)에 기록해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

구에요. G-suite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공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해요. 

연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동소양을 G-suite가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

에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

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세요.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

를 담당하는 우평호 연구원(010-0000-0000/****@gamil.com)에게 문의하세요.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된 체육교육을 위해, 우리들의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의 기록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운동소양의 성

장 모습을 e-포트폴리오(인터넷 포트폴리오)에 기록해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합니다. 우리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라는 기록 도구를 개발해볼 것이에요. 

수업과 평가에서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사례를 탐색하고, 초중

등 체육교육 연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지 물어볼 것입니다.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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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연구에는 초·중등 체육수업의 연계지점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

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여섯 분과 중학교 1학년 체육 선생님 네 

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과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있고, 온라인 교육 콘텐

츠 활용 경험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생

각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

은 없어요. 연구 참여 또는 비참여 결정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체육 수행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1)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중등 체육교육

에 대한 생각,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용이 초등과 중등의 체육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등을 물을 것입니다. 8월 중과 10월 중 심

층 면담을 2~3회 실시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이

에요. 심층 면담이란 연구자와 여러분이 서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깊은 대

화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연구 참여자 여러분과 연구자와의 면담 내용은 녹

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은 연구원 선생님이 기록한 후 즉시, 삭

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료는 선생님이 평생 안전하

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

2)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을 IRB 승인일

(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8월 중) 이후부터 2021년 2월까지 최대 3

회 사진·동영상 촬영 및 필드노트 작성을 하며 참여 관찰할 것입니다. 사

진·동영상 자료에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의 경우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 연구원 선생님이 평생 안

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

3) 면담 및 관찰 시,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기록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를 함께 활용하려 합니다.

4 장소는 여러분들이 체육수업을 듣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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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 이후(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8월 중)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 2~3회 약 30~40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은 최대 3회 매회 

대략 1시간 요청 받을 것입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이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나 

다른 관련 자료가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어요. 

모든 면담 및 관찰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심층면담시 코

로나 19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 비참여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체육 수행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입니다.

8.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연

구를 통해 여러분들은 초·중등 체육의 연계지점에서 여러분의 운동소양을 돌

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운동소양의 여정(여행)을 성공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는 나중에 초·중등 체육수업이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를 위해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성공적인 모

습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5000원 상당)이 증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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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우평호 연구원(010-0000-0000)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원한다면 “보호자용 설명서”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

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도 함께 

동의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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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게서 설명받았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 중 녹음 및 사진·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기록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아동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법정대리인 명(연구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 322 -

부록 7.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법정대리인용)

연구 과제명 :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

오 개발 및 활용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평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중등 연계 체육교육을 위한 G-suite 기반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개

발 및 활용 사례 탐색 연구입니다. G-suite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

템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연구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G-suite 환경에서, 전 

생애 신체활동 참여의 기록들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운동소양의 

성장 모습을 e-포트폴리오(인터넷 포트폴리오)에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관계된 학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와 귀하의 자녀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

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자녀의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 분들과 충분히 의논해 보십시오. 법정대리인께서 

자녀의 참여를 결정하시게 되면, 연구 참여자용(아동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 있

는 법정대리인 서명 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우평호 연구원(010-0000-0000/****@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교육학 전공의 교수님과 연구원 선

생님이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를 위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개발 활용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관여하는 다른 분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6명, 중학교 선생님 4명,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

생 10명과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법정대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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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도록 권유받은 사람들은 초·중등 체육교육 연계지점에 있는 초등학교 6학

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초·중등 체육교육의 연계지점에 있는 학생(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초·중등 체육교육에 대한 생각, 개발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 활

용이 초등과 중등의 체육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등을 물을 것

입니다. 8월 중과 10월 중 심층 면담을 2~3회 실시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은 연구원 선생님이 기록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료는 연구자가 평생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

정입니다.

2) 학생들이 활용하게 될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의 활용 모습을 IRB 승인일(연

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8월 중) 이후부터 2021년 2월까지 최대 3회 

사진·동영상 촬영 및 필드노트 작성을 하며 참여 관찰할 것입니다. 사진·

동영상 자료에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

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의 경우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삭제할 것

이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 연구자가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 예정입니다.

3) 면담 및 관찰 시, 연구자는 학생들이 기록한 운동소양 e-포트폴리오를 함께 

활용하려 합니다.

4) 장소는 귀댁의 자녀들이 체육수업을 듣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 이후(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20년 8월 중)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 2~3회 약 30~40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은 최대 3회 매회 

대략 1시간 요청 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도중, 귀하의 자녀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우평호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

십시오. 연구 참여, 비참여의 문제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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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며, 체육 수행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 도중 학생이 

그만두는 경우, 학생과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는 폐기될 것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

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나 다른 관련 자료가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담시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 19 방역 수

칙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초·중등 체육의 연계지점에서 학생

들의 운동소양을 돌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운동소양의 여정을 성

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

부모님에게도 자녀의 운동소양의 여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합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 참여, 비참여 여부는 귀하의 

자녀 학교생활 특히 체육 수행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우평호 연구

원(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학번, 사진, 동영상

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우평호 연구원 및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만 접근

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터 및 시건장치

(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

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

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 325 -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자녀가 연구 참여할 경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5,000원 상

당)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우  평  호         전화번호: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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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G-suite based SLe-P(Sport Literacy e-portfolio) for the rel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Pyungho w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suite based SLe-P(Sport 

literacy e-portfolio)’ to promote the rel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application cases in the 

context of practicing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 were set up as follows. 1) How 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G-suite based SLe-P for the re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2) How is the G-suite 

based SLe-P composed and operated for the re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3) What does 

Application of G-suite based SLe-P look like, and what effect does it 

have on the re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 qualitative method based on an 

interpretative paradigm in order to examine the practical context of the 

related physical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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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explore the application and effects of the developed SLe-P. In 

particular, rapid prototyping methodology, one of the qualitative case 

studies, was used to develop the SLe-P.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4 months from January 2020 to February 2021, and the entire 

process of the study consisted of planning, analysis, design, formation 

evaluation, development, applicati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purposefully sampled from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and the 1st  grade of secondary schools in the related 

contex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3 teachers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3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1st grade of secondary school were selected to get involved in the 

study. 5 students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10 students 

in the 1st  grade of secondary school were selected for participation. 

Data collection was made through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and document analysis. Data analysi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esented by 

Wolcott(1994). For the authenticity of the study, peer briefing, members 

check, triangulation were used.

  The findings from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Le-P 

1) was designed in the analysis stag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bjectives of ‘Improved perception of the sport literacy 

journey in the whole life of students’ and ‘Improved mutual 

understanding of teachers on the pract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which were derived through investigating the 

pract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of SLe-P were derived in 7 stages of ‘diagnosis, 

management, reflection, growth, interaction, expression and 

user-friendly’, through analysis of preceding e-portfolios and physical 

literacy charting tools.  2) In the design stage, we analyze the preceding 

e-portfolio, physical literacy charting tools. 2) In the design stag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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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ing e-portfolios, physical literacy charting tools and G-suite 

applications were analyzed to derive the components of ‘inspection and 

diagnosis, management, reflection, expression, sharing and interaction, 

and repository’, and a storyboard was created based on these. 3) In the 

formative evaluation stage, based on that storyboard,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initial applicability evalu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a pilot test for each one clas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4) In the development stage, the final SLe-P 

prototype was developed reflecting the previous improvements.

  Second, the SLe-P was designed in the participation environment of 

G-suite for Education,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Wordpress, and 

the operation environment of Wordpress plug-in and G-suite 

application. The SLe-P developed in the form of a website is composed 

of the main menu of 1) ‘SJ Portfolio’, a portfolio page that expresses 

the sport literacy journey of students, 2) ‘Journey Navi’ to help them 

aware of the current state in the entire lifelong sport literacy journey, 

3) ‘Going on a Journey’, which helps them enjoy sports in a variety of 

ways, recognize their sport literacy and grow up, 4) ‘Journey Board’, an 

online sports site to enjoy sports by themselves in an online 

environment, and 5) ‘Journey Dashboard’ which allows students and 

teachers to check and manage the activities of the SLe-P. The SLe-P 

was operated in the practical contex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hrough a ‘Bridge(Staffing) Program’ that recognizes 

one's position in the entire lifelong sport literacy journey, and focuses 

on learning for growth in one’s sport literacy in the related contex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An achievement reward 

system was also operated, which was designed to improve 

accomplishment motivation for students’ SLe-P activitie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SLe-P can con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re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hrough the exploration of its application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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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actical context of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background factors of students influenced the 

type of participation and motivation in their SLe-P. The types of 

students’ participation were found to be ‘lost child breakaway, 

task-focused, competitive participation, self-expression, and journey 

refle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Le-P can contribute to the 

re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by 1) exploring their past physical education, 2) checking out their 

sport literacy and growth, 3) understanding the physical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school age and giving them motivation for 

growth in the sport literacy journey throughout their whole lif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used the SLe-P through the 

process of ‘guidance, adaptation support, application support, 

communication and activity evalu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mutual 

communic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seemed to 

be strong between researcher-teachers, and weak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types of utilization by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were ‘limited choice, sincere follower and 

journey guid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were able to relate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in a practical context by 

1) connecting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s of those classes, 2) providing 

students with individualized physical education support, and 3) guiding 

students to the growth of sport literacy during the entire school age.

  Summing up the above results, the value of the SLe-P to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was presented in 

terms of the following. First, the perception of the objectiv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in the curriculum is made 

concrete. Second, it complements the link of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a practical 

context. Third, it is an alternative charting system for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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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of SLe-P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subjects (Education Office, schools, teachers, students, etc.) who 

participate in student evaluations should cooperate so that the SLe-P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charting student’s Sport literacy 

growth. Second, training programs and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should be operated so that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can 

mutually connect and practice physical education class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nvironment of the SLe-P. Third,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run so that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can specifically recognize their unique sport literacy journey and get 

motivated for growth,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Le-P. Finally, 

suggestions for the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use of SLe-P andw its effect in the practical 

context of everyday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after the special environment of COVID-19. Second, a study is 

required to utilize the SLe-P and investigate its effectiveness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2nd  semester 

of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 1st semester of 1st grade in 

secondary school). Third, A study is required to develop the completed 

type of SLe-P and investigate its effectiveness.

keywords : Sport literacy, Physical literacy, e-portfolio, G-suite for 

Education, Rel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8-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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