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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수업에서 신체움직임은
어떻게 통합되는가?

움직임통합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 -

윤     상     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움직임통합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을   
탐색함으로써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밝히고 학생의 몸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 
문제는 첫째 초등교사들은 수업에서 신체움직임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 
가 둘째 초등교사들의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 방해 지원하는 요인은 ? , , , 
무엇인가 셋째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 , 
난점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

연구자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움직임통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성격을 띤 질적 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 2020 7 2021 6 12 , 
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단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 , . 
한 초등교사는 일반교사와 핵심교사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일반교사 집단. 
은 전형적인 사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전략을 사용해 온라인 개방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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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참여한 명의 초등교사로 구성하였다 핵심교사 집단은 유목적적 표53 . 
집 방법에 따라 움직임통합 수업의 경험이 풍부한 교육경력 년 이상의 5
초등교사 명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온라인 개방형 설문 현지문서12 . , , , 
온라인 자료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분석, , 
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 (Wolcott, 1994). ,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였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 
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통합 수  . , 
업의 실천모습은 열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율동형 전환‘ ’, ‘
형 스포츠형 놀이형 숙달형 체험형 형태화형 드라마형 감각’, ‘ ’, ‘ ’, ‘ ’, ‘ ’, ‘ ’, ‘ ’, ‘
형 표현형 과 같았다 각 유형의 교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무엇을 ’, ‘ ’ . “
배우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왜 가르치는가 누가 가르치는가?”, “ ?”, “ ?”, “ ?”
의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내용 학생 교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뒤의 , , 
다섯 유형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의 . 
특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체계를 구축하여 실천유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트럼 은 학습내용과 신체활동의 낮은 ‘ - ’

통합관계에서 높은 통합관계까지 우연적 통합 개별적 통합 간접적 통‘ ’, ‘ ’, ‘
합 직접적 통합 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트’, ‘ ’ . , ‘
럼 은 신체움직임에 대한 학생의 자율성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
모방움직임 동반움직임 기본움직임 개방움직임 자유움직임 으로 ‘ ’, ‘ ’, ‘ ’, ‘ ’, ‘ ’

제시되었다 두 스펙트럼은 각각 축과 축이 되어 사분면을 이루었고 사. y x
분면 위의 열 가지 움직임통합스타일은 신체활동에 초점을 두는가 학습내, 
용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분포하는 위치를 달리 했다 신체활동 증진 중. 
심의 율동형 전환형 스포츠형 놀이형 숙달형 은 제 사분면 부근‘ ’, ‘ ’, ‘ ’, ‘ ’, ‘ ’ 3
에 자리하며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형성했다 반면 학습 증진 중. , 
심의 체험형 형태화형 드라마형 감각형 표현형 은 제 사분면에 ‘ ’, ‘ ’, ‘ ’, ‘ ’, ‘ ’ 1
자리하며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형성했다.

둘째 초등학교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 방해 지원하는 요인은 사회생  , , , 
태학적 모델에 따라 교사의 개인 내 요소 개인 간 요소 제도적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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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지역사회 및 정책 요소의 네 층위에서 분석되었다 움직임통합 , . ④ 
수업의 촉진요인은 신체활동의 가치와 관련한 교사 개인의 성향 경험· · ① 
교육철학 정서 학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동료교사 및 학부모와의 · , ② 
협력 유연하고 혁신적 문화를 가진 학교의 넓은 수업공간과 교육활동 , ③ 
지원 시 단위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방해요인은 움, . ④ ① 
직임통합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메꾸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 비, ② 
협조적인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시공간적 제약과 권위적인 학교풍토· · , , ③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에 따른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움직임통합 수업 . ④ 
실천을 지속하는 핵심적 상태는 움직임통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교사의 행위주체성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행위주체성은 교사를 둘러싼 . 
환경적 구조가 뒷받침 되었을 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태적 관
점에서 지원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원요인은 활동 중심 교사 연수. , ① ② 
학생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 ③ 
수업연구 환경 조성 예비교사교육으로 도출되었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 . ④ 
촉진요인 방해요인 지원요인을 종합하여 교사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학, , , · · , 
교 지역사회와 교육정책 수준에서 움직임통합을 증진하는 요소를 도출한 , 
후 움직임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셋째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은 건  , 
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건강증진 관. 
점의 움직임통합이 가지는 장점은 학습적 효과로 제시되었고 신체활동량 
증가에 따른 변화와 관련이 깊었다 이는 기본움직임기술과 신체인지 . ① 
향상에 따른 신체적 효과 집중력과 기억력 강화에 따른 인지적 효과, , ②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에 따른 정서적 , , ③ 
효과로 구체화되었다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이 가지는 장점은 학습. 
내용과 학생의 체화적 관계 형성을 구성하며 실존주의 교육적 의미를 실
현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몸에 새긴 앎을 형성하는 감. ① 
각운동적 경험 감정 전이로 느끼는 앎을 형성하는 정서적 경험 관, , ② ③ 
계 속 참여적 앎을 형성하는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구체화되었다 뿐만 아. 
니라 움직임통합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인지를 반영하는 신체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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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서로 관찰하여 개별지도와 모델링에 활용하는 교수적 장점을 가졌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난점은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 , , 
측면에서 분석되어 재미와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일의 곤란함과 교육① 
목적의 전도 가능성 움직임통합이 어려운 학습내용요소 학습개념, , ② ③ 
과 신체움직임의 의미 있는 통합과 과열된 분위기로 인한 수업진행의 어
려움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학습결과로 제시되었다 교사들은 건, . ④ 
강증진과 체화학습 중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적 난
점을 경험하였다 한 가지 움직임통합 관점을 가지는 단일관점통합 단계. ‘ ’ 
에서 나아가 상황에 따라 두 관점을 선택해 활용하는 단일관점보완통합‘ ’ 
단계를 통해 이러한 교육적 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두 관점의 움직임통. 
합을 함께 사용하는 융합관점통합 은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장점을 확대하‘ ’
고 심화하는 단계로 두 관점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인식과 지식이 요구되
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논의로는 첫째 초등수업에 통합되는 신체활동이   , 
양 높이 종류 너비 통합 관계 깊이 를 지니는 입체적 개념으로 일반교과 ( ), ( ), ( )
수업에서 신체활동량을 높이고 체화학습을 성취하는 잠재성을 가지며 체, 
육교육과의 독자적인 위치 속에서 호혜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
였다 둘째 교사가 움직임통합의 두 관점을 이해하고 신념화함으로써 재. , 
미라는 표면적 차원을 넘어 심층적 수준으로 움직임통합을 지속적으로 실
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을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능동적으. , 
로 세계를 구성하는 전인적 실존주체로 길러내는 움직임통합이 초등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철학을 담은 교육관과 교육원리로 
이해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  . , 
통합을 초등학교 국가교육과정에 신설하여 교육주체의 인식을 고양하고 교
육여건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 , 
움직임통합 수업 준비에 소요되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협
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 , 
한 움직임통합 연수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움직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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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교수 학습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 , 

에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움직임통합 수업. ,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체화적 경험을 직접 관찰하고 학습과정을 현상적으
로 밝힐 수 있는 실행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맥락에서 움직임통합. , 
의 교육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찰하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움직임통합 초등수업 초등교사 인식 건강증진 체화학습: , , , , 
학  번 : 2019-2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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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1. 

다시� 고민에� 빠졌다 첫� 고민은� 신체움직임을� 교과수업에� 활용하기� 전으� � “ ...”�

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에는� 열광하면서� 다른� 수업.�

에는� 시큰둥한� 이유를� 찾으려� 했다 대체� 체육의� 어떤� 매력이� 그들을� 사로잡.� “

는� 것일까 그� 매력을� 다른� 교과에�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신체움직?”,� “ ?”� ‘

임 에� 그� 매력이� 숨겨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이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몇’

몇� 교과에� 신체움직임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신체움직임이� 있는� 놀이와� 체.�

육시간에� 하는� 게임의� 규칙을� 변형하여� 학습내용을� 익히거나� 복습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지.�

런히� 움직이니� 교실에� 활기가� 깃들었다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더� 많은� 학.� .�

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도가� 올라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 ,�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나는� 고민에� 빠졌다 학생들이� 게임과� 놀이 경쟁과� 재미에� 몰� � .� ,�

입한� 나머지� 의도된� 학습내용에는� 서서히� 관심을� 잃기� 시작했다 가끔은� 체육.�

수업인지� 교과수업인지� 분간이� 안� 간다 과연� 내가� 해왔던� 방식들이� 교육적으.� “

로� 가치� 있을까 신체움직임이� 학습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 “

까 학습내용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신체움직임은� 무엇이고 그것이� 학습?”� ,�

내용과� 통합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배움을� 만들어갈지� 확신이� 없다 어떤�.� “

신체움직임을� 어떻게� 수업에� 통합해야하는� 걸까?”

년� 월 윤교사의� 학급일지(2020 11 ,� )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부터 회자된 이 사회  “ .” . 
적 통념은 현 과학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뇌 . 
과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신경과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신체활동과 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뇌파와 기능적 . 
자기 공명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는 신체활동이 인지에 미치는 직접적 효
과를 밝히고 있다 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신체활. Ratey & Loeh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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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신경 가소성과 뇌의 크기 및 혈류를 증가시켜 뇌기능과 인지능력 발
달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세포 분자 신경구조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 , 
한다 신체활동이 인지활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신경과. 
학적 근거가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활동을 내용이자 본질로 삼는 체육교육 분야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신체활동과 학업성취도 및 지적 능력 간의 관계에 한 논의를 해왔다 신. 
체활동 참여가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는 연구 결과 김종호 정정욱( , , 2012; Sallis et al., 1999; Shephard, 

와 신체활동과 인지발달의 관계에 한 메타분석 연구1997; Taras, 2005)
조욱상 김재원 는 학교 정( , , 2012; CDC, 2010; Sibley & Etnier, 2003)

규교과에 체육을 의무화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NASPE, 2010). 
신체활동과 인지활동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 학교체육이 주지교과 학습“
을 방해한다 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신체활동의 효과가 운동 기능” . 
과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종합적으
로 분석한 연구들은 체육교과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가치를 , , , 
제시한다 이에 신체활동의 가치를 (Bailey, 2006; Strong et al., 2005). 
체육수업과 체육프로그램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체육교육의 물결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최의창( , 2017; SHAPE America, 2013; Whitehead, 
2010).

신체활동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자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이를 학  
교생활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장려하는 총체적 학교 접근(whole-of-school 

이 제안되었다 이 접근을 개념approach) (Institute of Medicine, 2013). 
화한 포괄적 학교 체육 프로그램(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이하 은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독일 아일랜Activity Programs, CSPAP) , , 
드 등에서 확산되었다 는 학교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학. CSPAP
교 안과 밖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한다 박용남 미( , 2018; Centeio et al., 2014; Tannehill et al., 2015). 
국 는 학생들이 매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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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학교기반 60
신체활동을 위해 의 세부 가이드를 제공하였다CSPAP (CDC, 2013). 

는 정규 체육 수업 학교일과 중 신체활동CSPAP (physical education), 
일과 전과 방과 후 신체활동(PA during school), (PA before and after 

학교 구성원의 참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school), (staff involvement), 
여 를 구성요소로 학생에게 총체(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적인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중 학교일과 중 신체활동 은 일반교과. “ ”
수업시간에 신체활동을 통합하는 움직임통합“ ”(Movement Integration, 

을 포함한다 움직임통합은 정규 수업시간 중 일반교과 속에 어떤 강MI) . 
도로든 상관없이 신체활동을 포함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Webster, Russ, Vazou, Goh, & Erwin, 2015).

교과 수업 전반에 신체활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보건부에서 정  
한 청소년 일일 신체활동 참여권장량인 분을 만족시키려는 첫 번째 목60
적을 가진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는 학교를 청소년 신체활동의 이상2008). Sallis & McKenzie(1991) 90% 
을 제공하는 잠재적 공간으로 보고 체육수업이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공, 
공보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후 체육교육의 건강증진 관점은 .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신체활동 증진이 체육교육의 목적과 동일 선상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움직임통합 역시 학교에서 총체(Sallis et al., 2012). 
적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건강증진 관점의 일환에서 시작되었
다 움직임통합이 학생에게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좌식생활 시간을 줄임으. 
로써 체중 감량 및 신체조성의 변화 건강 체력 증진 등의 신체적 효과와 , 
함께 학습태도 개선 인지기능 및 학업성취도 향상 즐거움과 긍정 정서 , , 
및 유능감 함양 등의 인지 및 정의적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들이 축적되면
서 움직임통합은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Webster, 2015).

하지만 움직임통합을 포함한 가 신체활동 증진과 비만예방을 위  , CSPAP
한 건강증진 관점에 치우쳐 운동기능 학습 신체활동 지식과 정의적 태도 , 
등 체육교과가 담당하는 교육목표를 간과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한다

체육교육학자 사이에서(Carson, Pulling, Castelli, & Beigh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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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체활동 증진이 체육교육의 핵심 목적이 될 수 있는가에 해 항상 
긴장감이 존재하였고 몇몇 체육교육학자들은 공공보건의 안건과 체육교육, 
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에 한 우려를 표한다(Gard, 2004; Kirk, 

은 체2006). Webster, Stodden, Carson, Egan, & Nesbitt(2016) K-12 
육교과와 공공보건의 목표를 함께 포괄하는 Integrative Public 

이하 을 통해 체육교육의 Health-Aligned Physical Education( IPHPE)
궁극적 목표로서 피지컬 리터러시 를 함양하고자 한다(Physical Literacy) . 

는 건강증진 관점에 의해 가려진 체육교육의 의미를 되살려 건강증IPHPE
진 관점과 동일선 상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신체, 
적 건강 논의를 중심에 둔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하여 건강증진 관점의 움. 
직임통합이 과연 체육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교육을 위해 활용 가치가 
있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다 신체적 건강을 중심 목적으. 
로 하는 건강증진 접근의 움직임통합은 수업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 ’ 
과 유리되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관점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움직임통합의 소극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교과수업에 통합된 신체  
활동 자체가 교육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적극적인 관점이 제
안되고 있다(Madsen & Aggerholm, 2020; Madsen, Aggerholm, & 

건강 심리 행동 뇌 과학 등의 자연과학적 분야를 넘어서 Jensen, 2020). , , 
교육학적 배경과 교육 실천의 관점으로 신체활동을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움직임통합은 교육현장에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다. Madsen & 

은 움직임통합의 교육정책을 실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Aggerholm(2020)
교수법적 논의가 있어야함을 강조하며 의 범주 빌둥Klafki (Categorial 

개념을 통해 움직임통합을 새롭게 이해한다 범주 빌둥의 관점Bildung) . 
에서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신체활동을 동반한 체화된 행동으로 학습내용이 
함의하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고 이를 성찰함으로써 그들 존재에 한 
인식을 가지도록 해준다 교육내용과 통합된 신체움직임은 마음 뇌 과 환. ( )
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화된 인지를 형성한다 즉 학생의 움직임은 . , 
단순히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체활동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감각운동 , 
지각을 통해 사회적이고 정서적 차원을 수반하여 학습 그 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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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들의 움직임통합 수업을 관찰한 후 행화적   Madsen et al.(2020)
움직임통합 을 위한 교수 모델을 제시(Enactive Movement Integration)
한다 마임하기 드라마화 제스처하기. (to mime), (to dramatize), (to 

모양만들기 모방하기 감각하기gesticulate), (to shape), (to imitate), (to 
의 여섯 가지 신체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교수모델은 교사가 움직임sense)

통합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활용하여 학습내용에 한 학생들의 행
화된 참여와 체화된 앎을 불러일으킨다 여섯 가지 신체움직임은 학습 내. 
용과 통합되어 학생들에게 감각 운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상호주관적인 경, , 
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신체움직임이 학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 
보는 움직임통합의 적극적 입장은 인지과학의 새로운 세인 체화된 인지

와 관련 있기 때문에 체화학습 관점이라고 할 수 (Embodied cognition)
있다.

체화학습 접근은 인간의 마음 또는 인지가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환경  
에 내재되어 환경과 순간순간 상호작용하는 행위 위에 형성된다고 보며 
몸 마음 환경의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인지를 설명한다 이정모- - ( , 2010a). 

는 체화된 인지 접근의 가지의 흐름Rowlands(2010) 4 (4E: Embodied 
cognition, Extended cognition, Embedded cognition, Enactive 

을 제시하는데 특히 행화된 인지 는 움직cognition) (Enactive cognition)
임통합의 적극적 관점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철학의 현상학 전통에 바. 
탕을 둔 신경현상학자들은 행화된 인지이론을 통해 행위에 의한 감각운동
지각이 앎이고 지성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Noe, 2004). Claxton(2015)
에 따르면 인지는 정교하게 연결된 통합체로서의 신체 기관인 몸 위에 형
성되고 체화된 지성은 다른 지성들이 깊이 뿌리내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 
중요한 토 가 된다 이를 교육적 관점에 적용한 . Shapiro & Stolz(2019)
는 체화된 인지가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육 실천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
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체화학습 접근은 신체활동이 여. 
러 교과교육 장면에 통합되어 가질 수 있는 중 한 교육적 역할을 드러내
는 잠재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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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은 초등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다 먼저 초등학  . , 
교는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를 맡아 가르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업 운영
의 자율성이 높다 이에 더해 국가교육과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교과군. , , 
학년군 집중이수 교과별 수업 시수 증감 운영의 조처 등을 통해 단, , 20% 
위 학교의 교육과정에 한 자율권과 교사의 교재 재구성에 한 권한이 
확 되었다 김세영 조상연 정광순 때문에 담임교사는 신체활동( , , , 2012). , 
이 통합될 수 있는 교과 영역과 내용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방
식으로 신체움직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아동의 발달 특. , 
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움직임을 동반한 학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은 성인과 비교하여 세상을 미분화된 전체로 . 
인식하며 미분화된 세계에 살아가는 아동은 놀이와 학습을 따로 구분하지 , 
않는다 엄태동 또한 아동은 신체움직임을 동반하여 사물과 세계를 ( , 2003). , 
인식하고 전인적 존재로서 학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학습에 
통합한다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는 교과에 담겨 . Dewey(1916)
있는 세계가 아동에게 의미를 지니려면 아동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을 , 
맺는 형태로 교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동에게 구체적인 경험은 .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경험되는 세계이다 경. 
험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
과 학습에 신체움직임을 활발히 통합시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아직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움직임통합에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체육을 간학문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적 노력이 이를 
신하고 있다 먼저 체육교과의 통합적 접근인 하나로수업 모형이 있다. , . 
하나로수업은 신체활동을 직접 하는 것과 함께 스포츠를 내용으로 하는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과 관련한 인문적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 , , , 
유함으로써 인문적 체육교육을 실현한다 최의창 최의창 박정준( , 2010; , , 

체육문화의 간접체험을 위해 타교과에서 주로 다루는 읽기 쓰기2011). , , 
보기 듣기 셈하기 등의 학습을 신체활동과 통합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 , . , 
저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통합교육과정이 있다 통합교육과정은 제 차 . 4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어 제 차 교육과정까지 교과와 교과를 가법적으로 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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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형태로서 체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 에 병렬적으로 , ‘ ’
조합되었다 김정윤 하지만 제 차 교육과정부터 통합교육과정은 교( , 2013). , 7
과를 넘어서 활동과 주제중심으로 승법적으로 통합하여 신체활동이 모든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년 덴마크 정부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분   2014 45
이상의 의무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Danish Ministry of 

구체적 방안으로 아침 운동 지역사회 스포츠클럽과 Education, 2014). , 
연계한 스포츠 활동 다양한 교과 속에서 신체활동을 교육 방법으로 활용, 
하는 움직임통합을 언급하고 있다(Jørgensen, Agergaard, Stylianou, &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움직임통합이 신체활동을 학교생Troelsen, 2020). 
활에 총체적으로 통합시키는 건강증진 관점과 신체움직임을 통해 의미 있
는 학습을 경험하는 체화학습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신체활동을 전교과 교육에 통합할 수 있는 교. , 
육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고 신체활동에 한 교육적 관심이 늘어났음에도 , 
불구하고 인문적 체육교육과 저학년 통합교과교육 또는 교과별로 분산되, 
어 활용되는 신체적 교수활동을 통해 제한적으로 움직임통합이 장려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 로 명명 라는 재난 상황  -19( -19 )
으로 인해 정부는 세 차례 휴업 명령을 내렸고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 의 일상화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더욱 부족한 상. -19
황이 초래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신체활, , , 
동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움직임통합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 

중의 필요 의식에 응해 한 가지 교육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
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는 인간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균형 · ” , , 
있게 조화를 이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전인을 의미한다 교육부( a, 2015). 
전인을 기르는 교육은 학생의 경험과 행동을 주관하는 신체를 학습의 주
변부가 아닌 중심적 위치로 회복시킴으로써 학생이 주도적으로 신체움직임
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여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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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에 따른 신체적 건강 증. , 
진 및 인지적 정서적 효과를 높이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전인 교육이, 
라는 학교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현
장에서의 관심과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껏 교육에서 소외되어온 학생의 몸과 신체움직임을 학습의 중심으  
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학생이 교육내용과 실존적 관계를 맺는 전인적 자
아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을 . 
모두 아울러 움직임통합을 총체적으로 조명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 
두 관점을 염두에 두어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가치를 탐색할 것이다 또한. , 
현장적용 측면에서 움직임통합이 국내 초등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초등수업에 신체움직임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실천모습과 전략 어려. , 
움 교육적 장점 등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여 초등학교에서 움직, 
임통합 수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신체움직임. 
의 신체 및 인지적 효과를 교육적 관점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며 움직임
통합의 교육현장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에 한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양식을 탐색함
으로써 움직임통합이 초등수업에 가지는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고 
학생의 몸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 
위해 현장에서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초등교사들을 , 
중심으로 초등수업에 신체움직임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알아본다 그 과정. 
에서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교육적 장점 및 난점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등수업에 . ,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의 교육적 의미를 밝혀 초등교사가 움직임통합 수업을 
실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9 -

연구문제3. 

첫째 초등교사들은 수업에서 신체움직임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  , ?

둘째 초등교사들의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 방해 지원하는 요인은 무  , , , 
엇인가?

셋째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은   , 
무엇인가?

용어의 정의4. 

움직임통합 수업  ○ 

움직임통합 은 정규 교과 수업시간 속에 어떤   (Movement Integration)
강도로든 상관없이 신체활동을 통합시키는 교수 접근이다(Webster et 

움직임통합 수업은 움직임통합을 적용한 수업을 뜻한다 본 연al., 2015). . 
구는 신체움직임이 통합되는 시간과 공간이 교실수업시간 이라는 의미를 ‘ ’
강조하기 위해 움직임통합 수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 
학생이 교실환경 속 여러 배움의 장면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
활동 증진을 통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효과뿐만 아니라 신체움직임 자, , 
체에 내재한 앎을 지향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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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 

  움직임통합의 상이 되는 신체움직임의 종류와 강도는 광범위하다 체. 
력과 운동능력 신장을 위한 중 고강도 신체활동은 물론이며 걷기 뛰기· , , 
손뼉 치기 등의 기본움직임과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시각 청, 
각 촉각 등의 감각경험활동까지 아우른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일상적으, . 
로 일어나는 자리 이동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움직임과 구어 얼굴 표, , 
정 몸짓 신체 감각을 동반하는 목적성 있는 학습활동 만들기 표현하, , ( , 
기 역할놀이 연극 등 은 모두 신체움직임에 포함된다 하지만 글쓰기, , ) . , , 
앉아서 경청하기 시각 및 영상자료 시청하기 등 보편적으로 전통적 교, 
실에서 반복되고 활동반경이 제한적인 신체활동은 움직임통합의 상에
서 제외하기로 한다.

연구의 제한점5. 

첫째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 수업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  , 
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움직임통합 수업 장면이 담긴 영상자료를 수집. 
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학생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알  , 
아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는 학생들이 코로나 로 인해 제한적. -19
으로 등교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에 의해 교실 내 신체활동이 위축된 상황, 
에 기인한다 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움직임통합 수업에 참여할 수 . 2020
있었던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참여 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움직임통합의 사례를 담을 수는 없다는 한계점  , 
을 갖는다 그러므로 연구에서 드러나는 움직임통합 외에도 다른 형태의 . 
움직임통합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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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신체활동과 학습1. 

  가 신체활동의 학습효과. 

년  초반부터 가속된 뇌 과학 연구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2000
뇌 과학 연구와 인지과학 연구의 활발한 협력은 뇌 기반 학습과학‘

교육신경과학(Brain-Based Learning Science)’, ‘ (Educational 
신경교육학 이라 일컫는 분야를 탄Neuroscience)’, ‘ (Neuro-Education)’

생시켰고 이는 기존 학습과학 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김성일‘ ’ ( , 
기존의 학습과학이 학습을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으로 보는 과학적 2006).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뇌 기반 학습과학은 학습을 몸과 환경과 뇌가 역동, 
적으로 함께 형성하는 인지과정으로 보면서 신체활동과 인지의 관계에 
한 탐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표적으로 신체활동이 뇌의 인지 기능 .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신경생리학자들과 심신이원
론을 비판하고 몸과 그것의 운동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인지를 재개념화하
는 신경현상학자들의 연구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몸의 위치를 격상시키
는데 공헌하고 있다 이규일 본 절은 신체활동이 학습을 인지적 그( , 2014). 
리고 정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신경생리학자들의 연
구 성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활동과 인지적 측면의 학습1)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활동에 참여한 후 하던 일에 집중이 잘되고 풀리  
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번쯤은 경험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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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현상이 뇌 과학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신체. 
활동이 인지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교육적 맥락에서 알아보는 선행 연구들
은 크게 신체활동 참여 정도와 학업 성취의 관계 체력 점수와 학업 성취, 
의 관계 체력 운동 참여 전 후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유사 실험 연구로 , ‧
구분할 수 있다 이규일 그 내용은 다음 표 과 같다( , 2012a). < 1> .

표 신체활동 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 이규일 재구성 및 보완< 1> ( , 2012a )
관련 주제 저자 연도( ) 주요 내용

신체활동 
참여 

정도와 
학업성취

김종호,
정정욱
(2012)

분 이상의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적 60
중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음.

Shephard 
(1996)

초등학생을 상으로 지식교과 수업시간 를 신26%
체활동에 할당하였으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이 없
음.

Sallis et al. 
(1997)

년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상으로 추가적인 2
체육교육을 하였으나 학업에 의미 있는 변화 없음.

Sallis et al. 
(1999)

초등학생을 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SPARK 
국가 평균 이상의 성취 점수를 얻었으나 학업 성취
에 의미 있는 변화 없음.

Caterino & 
Polak 
(1999)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상으로 유산소 걷기와 2-4
스트레칭을 실시한 결과 학년의 집중력 테스트 결4
과가 높게 나옴.

Field, 
Diego, & 
Sanders 
(2001)

고교생 명의 운동습관과 점수를 분석한 89 GPAs 
결과 주당 운동참여가 높을수록 가 통계적으, GPAs
로 유의하게 더 높음.

Harrison & 
Gopalakrish
nan (2003)

학년 학생 약 만 명을 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 9 5
주당 시간 이상 숙제나 공부를 하는 학생 중 스포3
츠와 방과 후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

이 가장 높음(58%) .
Ahamed

et al. 
(2007)

신체활동과 학업 성취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체육수업 참여 고강도 신체활동 학업 성취 , , 
사이 긍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힘.

CDC (2010)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편의 50
연구물 중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관계(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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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신체활동이 괄목할 만한 인지적 학습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  
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 
해볼만하다는 것이다 신체활동과 인지적 학습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신체활동이 뇌의 크기 뇌 혈류 그리고 뇌 성장인자의 가용성을 , , 
증가시켜 뇌기능과 인지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뇌 과학 

의 자료만이 부정적 관계 의 자료는 긍1.5% , 48%
정적 관계의 정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체력 
점수와 

학업성취

박용연 
(2008)

초등학생의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체1000m , , 
질량지수 측정결과가 국어 수학 점수와 정(BMI) , 
적 상관이 있음.

조욱상, 
김재원
(2011)

학교체육의 맥락에서 체력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메
타 연구하여 부분의 연구들은 약하지만 긍정적 
관계를 보임.

Sibley & 
Etnier 
(2003)

인지발달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을 다양한 통계방법
을 이용해서 메타 분석하여 신체활동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긍정적 평가를 보임.

Taras 
및 (2005) 

Trudeau & 
Shephard 

(2008)

체력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리뷰 결과 
여러 체력 요인 중에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가장 
빈번하고 큰 체력 요인은 유산소 체력으로 확인
(Castelli et al., 2007; Hillman et al., 2005).

체력 운동 
참여 

전 후의 ‧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유사 실험 
연구

Melnick, 
Sabo, & 

Vanfossen 
(1992)

학교 스포츠는 학업과 상관없지만 중퇴율을 감소, 
시킴.

Cooper et 
al. (1999)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학업성취와 약한 상관을 가
지지만 학업성취를 위한 동기와는 높은 상관을 가, 
짐.

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는 성적과 상관없지만GPA , 
학교의 소속감을 높여 주어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높여줌.

Hawkins & 
Mulkey 
(2005)

스포츠 참여는 흑인 남학생의 진학 열망 특히, , 
학 진학 열망을 높여 주어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행
동 및 결성을 예방해 줌.



- 14 -

연구에 근거 기반을 둘 수 있다 은 네이퍼빌 . Ratey & Hagerman(2008)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교시 체육 수업을 실시한 후 국제 수학 과학 경시0 ‧
회에서 과학 등 수학 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한다1 , 6 . 
네이퍼빌의 사례를 본받은 펜실베니아의 타이터스빌 학군의 중 고등학교는 ‧
건강센터를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수업에도 활용하며 신체활동
을 장려하였고 이후 읽기와 수학 학력평가시험에서 주 평균보다 나 , 18%
높은 성취도를 올릴 수 있었다 은 운동이 신. Ratey & Hagerman(2008)
경세포가 서로 결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세포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게 하고 뇌의 환경을 풍요롭게 하여 해마에, 
서 줄기세포가 새로운 신경세포로 발달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능
력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한다.

신체활동이 인지기능 향상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를 활성화되는 뇌의 영  
역 신경가소성 해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 . , Rosenbaum et 

은 신체활동으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al.(2006)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상당히 많은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운동기능의 영역으로 알려져 온 소뇌에서 발견되는 인지활동의 증거는 신
체활동을 할 때 인지과정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Hillman et 

은 신체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여 전에 비해 인지과제의 처al.(2013)
리 속도 및 정확성이 증가하였고 뇌의 주의 할당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 
인지 과제 수행력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신체활동은 신. , 
경가소성을 유발하는 신경세포 성장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이하 를 촉진한다 는 상황 변화에 적응하며 시냅스factor, BDNF) . BDNF
가 생성되고 연결이 강화되는 시냅스 가소성 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 ’
하는데 이는 특히 운동을 할 때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시냅스 근처에서 
분비된다 신체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Ratey & Hagerman, 2008). 

의 분비를 유발하고 운동 기술 학습은 가소성을 바탕을 뇌의 재조직BDNF
화에 공헌하므로 운동을 하는 것은 뇌 친화적 활동이 된다 이규일( , 

세 번째로 신체활동은 해마의 신경세포와 신경 도를 증가시키2012a). , 
고 신생 혈관을 생성하여 해마의 혈류량을 늘린다(Wang & van Pr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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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뉴런 증식과 신경 도 증가로 인한 시냅2012). 
스의 연결강도 강화 그리고 혈류량 증가는 해마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 
다 은 실험을 통해 유산소 체력 수준이 높은 사람. Erickson et al.(2009)
들의 해마 크기가 조군에 비해 컸고 이는 더 높은 기억 기능으로 이어
진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운동을 한 집단과 . ,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택시 운전수의 공간을 기억
하는 해마의 부분이 일반인에 비해 컸고 저글러(Maguire et al., 2000), 
와 악기 연주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Draganski et al., 

이를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동반하는 운동이 뇌의 운동 영역뿐2004). , 
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 과학의 관점에서 학습은 뇌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뉴런 세포. 
의 시냅스 간 연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신체활동은 . 
뇌의 수치를 증가시켜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BDNF 
뇌의 영역을 생성 강화 및 재구조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지적 측면, 
의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다.
  뇌 과학자 는 운동의 인지적 가치를 증명한 뇌 과학 연구Medina(2009)
결과를 제시하며 균형 있는 신체와 인지활동의 조화는 학생들의 읽기 쓰, 
기 기술을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를 높일 뿐만 아니라 두뇌에 공급되는 산
소량을 늘려주어 사고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책. 
과 달리기와 같은 운동이 확산적 사고 능력 창의성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 
는 연구물들이 존재한다(Oppezzo & Schwartz, 2014; Steinberg et al., 

그 방법과 정도를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운동은 암기와 1997). , 
같은 단순한 기억 기능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동반하는 고차적 사고 능력
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체활동과 정서적 측면의 학습    2) 

학습자는 학습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학습에 관여하는   . 
학습자 요인에는 학습 기술 학습 양식 지능 등의 인지적 측면과 학습 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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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학습관리 등의 행동적 측면 그리고 학습 동기 등의 정서적 측면이 있, , 
다 박창호 등 때문에 학생의 인지 활동만으로 학습이 조화롭게 이( , 2011). 
루어지기 어려우며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동기가 있어야 진정한 
학습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 동기를 결정하는 내부 요인으로는 학. 
습자의 정서가 있다 정서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에 해 반응할 때 주의. 
를 집중시키고 사고를 조절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지속시키는 등의 심리특
성으로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창호 등 학습을 촉진하는 ( , 2011). 
정서에는 즐거움 긍정정서 적절한 각성 상태 몰입 자기효능감 등이 있, , , , 
고 이는 학습태도와 집중력과 관련된다 신경과학자들은 효과적인 학습을 . 
위해 과제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이 필요하며(Jensen, 

학습상황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 2000), 
때 기억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습 환경의 (LeDoux, 2006). 
정서적 지원은 학습자의 긍정적 정서를 통한 기억 언어능력 사고력 의, , , 
사결정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기 , , , 
때문에 뇌 기반 학습에서 정서와 동기는 중요한 핵심원칙이 된다(Caine 

따라서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 Caine, 1998). , 
인지 학습과 더불어 효과적인 학습의 전제가 되는 정서 및 심리 변화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의 변화는 심리학 분야에서 기분 감정  (Mood), 

정서 등으로 개념화되어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이규일(Affect), (Emotion) . 
은 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설명하는 세 가지 논리를 제공한다 첫 (2012b) . 

번째로 내분비 호르몬 변화 가설은 운동과 정서 변화의 관계를 신경계와 , ( )
내분비계의 관점에서 입증한다 예를 들어 운동 중과 후에 생성되는 펩타. , 
이드의 방출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상태를 가져온다고 설
명한다(Camacho et al., 1991; 두 번째로 스트레스 Dishman, 1997). , 
일반화 가설은 운동으로 인한 생리적이고 인지적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내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주의 . , 
분리 가설은 운동이 주의 분리나 타임아웃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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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신체활동 및 체육수업의 효과에 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 
종합한 연구들은 신체활동이 불안 및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
신감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자기개념의 형성과 학습 태도 향, 
상을 돕는다는 점을 제시하여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기여함을 
설명한다 신체활동의 정서적 효과를 (Bailey, 2006; Strong et al., 2005). 
설명하는 선행연구는 긍정정서 부정정서 자기인지 학습태도 집중력으로 , , , , 
나누어 제시하면 표 와 같다< 2> .

표 신체활동 참여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관련 주제 저자 연도( ) 주요 내용

긍정 정서

김판수, 
한기훈(2011)

방과 후 체육활동에 자주 참여한 중학생이 더 긍
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부정적 정서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강형길, 
조진호 
(2018)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학교행복감과 자
기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MacMahon 
& Gross 

(1988)

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학3
생들의 자아개념 기분 체력이 모두 향상됨, , .

Fejgin 
(1994)

고등학생의 경쟁 스포츠 참여는 긍정적인 자기개
념 형성과 학습에 한 열정을 불러일으킴.

부정 정서

윤영진, 
이지항 
(2008)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6
결과 운동을 자주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기분전
환 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함.

권혁현, 
김병준, 

천성민(2017)

주간의 풋살 운동이 우울성향 개선에 전반적으12
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신체적 자기개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Norris, 
Carroll, & 
Cochrane 

(1992)

주간 주 회의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10 2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적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프로그램 참여 후 불안 우울 분노 , ,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함.

Hassmen, 
Koivula, & 

핀란드 성인을 상으로 운동과 정신적 건강의 관
계를 조사한 결과 매주 번 이상의 운동을 하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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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tela 
(2000)

사람의 우울 분노 불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으, , , 
며 더 강한 사회적 결속을 느낌.

자기 인지

박명국(2013)
주말체육참여 초등학생의 운동 몰입은 자기효능감
과 학교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Fox (198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활동의 관계에 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신체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과 신체활동 참여 동기 향상을 시사함.

Daley & 
Buchanan 

(1999)

주 간의 유산소 댄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학생5
들의 신체적 자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
며 신체에 한 자신감을 가지게 됨.

학습 태도

송지환 
(2012)

아침 체육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수
리력 주의집중력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미, , 
침.

김윤영, 
강성기(2013)

중학생의 교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태0
도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태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음.

Shephard 
(1997)

초등학생의 신체활동과 학습의 관계를 다룬 연구
들을 리뷰한 결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 , 
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체육수
업에 더 많이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기능과 태도
가 향상되어 학습에 보다 효과적임을 밝힘.

Marsh & 
Kleitman 

(2003)

학교 스포츠 팀 참여가 제로섬 모델을 따르지 않
고 학업적 결과 비학업적 결과 모두에서 긍정적 
결과가 따랐음 스포츠 팀에 참여한 학생은 학업 . 
성취도 향상 학습 동기 강화 높은 자신감 형성을 , , 
보여주었음.

집중력

서민우, 
박준영, 

김정완(2012)

초등학생의 태권도 간접겨루기가 집중력과 관련된 
뇌파를 활성시켜 주의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음.

정혜윤, 
이민희, 

백성수(2015)

중학생 교시 체육 활동에 참가한 운동군이 통제0
군보다 집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Caterino & 
Polak 
(1999)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상으로 유산소 걷기와 2-4
스트레칭을 실시한 결과 학년의 집중력 테스트 4
결과가 높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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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신체활동이 학생의 정서적인 측면에 주는 긍정적  
인 영향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기여하는 효과적인 인지학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신체활동이 정신적 환경을 최적화. Ratey & Hagerman(2008)
하여 각성도와 집중력을 높여주고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학습 능력을 고
양하고 정서와 관련 있는 자기 조절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규일 은 의 연구를 인용하여 신체. (2014) Spirduso et al.(2008)
활동과 인지효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운동이 인지기능에 영. , 
향을 미치는데 매개하는 간접적인 요인에는 신체적 자원 질병 상태 정신, , 
자원이 있다 먼저 신체적 자원은 각성 피로 수면 영양상태 등의 생리. , , , , 
적 에너지를 이야기하며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신경조절호르몬을 통해 조
절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운동은 과체중 및 비만을 예방하여 질병이 없는 . , 
건강한 신체 상태를 만들어 인지 활동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신자. , 
원은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고 자, , 
기 효능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학습 효과를 강화할 수 ,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간접적인 요인 중 정서자원은 가장 . 
즉각적으로 인지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운. , 
동이 정신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만성적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 
코르티솔의 수용체가 많은 해마세포는 코르티솔에 장기간 노출되면 BDNF
의 합성을 방해받고 심하면 손상되어 인지기능의 저하를 유도한다

또한 유연한 사고 의사 결정 등 주요 인지 기능에 필(Suzuki, 2015). , , 
수적인 전전두엽피질도 고도의 단기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스트레스에 노
출되었을 때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손상된다(McEwen & 

또한 몸에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운동은 참여Morrison, 2013). , 
한 후에 더 이상 스트레스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져 코르티솔 수치가 떨
어지고 분비가 활성화된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지BDNF . 
속시키고 심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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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트레스를 잘 처한다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도 함께 줄, 
일 수 있다(Otto & Smits, 2011).

반면 운동은 자기효능감 즐거운 감정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습을 촉진  , , , 
한다 자기효능감은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 인지 기능을 증진하는 데에 . 
공헌한다 학교 강의 시간에 분 동안 나는 강하다 나는 멋지다 나. 40 “ , , 
는 할 수 있다 등의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외치며 참여하는 유산소 운동.” 
을 강의에 접목한 스즈키 박사는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자신감 있고 의
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억 과제를 더 훌륭하게 수행하였다고 이야
기한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긍정적이며 즐거운 감정 상(Suzuki, 2015). , 
태를 가지도록 돕는다 도파민을 증가시켜 낙관적 감정을 부추기는 엔도. 
카나비노이드는 운동을 통해 분비되어 근심을 없애고 행복을 느끼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운(McGonigal, 2019). , . 
동은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의 과업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도파민
을 분비함으로써 전두엽이 집중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Hansen, 

아동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는 운2016). ADHD 
동을 통한 집중력 강화의 효과를 입증한다 김경민 배내윤 조석( , , 2007; 
봉 한춘근, , 2012).

인지와 정서는 항상 상호작용하며 학습을 이끌어나간다 뇌 과학에서도   . 
정서와 인지를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인지 정서 복합 이론이 -
있다 이성과 정서가 관여하는 뇌 회로가 전전두엽에서 교차하는 회로도가 . 
밝혀지면서 인지와 정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전뇌적 활동(Whole 

이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신체활동은 인지와 Brain) (Ledoux, 2006). 
정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촉진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므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초등학생의 학습과 신체활동. 

아동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발달과정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 아래 활  
발히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동 발달에 한 이해는 초등교육의 전제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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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져 왔고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습활동의 설계는 초등교육 활동
의 기본이 되어왔다 아동기는 전 생애의 어떤 시기보다 변화가 많은 시기. 
이며 인생 초기에 형성된 경험이나 사건은 이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습은 중요하다 이 식 등 그( , 2010). 
러므로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이 학습과 어떤 관련
을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등교육으로부터 답습하는 교육활동에서 , 
벗어나 유아교육에서부터 이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초등학생의 학습을 
살펴봄으로써 신체활동이 초등교육에 가질 수 있는 의의를 알아본다.

    초등학생의 발달과 신체활동1) 

초등학교 아동은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배우며  , 
움직이고 말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놀이와 재미를 추구하, 
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고경석 등 에서 재인(Halliwell, 1992: , 2010
용 때문에 편안하고 수용적인 학습 분위기 속에서 참여하는 신체활동과 ). 
놀이를 통한 학습은 초등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발달 친화적 교육방법이
다 엄태동 은 아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003) .

아동의 세계는 상당히 미분화된 전체에 해당한다(1) .
아동은 놀이와 학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2) .
아동은 언제나 내재적인 흥미에 휩싸여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3) .
아동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언제나 아동에게 생생한 의미를 지니는 (4) 
진실된 앎이며 이 앎은 그의 말과 사고와 행동에 그 로 반영된다, .
아동이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특정한 (5) , 
활동에 한 아동의 흥미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그 나름 로의 인식과 사고체계를 갖추  
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이다 아동은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참여함으. 
로써 세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며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 
동의 진정한 배움은 신체활동을 동반하고 그 결과도 신체활동으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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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아동발달은 체로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 정서적 . , , ·
발달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옥분 초등학생의 특성을 신체( , 2002), 
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로 나누어 살펴보고 신체활동이 아동의 , , 
학습에 요긴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동기는 신체적으로 신장과 체중의 변화가 급격해지는 시  , 
기이다 또한 아동기는 기존의 운동능력이 더 빠르고 정교하게 발달하. , 
여 유아기에 비해 세 하고 유연한 운동능력과 높은 협응력을 발달시킨
다 이 식 등 세기 후반부터 체육교육계는 체육교육 프로그( , 2010). 20
램에서 다양한 움직임 양상을 가르쳐 아동이 움직임 기술을 연습하고 여
러 종류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NASPE, 1995;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여기서 강조되는 움직임 기술은 기본움직임기술(Fundamental 

이하 을 의미하며 이는 스포츠 또는 신체활동 참Movement Skill, FMS)
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이다(Gallahue & Ozmun, 2006). 

는 이동움직임 조작움직임 균형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FMS , , 
내용은 표 과 같다< 3> .

표 기본움직임기술 수정< 3> (Griggs, 2015 )

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가 기본 움직임 단  Gallahue & Ozmun(2006)
계 와 정교화된 움직임 단계(Fundamental Movement Phase)

이동운동기술
(Locomotor Skills)

정적균형기술
(Stability Skills)

조작운동기술
(Manipulative 

Skills)

뜻
신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
는 것

서 있거나 앉아서 균
형 있는 자세를 유지
하는 것

여러 신체 부위로 물
체를 조작 제어하는 , 
것

종류

걷기 달리기 점프, , , 
호핑 스키핑 갤로핑, , , 
슬라이딩 리핑 클라, , 
이밍

균형잡기 굽히기 뻗, , 
기 착지 비틀기 돌, , , 
기 흔들기 구르기, , 

던지기 받기 차기, , , 
트래핑하기 치기 발, , 
리 튀기기 굴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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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Specialized Movement Phase) FMS .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움직임 경험은 움직임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어린 나이에 부족이 지속되면 아동은 평생 동FMS 
안 움직임 기술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Ulrich, 2000). 
로 결정적 시기에 있는 초등 아동이 신체활동 수행방법으로서 를 FMS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활동을 학습과정에 걸쳐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한다 는 체력수준을 높이고 신체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 FMS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정의적 기술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 , 
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Barnett et al., 2009; Tsangaridou, 2012).

신체적 성장과 운동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아동기는 뇌가 활발히 분화하  
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뇌의 무게는 시냅스 생성과정으로 인해 출생 시에 . 
비해 세 사이에 거의 배로 무거워진다 박창호 등 특히10-20 4 ( , 2011). , 

세 사이 아동의 전두엽은 뉴런이 새로운 시냅스를 수없이 생성하고 11-12
가지치기를 통해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 후 많이 사용되고 강화를 받는 
연결망만 남으며 뇌가 재조직되고 정교화 된다 박창(Giedd et al., 1999: 
호 등 에서 재인용 이에 신체활동은 뇌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 2011 ). 
아동기 학생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어 뇌 발달을 위한 풍요로운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다 오랜 기간의 운동학습 연구는 아동이 신체 성장 및 성숙. , 
운동 기능 신체활동 심리적 요소 등의 면에서 성인의 미니어처가 아니, , 
라고 입증한다 그러므로 아동 고유의 신체(Thomas & Thomas, 2008). 
적 발달을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동의 인지발달은 아동에 한 최초의 심리학 연구라고 할   , 
수 있는 의 인지발달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Jean Piaget(1896~1980) . 
당시 아동을 성인의 축소 버전 으로 취급한 서양 사회에 의 인지“ ” Piaget
발달이론은 성인의 마음과 질적으로 상이한 아동의 마음을 인정하는 새로
운 아동관을 제시한다 는 아동이 다음 표 의 네 가지 질적으로 . Piaget < 4>
상이한 발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특유한 인지구조로 이루어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엄태동(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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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인지발달단계 신명희 등 보완< 4> Piaget ( , 2010 )

부분의 초등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 있으며 고학년 아동은 형식적 조  
작기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실제로 만질 . 
수 있는 물체에 해서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인 물체 사건 경험을 활용하여 학습을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 , 
손을 활용한 조작 활동부터 전신을 동원하는 신체 활동까지 다섯 가지 
감각을 수반하는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 
달한 아동들은 구체적인 상이 없이도 추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 
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을 위해서도 논리적 추론에 앞서 흥미와 깊, 
은 이해 그리고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위해 구체물을 활용한 체험 활동, 
은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 , Vygotsky
아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주변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초등아동은 능동적 학습자이며 나름의 방식. 

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아동의 인지 발달 면을 고려하. 
여 구체적 사물 상황 환경 속에서 조작 및 신체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 ,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단계 연령 주요 특성

감각운동기 출생 세~2
! 감각운동적 도식 발달
! 반사행동에서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발전
! 상영속성 습득

전조작기 세2~7
! 언어와 상징과 같은 표상적 사고능력의 발달
! 직관적 사고와 중심화 비가역석, 
! 물활론적 사고와 자아중심성

구체적 조작기 세7~11
!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논리적 사고 발달
! 가역적 보존 유목화 서열화 개념 습득, , , , 
! 탈중심화 사회지향성, 

형식적 조작기 세 이후11
! 논리적으로 추상적인 문제 해결
! 가설연역적 추리 가능
! 명제적 사고와 조합적 추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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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의 정서적 특성은 주의집중 시  , 
간이 짧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습 주제에 호기심과 흥미가 많다는 것이
다 먼저 아동의 부족한 집중력은 신경계의 발달로 설명할 수 있다 주의. , . 
집중을 지속시키는 데 관여하는 뇌의 망상체와 전두엽이 사춘기가 되어야 
수초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유아기나 아동기의 주의 집중 시간이 청소년과 
성인에 비해 짧다 아동의 짧은 주의집중력에 유의하여 한 (Shaffer, 2002). 
가지의 정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보다 동적인 활동과 연계해서 
다채로운 수업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은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세상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존  , 
재이다 는 교육의 목적 에서 교육이 세 가. Whitehead, A. N. (1929) 『 』
지 리듬에 의해 주도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낭만의 단계 는 무엇을 . , ‘ ’
시작할 때 그 상이나 내용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는 단계로 
초등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자세하고 세 한 학습이 진행되는 . , 
정 의 단계 는 중등교육 세 번째로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 ’ , , 
일반화의 단계 는 고등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리듬의 아‘ ’ . 

이디어를 바탕으로 초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박종국 은 낭만의 단(2008)
계에 해당하는 아동기의 고유의 발달 가치를 강조하며 아동의 삶과 교육
을 일치시키는 체험활동과 경험중심의 활동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그들의 , 
정신적 삶의 고유한 형태인 놀이 의 성격을 띤 학습을 교육방법으로 삼아“ ”
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의창과 전세명 은 초등체육을 낭만의 단계에. (2011)
서 이루어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낭만 로맨스 이 학습자의 심리적 상“ ( )”
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자신이 배울 내용에 한 진정한 관심이고 좋아함“ ”
의 정서적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한다 세의 초등학생은 호기심과 흥미. 8-13
가 가득한 시기이며 그들의 학습과의 로맨스와 열정은 앞으로의 학습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 
경험 체험 놀이를 통한 학습 신체활동을 통한 탐구 등의 교육활동을 적, , , 
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특성을 신체 인지 정서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습  , , 
과 신체활동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 
신체활동을 초등교육과정의 내용 방법 매체로서 활용하는 교육이론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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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교육내용으로서 신체활동은 의 교육과정. , Dewey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순차적 교육과정은 성인의 것이 아닌 아. Dewey
동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발전시켜 전문가의 체계적 지식수준의 
경험까지 안내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는 교과의 발달 단계를 무. Dewey ‘
엇인가를 할 줄 아는 지식의 교과 문제와 질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 ‘
정보와 자료들의 교과 문제에 한 해답을 추상적 용어와 개념으로 정’, ‘
리한 성인이나 전문가들의 교과 로 구분한다 엄태동 첫 단계의 교’ ( , 2004). 
과는 구체적인 활동의 형태를 취하여 생소하지 않고 아동의 흥미와 관심
을 고취하여 그 다음 단계로의 능동적 학습에 기여한다 무엇인가를 할 줄 . 
아는 지식은 학습을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주로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지식은 자. 
전거 타기 목공활동 춤추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신체활동과 관련이 깊, , 
다.

두 번째 교육방법으로서 신체활동은 가 제시하는 세 가지 표현  , Bruner
양식 의 첫 번째인 활동적 표현 에 해당한다(EIS) (Enactive representaion)
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표현양식은 어떤 교과목이든 어느 발달단계에 있. , 
는 아동에게도 지적으로 적절한 형태로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는 브루너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활동적 표현은 (Bruner, 1960:33) . 
지식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어 구체적 활동을 통한 학습에 적합하다 영. 
상적 표현 은 개념을 영상이나 도해로 표현하는 (Iconic representation)
것을 말하고 상징적 표현 은 논리적 규칙에 , (Symbolic representation)
의해 지배되는 상징적 체제로서 상징적 혹은 논리적 명제로 표현된다 박천(
황 박채형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초등학습자는 신체활동, , 2013). 
을 매개로 하는 활동적 표현을 통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육매체로서 신체활동의 가치는 의 학습의 원뿔을   , Dale(1946)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상적인 것부터 직접적인 경험으로 내려올수록 학. 
습 효과가 극 화된다 몸을 움직여서 연출을 하고 흉내를 내고 실제로 실. 
행해보는 학습경험은 감각지각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학습을 증 시
킨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선. 
택하여 보다 적극적인 매체로 가르친다면 학습 지속력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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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습의 원뿔[ 1] (Dale, 1996)

    유아교육의 신체활동이 초등학습에 주는 함의2) 

유아와 초등아동 사이에 상당한 동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  , 
육과 초등교육 사이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실의 환경 구성 등 모든 ,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자리한다 이원영 박찬옥 이 균( , , , 1995). 
초등교육은 중등교육을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을 모방하여 전도되는 제도교, 
육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마치 상위 교육기관을 위한 준비교육기관으로 왜
곡되는 경향이 있다 유아교육은 등 저명. Froebel, Montessori, Piaget 
한 학자들의 교육학으로 학문적 기반이 탄탄하게 형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
고 초등교육으로 이를 연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수에 그친다· .

년 월부터 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교육부 이 시행  2020 3 2019 ( , 2019)
되었다 이 제. Froebel(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1782~1852)
시한 유아교육의 방법적 원리인 놀이 가 아동에게 그 자체로 훌륭한 학습 ‘ ’
과정이 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
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를 하며 창의력과 자율성을 신장한
다 은 아동들이 하는 놀이가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 Froe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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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는 항상 깊은 삶의 진지함이 내재되어 있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발
달시키고 단련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김홍연( ,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 2005). Steiner(Rudolf Steiner, 1861~1925)
는 자연과의 교감을 아동 발달의 근간으로 보았고, Montessori(Maria 

는 교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민감기에 적절한 활Montessori, 1870~1952)
동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목홍숙 김진화 최진숙 구체적인 내( , , , 2011). 
용은 다르지만 세 명의 교육학자 모두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 Rousseau(Jean-Jacques Rousseau, 

는 신체활동이 유아의 교육과 성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1712~1998)
고 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유아의 , Erikson(Erik Erikson, 1902~1994)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이 획득된다고 하였으며 역시 인지발달, , , Piaget , 
이론에서 유아의 인지 발달이 신체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역설하
고 있다 채민아 김숙자 김영주 에서 재인용( , 2002: , , 2005 ).

유아교육은 신체활동 통합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체험과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 정서 신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도, , , 
덕성 문제해결력 등의 생활기술을 가르치며 전인 교육을 실현한다 유아, . 
의 신체와 수학학습의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를 통한 수
학활동이 분류 서열 패턴 수 공간 시간의 수학 개념 김지혜 류, , , , , ( , 2003; 
승희 안연경 공간지각 및 방향지각 김희선 의 향상을 가져, , 2006), ( , 2005)
왔다 신체활동을 통합한 학습은 수학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놀이 역할극. , , 
게임 등을 통해 국어 학습에도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유아는 신. 
체움직임의 동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상화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지 능
력을 기르고 자아인식 사회적 협동능력 심미감을 기를 수 있다, , (Seefeldt, 

성연정 홍혜경 에서 재인용1976: , , 2010 ).
주로 동작교육 이란 이름으로 유아교육에서 연구되는 신체움직임은 동  ‘ ’ ‘

작을 위한 교육 과 동작을 통한 교육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신체적 발달’ ‘ ’ . , 
후자는 유아의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통한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꾀, , 
한다 일부에서는 유아가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 
감각 즉 몸을 이용하여 가르쳐야한다는 통념이 은연중에 전제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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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아의 신체활동과 감각적 경. , 
험은 고차원적 인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의 인지과정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제희선 황해익( , , 2018).

유아교육의 신체활동은 초등학습에 두 가지 함의점을 가진다 첫째 아  . , 
동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에서의 몸과 신체활동의 
위상이 초등교육에서 재평가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에서 굴절되는 역차적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교육에서부터 . 
초등교육으로 진행되는 순차적 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살려 초등아동을 위
한 교과를 독자적으로 모색해나가는 과정에 신체활동의 아이디어가 논의되
어야 한다 정광순 은 초등교육의 고유한 특성인 기초성을 준거로 최. (2004)
근의 초등교육담론을 살펴보는데 의 필수교육과정의 범주 White(1973) 1, 

의 메타학습 엄태동 의 학습활동의 수행능력을 종합하여 체Dewey , (2003) ‘
험하는 것 을 초등교육의 의미로 제시한다 여기서 체험은 지식의 내용 자’ . 
체보다 지식과 관련된 정서 자질 태도 습관을 중시한다, , , .

둘째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즐겁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첫 번째 교육목표는 신체활동에 즐‘･
겁게 참여한다 로 신체활동의 즐거움에 한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움직임 그 자체가 기쁨을 주고 즐거우며 내재적 만족감을 제공. , , 
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체험에 중심이 되는 활동이, , 
기 때문이다 는 놀이에 (Blankenship & Ayers, 2010). Kretchmar(2005)

와 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는 표Shallow Play Deep Play . Shallow Play
면적이며 일시적인 놀이로 순간적 재미를 제공하고 는 개인적, Deep Play
이고 영속적인 놀이로 깊은 내면을 건드려 정체성을 형성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놀이를 의 제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즐거움. Shallow Play
과 놀이의 학습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가 시간. , Shallow Play
이 흘러 가 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된다면 놀이를 통해 자아Deep Play
개념을 형성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 
초등교육에서도 놀이와 즐거움을 경계하지 않고 포용하여 교육활동에 녹여

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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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2. 

  가 국외 연구. 

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좌식생활시간 증가  21
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라는 전염병‘ ’(The Obesity Epidemic)
과 맞서 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비만을 예방하고 평생에 걸친 활. 
동적인 생활양식을 기를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다(Sallis & 

부분의 청소년들이 등록된 학교는 학생에게 평등한 McKenzie, 1991). 
신체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
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에서의 신체(O’Dea, 2005). , 
활동시간 증가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메타분석 
연구와 신체활동이 인지기능에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뇌 과학 분야
의 연구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학업성취 집중력 학습태도 증진 등의 효과, , 
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가적 기 를 얹어주었다 신체활동량을 늘려 신체. 
적 건강을 증진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임통합

을 활용하는 접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Movement Integration)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반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신체활동 자체가 가진 . , 
근본적인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흐름이 더해져 움직임통합의 교
육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전자를 움직임통합의 소극적 보건적 제한. , , 
된 관점으로 후자를 적극적 교육적 확장된 관점으로 분류하여 움직임통, , , 
합을 알아본다.

    신체 건강과 인지적 학습 소극적 접근 1) : 

신체운동량을 늘리고 좌식생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체활동을 생활과   
환경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장려하는 총체적 학교 접근

이 제안되었고(whole-of-school approach) (Institut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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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념화한 포괄적 학교 체육 프로그램 이 2013; CDC, 2013), (CSPAP)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의 다섯 가지 구성요인은 정규 체. CSPAP ① 
육 수업 학교일과 중 신체활동 일과 전과 방과 후 신체활동, , , ② ③ ④ 
학교 구성원의 참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 . ‘⑤ 
일과 중 신체활동 은 중간놀이 아침운동 프로그램 점심 자유시간 뿐만 ’ , , 
아니라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신체활동 쉬는 시간과 학습내용과 연계한 신
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규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신체. 
활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움직임통합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움직임통합은 담임교사들의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의 구성요소 CSPAP
중 학교 구성원의 참여 와 학교일과 중 신체활동 과 같은 맥락에 있다‘ ’ ‘ ’
(Webster et al., 2017).

움직임통합 은 일반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신체  (Movement Integration)
활동 참여를 일으키는 광범위한 방법과 전략을 개념화한 것으로 교실기반 
신체활동 신체활동 쉬는 시간 활동(classroom-based PA), (PA breaks), 
적 수업 등을 아우른다(active lessons) (Webster et al., 2020). 

은 움직임통합을 정규수업시간 중 일반교과 속에 어Webster et al.(2015)
떤 강도로든 상관없이 신체활동을 포함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2010
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진 움직임통합에 한 국외 선행연구
의 동향에는 교수 방법 움직임측정도구(Webster et al., 2020), (Russ et 

움직임통합의 효과 탐색 현직교al., 2016), (Martin & Murtagh, 2017), 
사의 인식 예비교사교육(Webster et al., 2017), (Goh, Hannon, 

교육현장의 적용Newton, Webster, Podlog, & Pillow, 2013), (Moon 
등이 있& Webster, 2019; Moon, Webster, Herring, & Egan, 2020) 

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움직임통합에 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최근 문헌의 분류에 따르면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 쉬는 시간과 활동적   
수업 교과 접목 전략과 비교과 전략(IOM, 2013), (Webster et al., 2017), 
과제 관련 신체활동과 과제 비관련 신체활동(Chandler & Tricot, 2015), 
고의적 신체활동과 우연적 신체활동 으로 구성된다(Russ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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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등교실에서의 움직임통합에 한 문헌(Jørgensen et al., 2020). ,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계 전략 지원 전달로 유형 분류 체계를 제시, , , 
한 연구에서는 움직임통합에 사용되는 전략을 물리적 환경 신체활동 휴, 
식 학습에 연계된 신체활동 기타 수업시작 활동 학습형태 전환 보상, , ( , , , 
주의집중 등 로 제시한다 물리적 환경은 자전거 페) (Vazou et al., 2020). 
달 책상 짐볼 의자 사용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신, 
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수업 중에 주어지는 신체활동 휴식과 . 
학습에 연계된 신체활동은 전체 움직임통합 전략의 를 차지한다 수업75% . 
시작 활동 전환과 이동 보상 주의집중 등을 위한 신체활동은 많은 주목, , , 
을 받지 못하나 움직임통합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움직임통합을 평가하기 .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신체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측정하
기 위한 틀로 개발된 SOSMART(Student Movement in Academic 

는 교사 유도 기술 유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Routines and Transitions) , (
자료 움직임 유형 교과 관련 또는 비교과 보상 수업시작 활동 전환), ( , , , ), 
비교사 유도 물리적 환경 자발적 신체움직임 를 범주로 다양한 조합의 신( , )
체활동 유형을 제시한다(Russ et al., 2016).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 수준 학습태도 학업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 , 
를 증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을 수업활동에 통합함으로써 학생. 
들은 중고강도 신체활동 증가 좌식생활시간 감소 신체조성 개선 학습태, , , 
도 개선 인지기능 증진 표준화시험점수 향상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 증, , , 
진 교실에서 느끼는 자신감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움직임통합의 효과를 , . 
설명하는 선행연구는 표 와 같다< 5> .

표 움직임통합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5> (Michael, 2019; Webster et al., 2015)

구분 효과 선행연구 저자 연도 제목( , , )

신체
·

건강

중고강도 
신체활동 

증가

! Bartholomew et al. (2018). Active learning increases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cross demographic 
subgroups.

! Beighle et al. (2010). America on the move: 
School-based physical activity promotion.

! Erwin et al. (2011). Effect of a low-cost,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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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classroom intervention on elementary students’ 
physical activity.

! Goh et al. (2014). Effects of a classroom 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children’s physical activity levels.

좌식생활
시간 
감소

! Mantis et al. (2014). Integrated physical activity with 
academics: Objectively-measured activity levels in the 
classroom.

! Salmon et al. (2005). Reducing sedentary behaviour and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among 10-year- old 
children: Overview and process evaluation of the 
‘Switch-Play’ intervention.

신체조성 
개선

! Donnelly, J. E., & Lambourne, K. (2011). 
Classroom-based physical activity, 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 Liu et al. (2008). Evaluation of a classroom-based 
physical activity promoting programme.

인지
·

학습

학습태도 
개선

! Goh et al. (2016). Effects of a take 10! classroom-base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on third-fifth-grade 
children’s on-task behavior.

! Mahar et al. (2006). Effects of a classroom-based 
program on physical activity and on-task behavior.

인지기능 
증진

! Donnelly, J. E., & Lambourne, K. (2011). 
Classroom-based physical activity, 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 Howie et al. (2014). Smiles count but minutes matter: 
Responses to classroom exercise breaks.

표준화
시험점수 

향상

! Vazou, S., & Smiley-Oyen, A. (2014). Moving and 
academic learning are not antagonists: Acute effects on 
executive function and enjoyment.

정서
·

정의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 
증진

! Howie et al. (2014). Smiles count but minutes matter: 
Responses to classroom exercise breaks.

! Vazou, S., & Smiley-Oyen, A. (2014). Moving and 
academic learning are not antagonists: acute effects on 
executive function and enjoyment.

자신감 
향상

! Vazou et al. (2012). Does integrating physical activity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influence academ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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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교육정책을 교육현장에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움직임통합에   , 
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과정에서 겪는 방해요인 및 촉진요인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움직임통합에 한 교사의 인식. 
을 종합한 의 연구에 따르면 움직임통합 수업의 장Michael et al.(2019)
애물에 시간부족 자료부족 공간부족 행정적 지원 부족 실행의 난이도, , , , , 
교사의 동기 부족 교사 연수 부족이 있었다 반면 촉진요인에 행정적 지, . , 
원 자료 제공 신체활동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교사 인식 실행이 어렵지 , , , 
않다는 교사 인식 교사의 자신감이 도출되었다, .

움직임통합의 신체활동 종류는 단순하게 교육내용과 관련 없는 신체활  
동과 관련이 있는 신체활동으로 구분한다 또는 연필깎기 과제 제출하기 . , , 
등 학생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제 지향적인 활동을 더해 
세 가지로 나타내기도 한다 통합의 정도와 목적을 세분화(Nicksic, 2018). 
하여 는 수업시간에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다양한 Moon & Webster(2019)
수업 전략을 단순한 수준부터 점차 교사의 지식 시간 투자 외부의 지지, , 
가 요구되는 상 적으로 복잡한 수준까지 계열화하여 MI Wheelhouse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움직임통합이 진행되고 심화되는 .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에 따르면 총 가지 수준이 있MI Wheelhouse 4
다 제 수준의 시작 전략 은 움직임통합을 처음 . 1 (Beginning strategies)
도입하는 교사들이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좌식 시간을 줄
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제 수준의 중급 전략. 2 

은 움직임통합에 좀 더 익숙해진 교사가 보다 (Intermediate strategies)
의도적으로 통합 전략을 활용하고 움직이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계이다 좌식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중고강도 신체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나 제 수준과 마찬가지로 신체움직임에 방점이 있으며 교육내, 1 
용과의 관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 제 수준의 학업적 통합. 3 (Academic 

단계는 신체움직임의 기회를 학습에 연계하여 학습을 향상시integration) 
키고 신체활동량도 유지한다 더 많은 교사의 지식 시간 투자 외부의 지. , , 
지가 요구된다 제 수준의 학제적 통합. 4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단계는 신체활동을 통합하여 여러 교과의 학습을 하는 동시에 체육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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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 신체활동을 활용하여 체육교육 성취기준을 . 
달성하기 위해 건강체력 운동기술 건강과학 지식 등의 체육교과의 , , FMS, 
내용을 타 교과 학습과 함께 통합해 학제적 통합을 이룬다 담임교사와 체. 
육교사의 긴 한 협력이 필요하며 학제적 통합은 신체활동에 한 학생의 
자신감 능력 이해 흥미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 , .

그림 [ 2] MI Wheelhouse(Moon & Webster, 2019)

에서 제시하는 움직임통합의 목표는 좌식생활 감  MI Wheelhouse ① 
소 신체활동 증가와 건강증진 일반교과와 체육교과에서의 학업 증, , ② ③ 
진으로 요약된다 유의할 점은 가지 수준이 선형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 4
에 어떤 단계에서든 시작할 수 있고 각 단계를 표하는 전략은 모든 단, 
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프레임워크의 모양은 움직임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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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교사들의 지속가능성을 상징하고 
이를 통해 조타실 에 있는 교사는 신체활동 증진가로서의 역(Wheelhouse)
할에 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각 단계의 세부전략과 예시는 . 

표 과 같다< 6> .

표 단계별 세부전략과 예시< 6> MI Wheelhouse 

제 수준의 학제적 통합은 이 제안하는   4 Webster et al.(2016)
가 추IPHPE(Integrative Public Health-Aligned Physical Education)

구하는 방향이 된다 는 체육교육 성취기준과 건강증진의 목. IPHPE K-12 
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천 교육과정 연구의 아이디어로서 학교에서의 , , 
광범위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이 신체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체육교육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교육적 결과를 가져올 것을 지향한다 기존 . 
SPARK(Sports, Play, and Active Recreation for Kids), 
CATCH(Coordinated Approach To Child Health),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HOPE(Health-Optimizing Physical Education) 

단계 세부전략 예시

제 수준1 : 
시작 전략

비교사 유도 전환
연필 깎으러 가기 워크북 가지, 
러 가기 화장실 가기, 

교사 유도 전환 교실 앞으로 나오기 줄서기, 
물리적 환경 기회 입식 책상 페달 책상 짐볼, , 
기술 유도 기회 비디오 음악 만보기, , 

제 수준2 :
중급 전략

상 보상의 / MI
모범적 수업 행동에 해 신체
활동 게임이나 휴식 제공

수업시작 활동의 MI 아침조회 또는 교시 체력활동1

비학업적 신체활동 쉬는 시간
수학과 과학 수업 사이 유튜브 
춤 동영상이나 술래잡기 등.

제 수준3 :
학업적 통합

학업적 통합
덧셈 복습을 위해 정답을 팔 벌
려 뛰기로 표현 동사 학습을 위, 
해 동사를 온몸으로 표현

제 수준4 :
학제적 통합

학제적 통합
가지고 있는 단어에 한 유의
어가 적힌 칸에 정확히 콩 주머
니 던지기 체육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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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측면의 결과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는 는 학교 IPHPE
체육교육의 궁극적 목표로서 피지컬 리터러시 를 달성(Physical Literacy)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능 심성을 길러내고자 한다 는 건강증, , . IPHPE
진 관점의 신체활동 증진과 체육교육의 간극을 잇는 개념이 되어 체육교
육의 영향력을 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신CSPAP . 
체활동 증진과 체육교육의 목표 사이의 혼란이 가중되어 체육교육의 정
체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신체움직
임 자체가 교과에 해 가지는 학습 효과의 가치가 무색해지는 한계를 
지닌다.

체화적 학습 적극적 접근    2) : 

신체활동에 한 총체적 학교접근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년 덴  2014
마크 정부는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매일 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45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신체활동을 수업시간에 . 
통합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교사들은 어떻게 신체활동을 자
신의 수업에 녹여낼지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건강 생리학 행. , , 
동신경과학의 과학적 분야에 근원을 둔 움직임통합의 주요 쟁점이 교육현
장과 실천으로 점차 옮겨오면서 교육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유럽의 몇몇 학자들이 움(Madsen & Aggerholm, 2020). 
직임통합을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상학적 움직임으로서의 신체활동
이 학생의 삶과 학습에 지니는 가치를 탐구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Madsen & Aggerholm, 2020; Madsen et al., 
2020).

은 의 빌둥 이론을 바탕으로 움직  Madsen & Aggerholm(2020) Klafki
임통합의 지배적인 교수 이론을 밝힌 후 움직임통합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독일권의 전통 철학과 계몽 아이디어에서 유래한 빌둥은 . 
인간 존재와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역사적으로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한 보편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다 빌둥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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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의 말을 빌리자면 빌둥을 설명하는 우리말에는 도야 교양 인간(2017) “ , , 
형성 육성 교육 등이 있겠지만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도야 이다 도, , ” “ ” . 
야는 인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나 조화로운 인간으로서의 발달을 의미하
며 빌둥은 온전한 존재로의 성장과 완성을 의미하는 전인교육적 개념이 
된다 는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교육에 수용하. Klafki
는 일반도야 개념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 (Allgemeine Bildung)’ 
녀야할 능력을 자기규정능력 공동참여 및 책임능력 연 능력으로 규정한, , 
다 손승남 그는 일반도야 함양을 위해 빌둥의 여섯 가지 차원인 ( , 2004). 

몸의 즐겁고 책임감 있는 접근 인지적 능력 실천적 능력, , , ① ② ③ ④ 
사회적이고 상호주관적 능력 관찰하고 창조할 수 있는 미적 능력, , ⑤ ⑥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열정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Madsen & 

은 움직임을 교육에 통합시켜 빌둥의 여섯 차원을 발달Aggerholm(2020)
시킬 수 있으나 최근 움직임통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은 인지적 능력과 상, 
호주관적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은 가 범주화한 세 가지 빌둥인 실  Madsen & Aggerholm(2020) Klafki
질 빌둥 형식 빌둥 범주 빌둥(Material Bildung), (Formal Bildung), 

의 관점에서 움직임통합이 학생에게 가지는 의미를 (Categorial Bildung)
분석한다 첫 번째 실질 빌둥은 교육내용을 선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학. , 
생의 학습과정과 교수방법에는 관심을 덜 가진다 움직임통합과 관련한 생. 
리학 해부학 건강과 신체문화의 지식은 실질 빌둥의 상이 될 수 있으, , 
나 신체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통합은 오히려 교육내용 전달이 , 
강조되는 실질 빌둥과 상충하는 교육방법이 된다 두 번째 형식 빌둥은 . ,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 전이될 수 있는 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기르, 
는 교육의 과정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움직임통합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 , 
기능과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자신감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 세 번째 위의 두 빌둥의 안책으로서 범주 빌둥은 학생의 삶. , 
에 의미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하여 학생과 교육내용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삶의 경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 선정. 
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변 환경과의 화로서 학습과정이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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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과정은 의 지식의 표현양식 중 활동적 수준에 Bruner(1960)
근거한다 활동적 수준의 학습은 신체 사회적 관계 직접적인 언어 소통. , , 
을 통해 실제 세계를 탐색하고 시도하는 기회를 통해서 발생한다 범주 빌. 
둥에 따르면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체화된 행동과 교육내용을 통합시켜 세
계 내에 존재하는 자신에 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체화된 교육 방법이다. 
학생은 자신의 움직임과 학습내용을 연결하여 세계를 마주하고 새로운 인
식의 창을 연다 체화된 행동이 교육방법이 되고 교육내용과 내재적으로 . 
관련을 맺으면서 학생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게 되어 교육내용 학생 교- -
육방법은 하나의 통합체가 된다. 

체화된 인지 의 분야는 범주 빌둥 관점의 움직임  (embodied cognition)
통합에 영감을 줄 수 있다 뇌와 신체와 (Madsen & Aggerholm, 2020).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가 형성된다고 보는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행화적 접근 은 인지과정이 체화된 행동 상호주관성(enactive approach) , , 
정서적 차원에 영향을 받음을 강조한다 행화적 접근은 단순히 인지기능을 . 
향상시키는 심폐지구력과 운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운동적 입력을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차원과 관련시켜 학습에 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범주 빌둥의 관점에서 움직임을 교육내용과 통합시키는 것은 움직임통합의 
교육적이고 실존적 잠재성을 부각하여 기존의 소극적 관점을 확장시킨다.

체화된 인지는 학생의 체화가 가지는 주관성을 인정하고 움직임이 교과  
내용과 행화적 관계 를 맺는 학습의 과정에서 중(enactive engagement)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은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Madsen et al.(2020)
의 움직임통합을 행화적 움직임통합(Enactive Movement Integration, 
이하 이라고 지칭한다 는 건강과 인지 학습을 다루는 움직임통EMI) . EMI
합의 연구와 달리 움직임이 어떻게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감각운동, 
정서적 상호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가에 한 교육학적 탐구에 초점을 , 
둔다 때문에 수업에 사용되는 신체활동이 열량을 소비하는 전신 운동뿐. , 
만 아니라 제스처 마임 등 넓은 범위의 움직임 기반 활동을 포함한다, . 

은 실행연구를 통해 초등교사가 에 활용할 수 Madsen et al.(2020) EMI
있는 여섯 가지 종류의 신체적 활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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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위한 교수 모델[ 3] EMI (Madsen et al., 2020)

목적에 따라 여러 교과내용에 통합할 수 있는 신체활동은 마임하기  (To 
드라마화 제스처하기 모양만들mime), (To dramatize), (To gesticulate), 

기 모방하기 감각하기 로 도출되었다(To shape), (To imitate), (To sense) . 
학생들은 걷기와 관련한 동사를 마임으로 표현하며 연극의 개념을 간단한 , 
연기로 나타내고 외국어 전치사를 제스처로 표현하고 줄과 분필로 삼각, , 
형의 형태를 만들어보고 과거 농노제를 학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게임으, 
로 모방해보고 열의 전도를 알기 위해 여러 물체의 온도를 손으로 느껴본, 
다 여섯 가지 신체활동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감각 . 
운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상호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이는 새로운 통, , 
찰로 이어진다 은 교육의 과정으로 강조하는 감각 . Madsen et al.(2020)
운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상호주관적 경험은 각각 , , Noe(2004), 

를 통해 설명한다 정리Colombetti(2007), Fuchs & De Jaegher(2009) . 
하자면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며 얻는 감각운동적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 
식과 깨달음이 형성되며 화 즐거움 등의 정서적 경험은 상황(Noe, 2004), , 
파악 및 의사결정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Colombett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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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 속에서 상 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얻는 상호주관적 경험은  
우리의 인지를 구성한다 결정적으로(Fuchs & De Jaegher, 2009). , EMI
는 움직임통합을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격상
시키며 특정 교과 내용을 가장 잘 학습하도록 하는 신체활동을 선택함으
로써 체화된 교육 을 실현한다(embodied education) (Madsen et al., 
2020).

신체움직임이 통합된 수업에 한 체화적 접근은 초등교육이나 체육교  
육의 관점뿐만 아니라 수학(de Freitas & Sinclair, 2014; Garrett, 

사회Dawson, Meiners, & Wrench, 2018), (Sund, Quennerstedt, & 
과학Ohman, 2019), ( 등의 여러 일반Almqvist & Quennerstedt, 2015) 

교과교육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자들은 현상학. , 
후기구조주의 부르디외식 번스타인식 실용주의 등 조금씩 다른 학문적 , , , 
배경을 가지지만 이들은 모두 학습에서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달리 . 
말해서 마음과 신체를 분리하여 신체를 열등하게 여기고 객관적 지성을 , 
추구하는 데카르트주의를 반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 가지 예로 . 

의 연구는 예술기반 체화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Garett et al.(2018)
신체 기반 수학학습을 소개한다 이것은 정해진 답만을 인정하는 기존 수. 
학시간과 달리 학습자를 이루는 다면적 측면을 존중하고 비판적 창의적 ,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움직임통합 과제를 제시하여 편안하고 협력적인 수학
시간을 만든다.

  나 국내 연구. 

국내는 국외에 비해 비만 문제가 급선무 과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신체활동을 학교생활 전반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교과수업에 신체움직
임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사회가 요. , 
구하는 창의 융합 능력에 한 관심이 증 되고 교과 간 통합이 교육계의 ·
화두가 되면서 체육을 다른 교과와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
졌다 특히 미분화된 마음을 지닌 초등아동을 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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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통합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권동택 제 차 교( , 2003), 4
육과정부터 지금까지 저학년을 상으로 통합교과를 운영해오고 있다 통. 
합교과의 적용 상은 학년이지만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학1, 2 3, 4, 5, 6
년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고학년을 상으로 한 통합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김승호 박일수 통합교육의 흐름을 중심으로 ( , , 2015). 
체육교과에서 타교과 활동을 통합한 연구와 타교과에서 신체활동을 통합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신체활동과 여러 교과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체육교과의 타교과 활동 통합1) 

국내 체육교육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을   , , 
길러내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체육의 여러 영역에 한 통합적 접근을 해
왔다 통합적 접근이란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방법들이 일관성을 지닌 하. 
나의 틀 속에서 연계되어 실행되는 체육교육에의 접근방안이다 최의창( , 

체육교과의 통합은 크게 체육 자체 내에서의 통합 교과 내 통합 과 2007). ( )
다른 교과목과 체육을 통합하는 것 교과 간 통합 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
최의창( , 2003).

먼저 체육 교과 내 통합은 크게 운동기능과 지적기능의 통합 운동기능  , , 
과 학문적 개념의 통합 운동기능과 정의적 영역의 통합으로 나뉜다 최의, (
창 첫 번째 운동기능과 지적기능의 통합은 게임 중심적 통합이라, 2003). , 
고도 한다 분절된 기능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규칙 전술이 통합. , , 
된 전체 게임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합
적으로 경험한다 두 번째 운동기능과 학문적 개념의 통합은 개념 중심 . , 
통합이라고도 하며 운동기능과 함께 다른 학문의 이론적 지식과 개념을 
학습하도록 한다 주로 운동기술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리학 운동. , 
역학 등 과학 분야의 지식이 통합의 상이 된다 세 번째 운동기능과 정. , 
의적 영역의 통합은 운동기능과 협동 페어플레이 책임감 사회성 등의 , , , 
내면적 자질을 연계한다 이 개발한 사회적 책임감 모형. Hell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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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스포츠 교육 모형 은 (Hellison, 1995) Siedentop (Siedentop, 1994)
체육을 통해 학생의 생활기술과 사회적 자질을 길러내고자 한다 그 일환. 
으로 국내에서는 최의창 이 체육의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2006, 2007)
험을 신체활동과 통합하는 서사적 통합을 제안했다 서사적 통합은 신체활. 
동에 내재하는 정신 안목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신체활동 수행과 함께 , , 
문학 종교 예술 역사 철학적 의미를 담은 서사적 자료를 향유하도록 한, , , , 
다 서사 중심적 통합을 추구하는 인문적 체육교육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 
니라 학생을 이루는 나머지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전인성을 함양하는 데
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서사적 통합의 접근을 . 2015 
반영하여 교수 학습의 방향의 한 가지로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 ‘
수 학습 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사적 접근은 개념 중심적 통합과 비되며 · ’ . 
최의창 에 따르면 체육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크게 개념 중심적 (2011)
통합을 의미하는 학문적 접근과 서사적 접근으로 시도되어왔다.

그림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 학습의 방향 교육부[ 4] 2015 · ( , 2015b)

다음으로 교과 간 통합은 체육수업에 타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것과 체  , 
육교과내용을 다른 교과에 통합시키는 것이 있다 교과 내 통합에서는 체. 
육교육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과학적 개념이나 인문적 지혜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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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였다면 교과 간 통합에서는 
통합하는 다른 교과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 Cone, Werner, 

는 체육에서의 교과 간 통합을 세 가지 수준에서 Cone & Woods(1998)
제시한다 첫째 접속형 통합은 체육교육과정의 기능 주제 개념들이 학습. , , , 
활동의 주된 상이 되며 다른 교과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은 이를 보완하, 
고 강화하는데 이용된다 체육의 학문적 통합 접근과 서사적 통합은 접속. 
형 통합에 해당된다 둘째 공유형 통합은 개 또는 그 이상의 교과영역에. , 2
서 유사한 개념이나 기능을 협동적으로 가르치는 통합을 의미한다 셋째. , 
동업형 모형은 개 또는 그 이상의 교과 내용 중 공통적인 내용을 동등하2
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다양한 교과의 기능과 주제 개념을 혼합하여 협
동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국내 체육교육 분야에서 타 교과의 활동을 통합하는 연구는 교과 내 통  
합과 교과 간 통합을 통해 모두 이루어졌다 교과 내 통합은 서사적 통합. 
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내용으로 하는 시 에세이 그림 사진 만화 조각, , , , , , 
음악 등의 타 교과의 교육 내용을 읽기 쓰기 그리기 셈하기 보기 등의 , , , , 
타 교과의 주요 기능으로 학습하면서 체육 문화에 입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수업 모형인 하나로 수업은 운동의 직접체험. 
활동과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지혜를 향유하는 간접체험활동을 통해 체육의 
기법과 심법적 차원을 내면화하여 온전한 스포츠에 입문하도록 한다 체육. 
교육의 서사적 통합과 관련한 연구들은 인문적 체육교육이 학생의 지 덕, , 
체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전인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 서장(
원 서장원 이덕영 이정민 박정준 전세명 천, 2008; , , 2008; , , 2012; , 2010; 
지애, 2013).

교과 간 통합은 체로 간학문적 통합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표현활동과 타 교과 내용 학습을 통합하여 학생4
의 이해도와 흥미도를 높이고 협동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킨 연구 조한무( , 
서재홍 교과 간 통합의 유형을 살펴보고 체육의 통합교육과정이 , 2004), 
전인교육에 가지는 의의를 알아본 연구 김영식 간학문적 통합을 ( , 2006), 
통해 체육의 간접체험활동을 다른 교과 시간에 통합하는 통섭적 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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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 전지영 양정모 조순묵 간학문적 통합방법으로 체육( , , , 2013), 
과 중심의 교과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성함양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 채창목 등이 존재한다( , 2018) .

타 교과의 학습을 체육수업과 연계하고 통합하는 국내 연구들은 그 결  
과로 학생의 정의적 영역 및 전인성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부 연구. 
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학문적 체
육교과통합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부분은 통합적 체육교육의 이상을 전, 
인교육에 두고 있다 국내의 통합적 체육교육에 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고 있었으나 체육의 근, 
간이 되는 신체활동을 다른 교과에 통합하여 가르치는 움직임통합에 한 
시도는 부족했다 하지만 움직임통합의 적극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 , 
었던 체화된 인지 개념을 통해 체육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최근 국내 연
구가 존재한다 체화된 인지는 철학과 이론 수준의 스포츠교육론으로 최근 . 
주목을 받고 있다 최의창 체현된 인지론과 뇌와 인지기능의 관계( , 2021). 
를 알아보고 신체활동이 곧 인지학습이 된다고 규명한 연구 이규일( , 

체현론의 맥락에서 몸의 철학적 위치를 재해석하고 체육교육에서 2014), 
몸의 교육적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 이규일 체현론을 근간으로 체( , 2019), 
육교육의 개념적 지향을 신체 교육 즉 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으로 제시, 
한 연구 이규일 체화된 인지론의 관점에서 무용을 할 때 일어나는 ( , 2020), 
경험과 공감을 탐색한 연구 이진이 체화 인지 관점에서 체육적 앎( , 2015), 
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한 연구 한상모 가 있다 체화된 인지 개( , 2021) . 
념이 가져올 수 있는 신체활동의 확장적 의미를 체육교육 분야에 이론적
으로 적용하는 노력은 현상학적 체육교육(Stolz, 2014; Standal, 2015, 

과도 관련이 깊다 다만 체화적 관점의 신체활동을 체Whitehead, 1990) . , 
육이 아닌 다른 교과에 통합시키는 시도는 부족하며 타 교과의 신체활동 
통합을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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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교과의 신체활동 통합2) 

체육교과 내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체  
육교육은 신체활동을 목적이자 내용이자 방법으로 사용한다 운동의 기본 , , . 
동작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실천하며 운동능 신체활동에 ( ), 
한 학문적이고 서사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운동지 신체활동에 한 심성( ), 
적 태도와 마음의 자질 운동심 을 기른다 최의창 체육교육은 앎과 ( ) ( , 2018). 
마음의 통합체로서 신체활동을 교육의 중심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전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학생 교육내용. , , 
생활세계를 연결하는 신체활동은 다른 교과 학습에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서사적 통합을 이루는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다른 교과에서 주. 
로 사용하는 읽기 쓰기 보기 그리기 말하기 셈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 , , , , 
하여 신체활동을 향유하듯 다른 교과에서도 체육교육의 본질인 신체활동, 
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온전하게 학습시
키는 것이다.

일반교과학습에 신체활동을 통합하는 국내 연구들을 통해 신체활동을   
정규 수업시간에 통합하는 움직임통합과 유사한 교수 방법적 시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하나는 교. . 
과별로 기존에 존재하는 신체활동이 포함된 교수방법을 활용하거나 간학문
적 통합을 활용한 접근이었다 예를 들어 영어 교과의 전신 반응 교수법. , 

사회 교과의 모험학습 수학 교과의 조작학(Total Physical Response), , 
습 음악 교과의 코다이 교수법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신체활동이 곧 인, . 
지이고 학습이라는 체화된 인지 관점을 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활
발한 접근이 있다 신체활동을 여러 교과학습에 통합한 연구를 두 유형으. 
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과 같다< 7> .

표 교과학습에 신체활동을 통합한 교과별 선행연구< 7> 

유형 교과 저자 연도( ) 주요 내용

국어
고정희,

이옥선(2017)

어부사시가 에 나타난 신체활동을 통해 학습자< >
가 흥과 몰입을 느껴 문학과 체육만으로 독립적
으로 얻지 못했던 즐거움과 의미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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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법

·
간학
문적 
통합

이지원, 
류연석, 

고정희(2019)

초등학생이 고전문학을 학습하는 데에 신체동작, 
시각화 연극적 표현 등의 신체활동이 적합한 경, 
험방법임을 확인함. 

박지환(2016)
고등학생을 상으로 반응중심모형과 움직임 분
석모형을 활용하여 시 교육에 신체활동을 통합하
였더니 학습효과 및 흥미와 몰입도가 향상됨.

영어

김정렬, 
정현아(2008)

영어를 듣고 신체로 반응하는 수업은 초등TPRS 
학교 학년 학생들에게 학습에 한 흥미 자신1 , 
감 이해도를 높여주고 부담감을 줄여 자연스러운 , 
발화로 이어지도록 함.

이태구, 
이한주(2015)

영어로 양궁수업을 진행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느
끼고 영어듣기실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함.

수학 임재원(2013)

통합형 수학 체육 학습 자료 는 중학교 학생들이 ‘ - ’
체육에 한 흥미를 바탕으로 수학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수학을 실생활 속에서 찾고 적용
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 기여함.

사회
이종원(2013)

보물찾기 활동을 통해 야외에서 직접 돌아GPS 
다니며 지리학습에 신체활동을 통합함.

이지영(2018)
모험놀이를 통해 초등지리학습을 구성하여 신체
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학습과정에서 경험함.

음악 박은실(2020)
음높이를 제스처로 나타내는 코다이 교수법을 1
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음악적성 음악 문, 
해력 음높이 정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미술 이권민(2018)
움직임 교육을 활용하여 관찰표현 미술 수업을 
한 결과 흥미도와 자신감 관찰표현능력 감정이, , 
입을 통한 상상력이 향상됨.

체화
된 

인지 
접근

국어 김주연(2019)
체화학습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가장 최적화된 
학습이 교육연극임을 주장함.

수학

김민경, 
이지영(2017, 
2018, 2020)

체화된 인지의 관점에서 창의 융합 학습을 위해 ·
수학이 실생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시각적 은유, 
능동적 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을 논의함.
각도만들기 조작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한 초등
학생의 이해력 및 문제해결력 집단창의성이 함께 , 
향상되는 과정을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확인함.

김도연, 
권오남(2018)

교수실험 사례를 분석하여 초등학생이 터치패드
를 이용하여 유리수 조 성을 학습함에 있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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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방법과 간학문적 방법으로 신체활동을 교과학습에 통합한 유형의   
연구들은 신체활동의 통합을 통해 학생의 흥미 학습동기 자신감 등의 정, , 
의적 영역의 효과를 높여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는 공통
점을 가졌다 더불어 신체움직임통합이 신체활동과 연계가 자연스러운 교. , 
육내용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신체활동. 
을 통한 인지적 정서적 효과에 따른 학습 증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 
움직임통합의 소극적 관점과 유사하다.

체화된 인지 접근의 연구들은 체화된 인지 개념이 교과학습에 주는 함  
의를 이론적으로 탐색한 연구와 체화적 활동을 포함한 수업을 실행한 후 

면을 확 하고 축소하는 손가람 움직임이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남.

문성재(2020)
수학적 의미 형성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제스처
를 범주화하고 교육적 실천에 한 시사점을 제
시함.

문성재, 
이경화, 

노정원(2020)

중학생을 상으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을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가 바닥에 그린 원 위의 
원주에 앉아 고무줄을 사용해 사각형을 형상화하
는 수업에 참여하여 지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함.

사회 김민성(2019)

지리교육에서 체화된 인지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
하며 물리적 조작이나 신체적 활동을 통한 지리
적 체화 경험 가상 환경의 체화적 디자인 효과, , 
적인 체화 경험을 이끄는 지리과제를 제안함.

도덕

이연수(2011)
체험주의를 통해 초등도덕교육에서 몸의 재해석
과 신체활동 도덕적 상상력과 이해 참여와 과정 , , 
그리고 실천으로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함.

정창우(2016)

인성교육의 목표는 필요한 삶의 기술이나 노하우
를 체화하는 데 두어야 하며 덕을 체화하여 즉각
적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준비된 인간상, 
을 길러야함.

미술
안윤조, 

안혜리(2013)

사진수업에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촬
영하는 행위와 동시에 그것을 시각적 은유로 파
악하려는 과정에서 체화된 인지 과정을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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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탐색한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움직임의 종류는 전. 
신을 사용한 적극적인 움직임부터 가상환경에 반응하는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 특히 . de Freitas & 

가 체화 연구를 배경으로 수학에 한 인식론으로서 도입한 Sinclair(2014)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수학학습에서의 신체를 재개념화하는 노력이 주
목할 만하다 김도연 권오남 문성재 등 체화된 인지 관점에( , , 2018; , 2020). 
서 신체활동 통합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체화를 실제 수업에 어떻게 녹여
낼 것이고 학생들의 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해 탐구해나가고 , 
있으며 그 흐름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활동은 체육이 아닌 다른 교과에서 다양한 이유로 그 교육적 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 체화된 인지는 신체활동을 수단이 아니라 더 본질적 수. 
준의 목적 즉 인지과정 자체로 재해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 . 

는 모든 지식에는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정보Oakeshott(1967)
와 암묵적으로 지식 안에서 지식이 활용되는 방식인 판단(information)

이 있다고 말한다 판단은 의 말을 빌리면 초(judgement) . Polanyi(1958)
점식 라고 하는데 이미 내면화하고 있는 세부적인 정보(focal awareness)
나 기능인 보조식 이 모여 초점식을 위한 기반이 (subsidiary awareness)
된다 예를 들어 골프의 스윙은 단순한 신체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 
공을 치는 각도 클럽을 휘두르는 세기 타이밍 등의 세부적 정보와 기능, , 
이 총망라된 총체적 신체활동이자 사고 활동이다 와 . Oakeshott Polanyi
의 견해는 사고가 단순히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닌 몸과 관련된 포괄적인 , 
활동 곧 전신체적 활동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김승호 박일수 그, ( , , 2015). 
러므로 어떤 교과 학습이든 전신체적 활동으로서 사고와 인지 과정을 활
성화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수반할 수 있다 이에 체육교육은 적극적으로 . 
신체활동에 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여러 교과 수업에 통
합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체. 
육 교과 내 통합 체육과 다른 교과 간 통합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다른 교, 
과 학습에 통합하는 일 즉 움직임통합에 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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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인지와 움직임통합 수업3. 

  가 인지과학의 흐름. 

인지과학은 마음의 과학 이다 이정모 사람의 앎 인지는 인간  ‘ ’ ( , 2009a). , 
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지과학은 마음과 앎에 한 다학문
적인 학제적 연구이다 인지현상 관련 변인들에는 신경과학의 미시적 변인. 
부터 언어 문화 사회적 요인 등의 거시적 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 , , 
때문에 인지과학은 학문간 융합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정모( , 2010b).

우리나라에서 인지과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한 인지과학자 이정모  
는 인지과학의 변천 역사를 단계에 걸쳐 요약한다 년 에서 (2010a) 4 . 1950

년  전반까지의 단계는 마음 과 컴퓨터 가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1980 1 ‘ ’ ‘ ’
구현하는 정보처리 체계라고 개념화한 고전적 인지주의 의 시 이다 고전‘ ’ . 
적 인지주의는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마음에서 인
지와 지능이 어떻게 표상화 되는지 탐구하는 계산적 관점이다 년  . 1950
중반까지 지배적이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이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
만을 연구하여 마음 인지 심성의 개념을 배척하였다면 고전적 인지주의, , 
는 마음 뇌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간의 마음과 인공적 지능을 이해하고 , , 
디지털 시 를 열었다 심리학 인공지능 언어학 철학 등의 핵심 학문 분. , , , 
야에 걸친 활발한 학제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인공물에서 유추
한 인지와 마음과 관련한 모델들이 세련화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인지주의는 계산 중심의 컴퓨터의 제한적인 틀로 인해   
인지현상을 편협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에 부딪힌다 이를 극복하기 . 
위해 년  중반에 등장한 단계 연결주의 는 기존의 컴퓨터 은유적 1980 2 ‘ ’
인지과학의 입장에 립되는 뇌 은유적 인지과학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연결주의에서 마음의 작동은 뇌와 신경계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정보
처리는 신경단위들의 연결 속에서 상호연결 강도의 조절로 설명한다 하. 
지만 연결주의는 실제 뇌의 특성이 아니라 추상화 이상화한 이론적 뇌, ·
의 특성을 중심으로 마음의 작동 메커니즘을 모델링하였다는 한계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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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설명의 범위가 제한된다 이정모( , 2009b).
나아가서 단계는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로 자리 잡고 있는   3 1990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이다 등의 뇌 영상 기법이 발전함에 따‘ ’ . PET, fMRI 
라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신경과학을 토 로 인지
과학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은 인지. , 
기능 수행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드러내어 뇌의 기능적 구조를 탐색하
고 정보처리 과정을 유추한다 이를 통해 인지신경과학은 마음의 작동 원. 
리를 뇌라는 생물적 구조에 기초하도록 하는 환원주의적 접근을 형성하여 
연결주의가 또 다른 형식적 계산주의라는 비판을 보완한다 단계와 단계. 2 3
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뇌의 되찾음 으로 명명할 수 있는 아래로 끌어‘ ’ ‘
냄 의 변(downwards pull)’(Betchtel, Abrahamsen, & Graham, 1998)
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정모( , 2010a).

마지막으로 년  후반에 나타났지만 세기 초 철학자들의 관심을   , 1980 21
받아 인지과학과 연결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단계는 체화된 인4 ‘
지 접근 이다 마음의 작용에서 몸과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여 뇌 속에 갇’ . 
힌 마음을 해방하며 밖으로 끌어냄‘ (outwards pull)’(Betchtel et al., 

에 의해 설명된다 체화된 인지는 마음이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니라 1998) . 
몸을 동반한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단위로 인, 
지과학 연구의 기본 단위가 뇌 몸 환경의 상호작용이 될 것을 시사한다- - . 
플라톤에서 데카르트로 이어지는 서구 정신주의 철학을 이루는 심신이원론
은 몸을 이성적 사유의 방해물로 보지만 체화된 인지는 몸의 위상을 복, 
권하며 심신이원론에 한 비판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체화된 인지의 . , 
입장에 의하면 생물적 뇌의 특성을 무시한 정보처리적 표상주의이든 인, 
지신경과학적 접근의 뇌 마음 의 심신동일론적 환원주의의 관점이든 간‘ = ’
에 마음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정모 때문( , 2010a). 
에 환경이 인간 인지의 특성과 한계를 규정 및 제약하고 인간의 인지, , 
구조가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인지를 연
구해야 한다 이정모 체화된 인지 접근의 의의를 이정모( , 2010b).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표현한다(201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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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심리학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축출하였고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 
음을 인지과학에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역할을 무시하였고 인지신경심리학, 
이 마음을 다시 뇌 속에 넣어주었지만 환경 맥락 의 역할을 무시하였다면( ) , 
이제 제 의 안적 관점인 체화된 인지 접근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3 ‘ ’ ,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정모( , 2010a).  

표 인지과학의 변천과정< 8> 

  나 체화된 인지. 

현상학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던 몸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패러다임이 체  ‘
화된 인지 라는 개념으로 인지과학에서 제기되어 사회 인문 예술 등 여’ , , 
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진이 체화된 인지는 인지를 몸 ( , 2015).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과학

고전적 인지주의 연결주의
인지신경과학 

접근
체화된 인지 

접근

년~1950
년1950 ~
년1980

년1980 ~
년1990

년 현재1990 ~ 년 현재1990 ~

! 관찰 
가능한 
외적인 

자극 반응-
의 연결 

관련 행동 
연구

! 마음 정보처=
리시스템

! 컴퓨터 
은유적

! 상징 표상의 
형성

! 계산주의, 
표상주의

! 마음 신경단=
위들의 연결

! 뇌 은유적
! 상징이하 

수준의 처리

! 마음 뇌의 =
작용

! 생물적 구조 
중심의 

환원적 접근
! 뇌의 기능적 

구조 탐색

! 마음 뇌 몸= - -
환경의 

상호작용 
현상

! 환경과 몸의 
맥락의 강조

마음이나 
인지의 개념 

배제

물리적 실체의 
간과

인지현상을 → 
편협하게 인식

실제 뇌의 특성 
간과

기술과 설명 → 
범위의 제한성

뇌 마음 에 ‘ = ’
의한 

심신이원론으로 
회귀 가능성

현상학적 
측면의 

객관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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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과 분리하여 마음이나 두뇌 내부만의 활동으로 바라보는 입장
에 반발한다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인지는 인간의 몸 마음 그리고 환경 . ,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 의존하므로 몸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마음. 
의 작용에서 몸과 환경의 맥락을 강조한다는 가족유사성을 바탕으로 학자
들은 초점을 조금씩 달리하여 체화된 인지에 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는 가장 표적인 가지 체화된 인지 논의를 로 . Rowlands(2010) 4 4E
정리하여 제시한다 체화된 인지 확장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착근된 인지 행화적 인(Extended cognition), (Embedded cognition), 
지 로 구성된 네 가지 체화된 인지 이론(Enactive cognition) (4E 

을 순서 로 살펴보며 체화된 인지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cognition) .

    체화된 인지1) 

체화된 인지는 네 가지 체화된 인지 이론 중 하나의 지류로서 나머지   
경쟁 이론들을 살펴보는 데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체화된 . 
인지는 마음의 작동이 몸을 구성하는 구조들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된다는 
관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은 몸의 형. , 
태와 기능을 이루는 세부항목을 결정한다 직립보행은 신체적 구조 발달. , , 
사회적 관계 인지기능을 형성하는 지각 능력의 측면에서 현재의 모습을 , 
갖추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은빈 다른 예시로 인간( , 2018). , 
은 두 눈이 제공하는 상호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여 시각적 깊이를 
감지한다 만약 눈의 개수나 위치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다면 시각. , 
적 깊이를 계산하는 처리 과정이 달랐을 것이다 이영의 이와 같이 ( , 2015). 
체화된 인지 이론에서는 기초적이거나 복잡한 인지과정 모두 몸의 구조를 
배제하고서는 제 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인지과정이 몸의 구조에 의존한다는 체화된 인지의 입장은 몸의 구조인   
뇌가 마음이므로 인간 뇌의 작용 이라고 보는 환원적 접근을 경계한다‘ = ’ . 
이는 통속의 뇌 에 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 (the brain in the vat)’
다 고전적 인지과학에서 표상주의와 계산주의에 입각하여 마음의 작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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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과 동일하게 보면서 몸이 없이 뇌만 있다면 인지작
용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한 사고실험을 하였다 그들의 통속. 
의 뇌 주장을 살펴보면 가령 뇌의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통 에 (vat)
뇌를 넣고 감각정보와 신경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뉴런을 전선에 연결
하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뇌는 똑같이 경험하고 기능할 수 있다는 가
설이 가능하다 영화 소스코드에서 열차테러사고를 당한 주인공이 뇌만 소. 
생시킨 상태로 사고 직전 분의 기억으로 들어가 테러범을 찾는 임무를 8
수행하는 장면은 통속의 뇌를 연상시킨다.

체화된 인지주의자는 뇌만의 활동이 인지를 변할 수 없다고 보며 통  
의 정체를 탐구한다 은 통은 몸의 속성을 구성하고 (vat) . Thomson(2007)

기능을 수행하는 리 몸 이며 의식작용은 뇌를 포함한 ‘ - ’(substitute-body)
몸 전체가 유기체로서 세계 내에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몸의 . 
구조와 기능에 의존하는 뇌가 신체화되어 인지적 경험을 온전하게 구성하
기 때문이다 체화된 인지 이론은 오직 두뇌 안에서만 인지가 발생한다고 . 
보는 내재주의 을 거부하고 인식적 해석과 외재주의(internalism) , 

를 결합하여 몸의 구조와 더불어 몸 외부의 환경적 요인까(externalism)
지 고려한다 이영의( , 2015).

은 앎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지  Lakoff & Johnson(1999) . 
는 감각운동경험에서 확장되고 인지의 가 무의식적 국면에서 작동하, 95%
며 인간의 사고는 신체적 체험에 기반하여 은유를 만들어내는 추상적 활, 
동이다 유주영 는 뇌는 마음과 같지 않으며 마음은 뇌( , 2020). Noe(2009)
와 몸 그리고 환경 및 다른 인간과의 상호작용 활동에 의존하므로 뇌와 , 
자아를 동일시하는 신경과학자들의 착각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 
게 체화된 인지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몸의 활동이 환경 속에서 구체
화되고 환경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로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다 이정모(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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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된 인지2) 

몸과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 관계는 몸의 영역이 신체 바깥으로 확  
장할 여지를 제공한다 확장된 인지론은 마음의 작용이 몸의 영역을 너머 . 
주변 환경으로 연장되어 컴퓨터 휴 전화 테니스선수의 라켓 등의 인공, , 
물로도 확장된다고 본다 이정모 는 인간의 진화는 순수한 인간 신. (2010a)
체와 마음의 진화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과 인간의 마음 그리, 
고 몸이 공진화해온 역사라고 본다 인공물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활동. , 
을 확장시키기도 또 제약하기도 하는 쌍방향적 상호작용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기술의 발달로 인공물의 의존도가 심화될 미래를 고려한다면 인간, 
과 인공물 사이의 상호작용 측면은 간과될 수 없다.

인지와 환경이 서로 의존하여 상호작용한다는 체화된 인지 이론 그리고   , 
환경이 없이는 적절한 인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착근된 인지 이론과 
비교해서 확장된 인지 이론에서는 환경이 인지를 구성한다는 더 진보적인 
주장을 펼친다 표적인 학자 와 는 확장된 인지 이론을 . Clark Chalmers
설명하기 위해 인가 오토 사고실험 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뉴욕에 살고 있는 잉가 와 오토 는 어느 날 뉴욕현 미술관에서 (Inga) (Otto)
자신들이 평소 보고 싶었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잉가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현 미술관이 맨해튼 번가에 위치하고 53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 한편 경증 알츠하이머를 . , 
앓고 있는 오토는 그 병으로 인한 기억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
트를 휴 하고 다니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꺼
내 참조한다 이제 같은 상황에서 오토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현 미술관. 
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 이(Clark & Chalmers, 1998: 
영의 에서 재인용, 2015 ).

이들은 뉴욕현 미술관에 가기 위해 잉가가 사용한 기억과 오토가 사용  
한 노트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오토의 기억이 휴 용 노트. 
라는 인공물로 확장되어 인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예화는 외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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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존재하는 인공물이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활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등성 원리 를 나타낸다 우리는 일상생활(parity principle) . 
에서 주변 환경에 의존하여 여러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다 못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줄을 그어 놓은 책의 문장들 휴 전화의 연락처 등을 자유, , 
자재로 꺼내어 마치 머릿속에 있는 기억처럼 활용한다. Rowlands(2010)
는 보다 보수적인 방식으로 확장된 인지 이론을 설명하며 오토가 노트에 
적어놓은 메모를 전시회에 찾아가는 기억과 믿음의 과정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즉 인공물에 가한 조작이 곧바로 인지가 되는 것이 아. , 
니라 이를 인지작용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인지가 된다 에 따르. Rowlands
면 세계는 지각 기억 추리 경험과 같은 인지과정들에 적합한 정보들을 , , , 
저장하는 외적 창고이다 이영의( , 2015).

지식 기억 등을 옮겨놓은 인공물을 마음의 작용과 동일하게 보거나 인  , 
지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감각운동적 신
체활동에 기반한 인지활동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지팡이. 
는 외부에 존재하지만 경험이 쌓임에 따라 손의 감각이 뻗어나가 지팡이
는 신체의 일부가 되어 현존한다 지팡이는 시각(Merleau-Ponty, 1945). 
을 체하는 촉각의 감각수용체계와 연결되어 주변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확장된 인지를 보여준다 는 신체의 반복적. Blakeslee & Blakeslee(2007)
인 경험이 행위하는 몸이 지닌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몸의 도식‘ ’(body 

에 변형을 가지고 오고 개인주변공간 을 확schema) (peri-personal space)
장한다고 설명한다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가 배트와 골프채를 통해 공의 . 
상태를 파악하는 것 역시 반복된 신체적 경험을 통해 몸 너머의 도구 끝
으로 개인주변공간을 연장시킨 결과이다 이규일 이와 같이 확장된 ( , 2019). 
인지는 신체를 감싸는 피부와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을 넘어서 주변 환경
의 도구와 인공물에 인지를 확장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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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근된 인지 3) 

착근된 인지 는 인지가 환경에 붙박여 형성된다  (Embedded cognition)
고 보는 입장이다 체화된 인지와 관련한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인지 몸 환. - -
경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착근된 인지는 특히 환경과 인지 사이의 불가
분한 관계를 강조한다 착근된 인지는 환경이 인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 
라 인지가 환경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확장된 인지와 차이가 있으며 몸 외, 
부의 환경적 요인까지 인지 과정으로 고려하는 외재주의가 아니라 뇌 안
에서 인지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내재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
와 차별화된다 이영의( , 2015).

착근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유기체는 인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환경적 구조를 적절히 활용한다 유기체가 .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지과제의 복잡성을 환
경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영의 예( , 2015). 
를 들어 박쥐와 돌고래는 초음파를 주변에 퍼뜨리고 돌아오는 반향, 

을 통해 먹이 장애물 등의 위치와 크기를 략적으로 (ultrasonic echo) , 
파악한다 략적으로 확인된 목표물에는 고주파를 보내 더 정확한 위치를 . 
포착한다 즉 유기체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환경을 인지과정에 . ,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존재이다.

는 전통적 인지과학의 견해와 다른 착근된 인지의 특징을   Shapiro(2019)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로 개념화 는 인식 주체. , (conceptualization)
가 어떤 몸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환경으로부터 받는 피
드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 는 유기체의 활. , (replacement)
동을 결정하는 방법이 내부의 정보처리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 환경
과의 상호작용으로 체됨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구성 은 . , (constitution)
환경과 결합한 행위자의 몸이 마음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착근된 인지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행위자의 쌍방향적 피드백 관계는 생  
태학적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안한 어포던스Gibson(1975)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포던스 행위자와 환경 간의 관(affor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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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유도 가능한 행동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환경적 정보. 
를 탐색하는 지각을 통해 동작을 수행하고 움직이는 동안 시시각각 변화, 
하는 환경 정보를 지각하여 행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환. , 
경에 체화된 정도가 클수록 몸은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체화 정도가 크, 
다는 것은 환경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은빈( , 2018).

행화적 인지    4) 

행화적 인지 는 발제적 인지 창출행위된 인지 등  (Enactive cognition) , 
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몸의 행위에 의존하
여 인지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표한다 행화적 인지는 행위자가 지각하는 . 
세계와 독립되어 상에 한 표상을 구성하는 것을 부정하고 행함으로써 , 
세계를 이해하고 그 행위가 체화되어 인지를 구성한다고 본다 행화적 인. 
지에 따르면 지각은 인지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행화적 인지는 현상학. , 
과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는데 두 입장 모두 살아있는 존재가 자율성과 지
향성을 지닌 주관적으로 살아지는 몸을 지니며 마음이 상을 구성한다고 
본다(Thompson, 2007). Francisco Varela, Evan Thompson, 

는 체화된 마음 에서 행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1991)『 』
화적 인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인지과학을 토 로 현상학의 자연
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사상을 토 로 연구를 진행하. Merleau-Ponty 
고 이를 현 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영의( , 2015).

는 체화된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Varela, Thompson, & Rosch(1991) ‘ ’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먼저 인지현상은 여러 가지 감각운동 능력을 . , 
지닌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경험에 의존한다 다음으로 개별적 감각운동 . , 
능력들은 그 자체가 보다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속, , 
한다 이러한 체화의 의미를 전제로 그들은 행화적 접근을 두 가지 사항으. 
로 설명한다 첫째 지각은 지각을 통하여 인도되는 행동으로 구성된다. , . 
둘째 인지구조는 주어진 행동이 지각을 통해 인도되도록 하는 반복되는 , 
감각운동의 패턴으로부터 창출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차례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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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서 행화적 인지에 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각을 통하여 인도되는 행동이 지각을 구성한다는 말을 반 로   , 

해석하면 감각은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각운동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인지는 감각과 운동의 상호결합을 . 
전제하고 있다 와 은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고양이 두 집. Held Hein
단을 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한 집단은 일정 시간동안 빛을 쐬게 하였고 . 
다른 집단은 같은 시간동안 빛을 보게 하되 움직이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
한하였다 어두운 환경에서의 삶을 벗어났을 때 첫 번째 고양이 집단은 정. 
상적으로 행동했으나 두 번째 고양이 집단은 눈 먼 고양이처럼 물건에 부
딪히고 넘어지며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였다(Held & Hein, 1958: 

에서 재인용 이는 시각적 감각이 지각을 보장하지 Varela et al., 2013 ). 
않으며 감각과 운동이 짝을 이루어야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는 지각의 현상학적 특징을 정육면체를 보는 상황에 빗, Alva Noe
어 설명한다 한 시점에서 정육면체를 볼 때 정육면체의 모든 형상을 포착. 
하지 못하지만 행위자의 움직임에 따른 정육면체 모습의 변화를 통해 운, 
동감각 지식을 활용하고 전체 형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행화적 인지 . 
이론에 따르면 시각은 외적 상에 한 두뇌내적 표상이 아니라 지각자
가 세계를 탐사하는 행위로 하는 어떤 것 이 된다 이영의‘ ’ ( , 2015).

다음으로 인지구조가 지각을 통해 인도되는 반복적 감각운동 패턴을 통  , 
해 창출한다는 주장은 의 발생적 인식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Piaget . 

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오직 감각운동체계만을 사용하여 세계를 탐Piaget
색한다 자신의 행동에 의존하여 단순한 수준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세계의 .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고 인지를 구성한다 이는 행위를 통해 환경과 동화. 

및 조절 을 하며 평형 을 (assimilation) (accommodation) (equilibrium)
이루어 새로운 앎이 발생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마음의 작용이 감각운
동체계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화적 인지 이론과 의 인. Piaget
지발달론은 인간의 인지가 감각운동체계에 의해 발달된다는 공통적 입장을 
가지지만 는 미리 주어진 객관적인 세계를 행화적 인지는 인간이 , Piaget , 
지닌 구조적 연합의 역사로 발제된 세계를 가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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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인지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객관적 세계도 주관적 세계도 아
닌 중간적 입장을 취하여 세계와 지각자가 만나 상호규정하는 발제적 세
계 즉 구조적 연합에 의해 생성되는 제 의 세계가 된다 이진이, 3 ( , 205).

행화적 인지의 관점은 인지가 행위 차원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른   
체화된 인지 이론과 비교하여 몸의 위상이 강조된다 앎이 감각운동의 경. 
험을 바탕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체육교육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행화된 인. , 
지 이론은 교과 학습에 통합된 신체움직임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운동적 정, 
서적 상호주관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다 체화된 인지와 학습  . 1)

체화된 인지는 실존적 자아의 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앎을 구  
성한다는 인지과학의 떠오르는 학제적 개념이다 체화된 인지 개념이 재개. 
념화 하는 몸과 마음의 관계 인지적 과정과 그 의미는 지 덕 체의 조화, , , 
로운 발달을 통한 인간의 전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분야에 새로운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표상과 기호를 통한 컴퓨터 정보처리 방식으로 인. 
지과정을 설명한 고전적 인지주의의 영향으로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의 몸
과 학습 환경에 한 고려는 배제되고 오로지 순수한 인지적 활동만이 강
조되었다 바른 자세의 강조와 정돈되고 산만하지 않은 교실 환경 구성. 
은 인지과정을 전적으로 뇌의 활동으로만 보는 관점의 산물이다 그러나 . 
체화적 인지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움직임 행위를 가능하도록 고안된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몸의 움직임에 기반하여 인지가 형성된다고 본다. 교육이
론으로서 체화주의는 분산된 자원을 결합해 내적 그리고 외적 상호작용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창발되는 몸의 작용으로서의 인지를 의미한다 한상모( , 
유생열, 2020). 이와 같이 체화된 인지 개념은 교육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가 교육 활동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1) 이 항은 와 의 내용을 토 로 작성되 Shapiro & Stolz(2019) Gallagher(2018)
었다 때문에 두 논문 외에 제시된 논문은 간접 인용임을 밝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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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Shapiro & Stolz, 2019).

표상주의와 체화주의에 근거한 인지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야구 경기의   
외야수가 뜬공을 포구하는 장면이 자주 언급된다 표상주의에 따르면 외야. 
수는 입력되는 감각 정보를 통해 공의 속도와 궤적을 계산하고 효과적으
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몸에 신호를 보낸다 보다 정확히 공이 떨어지는 .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기억과 상상을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공을 잡는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감각적 피드백을 예상하고 정교한 제어와 조정을 한
다 반면 체화주의에 따르면 외야수는 정신적 표상의 인지작용에 의지하. , 
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와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공의 궤적을 시각적
으로 추적하고 공을 잡는 위치를 찾는다 미래에 한 예측은 현재 신체 . 
상태와의 지속적 연결과 현재진행형 정보들을 통해 가능하며 인지적 부하
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를 활용한다 뜬공을 정확하게 포구하는 외. 
야수의 인지과정은 표상주의에서 뇌의 활동으로 설명하지만 체화주의에서, 
는 신체와 뇌와 환경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는 전. Shapiro & Stolz(2019)
통적 인지주의자들의 세 가지 가정을 심신이원론 상과 언어적 상징 간, 
의 임의적 연결 자극의 부족한 정보를 메꾸는 인지작용으로 제시한다 이, . 
에 는 언어적 인지 작용의 과정에서 행동이 언어 Shapiro & Stolz(2019)
사용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한 연구진의 다수 연구를 제시함Glenberg 
으로써 정신과 신체가 연결되어 있고 신체적 참여와 경험에 기반해 생성
되는 상과 상징 간의 의미적 관계를 강조한다 더불어 의 어포. , Gibson
던스 개념을 활용해 유기체의 움직임이 마주하는 환경에서의 자극은 인
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주장하며 체화된 인
지 관점을 지지한다.

수업에서 다양한 인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를 관찰하면 제스처  
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는 체화. Shapiro & Stolz(2019)
된 인지를 고려한 교육 활동에서 제스처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들은 아동. 
의 발화와 제스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밝히고 있는 Church & 
Goldin-Meadow(1986), Goldin-Meadow & Wagner(2005), Perr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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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통해 교사가 아동의 제스처를 읽고 활용해야 한다고 al.(1988)
말한다 발화와 제스처의 불일치는 아직 발화하기는 이르지만 어떤 개념에 . 

한 심상이 존재하여 학생들이 이를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교사는 제스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재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과도기적 . 
지식 상태를 발전시키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제스처를 학생들. , 
이 따라하도록 하여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교사는 제스처가 가진 다양한 . 
기능 예를 들어 반응과 생각 표출 인지적 부하 경감 적극적인 학습 태, , , , 
도 등을 알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제스처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수업에서 제스처의 효과를 . 
탐색한 과 의 연구에 따르면 과제 수행Walkington(2014) Gerofsky(2011)
도가 높은 학생은 온몸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역동적인 묘사적 제스처

를 과제 수행도가 평균인 학생은 손가락 (dynamic depictive gestures) , 
움직임과 연필 사용 등의 최소한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정적인 묘사적 제
스처 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반면 개념적 (static depictive gestures) . ,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스처를 표적 사례. 
로 체화된 인지의 교육적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와 는 체Shapiro Stolz
화가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과 이해도 측정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기 때
문에 훌륭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는 최근 체화된 교육 분야의 연구 결과
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는 행화주의적 접근 에 기반하여   Gallagher(2018) (Enactivist approach)
신체와 환경을 고려한 교육 방법을 택한다 행화주의 는 위에. (Enactivism)
서 살펴본 체화된 인지의 한 흐름인 행화적 인지와 같은 맥락에서 행위 
지향적 과정에 특히 주목한다 행화주의적 관점을 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 . 

는 의 게슈탈트 원Gallagher(2018) Viktor von Weizsacker (gestalt 
에 한 비유를 사용한다 인지과정은 뇌가 원의 중심에서 신체 환circle) . , 

경과 같은 주변 요소에 영향을 가하는 구조 로 일어나지 않고 뇌는 신(a) , 
체 환경과 함께 원주 위에 동등하게 위치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앎을 구성, 
해가는 구조 를 띤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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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게슈탈트 원의 인지과정[ 5] 

행화주의에 따르면 원주 위에 존재하는 뇌 신체 환경 중 어떤 지점을   , , 
활용하든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기존의 인지주의 접근은 뇌의 활동만으. 
로 인지 수행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반 인지 . , 
훈련 은 시각 이미지 기억 작업 기억(computerized cognitive training) , 
을 향상시켰으나 고차적 인지기능이나 집중력을 증진하지는 못하였다 그 . 
외에도 뇌분비 화학물질 조절 유전 조작 비외과적 자극 뇌 이식술 뇌심, , , , 
부자극술 은 직접적인 뇌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deep brain stimulation)
하고 있으나 심리적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용도로 부, 
적절하며 비윤리적이다.

행화적 체화주의자들은 게슈탈트 원주 위에 위치한 몸과 환경적 요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뇌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먼저 아동. , 
의 가상 놀이 역할놀이 등을 통해 신체움직임의 인지 활(pretend play), 
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월의 유아가 바나나를 귀에 가져다 면. 18
서 전화 받는 놀이를 하는 것은 정신적 표상의 과정을 거쳐 바나나를 전
화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사회적 어포던스를 형성
하여 이를 따라하는 것이다 가상 놀이를 함으로써 바나나는 전화기가 되. 
고 행위 자체가 상상의 인지과정을 형성한다 가상 놀이는 역할놀이를 포. 
함하기도 하는데 역할놀이에서는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은유적 변모를 
행한다 행화적 은유 는 학습자가 익숙한 분야의 이. (enactive meta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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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새롭고 생소한 분야로 전이하도록 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즉. , 
놀이는 상황적이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만한 정서적이고 상호주관적 차원을 
포함하는 체화된 인지적 활동이다.

다음으로 움직임을 둘러싼 물리적이며 사회적인 환경은 움직임을 이끌  , 
어내고 맥락화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Lindgren, Tscholl, Wang, & 

은 행화적 환경 구성은 학생들의 움직임을 촉진하여 새로Johnson(2016)
운 체험과 전문가와 유사한 탐구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 
들어 증강현실을 활용해 고고학자의 탐사를 경험하고 움직임 감지 컴퓨터 , 
시뮬레이션으로 실제로 움직이며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 , 
성 현실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가상적 환경을 교육 장면(Mixed reality) 
에서 통합하여 학생들이 행화적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어포던스를 제공
한다 그 종류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마우스(Milgram & Kishino, 1994). 
의 미세한 움직임을 활용하는 약한 행화적 조건 그리고 전신이 동원되어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강한 행화적 조건이 있다 강한 행화적 조건을 적. 
용한 학습은 학생들의 이해력 융통성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왔고 학습, , 
에 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기르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다(Lindgren 
et al., 2016).

행화주의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어포던스는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서 규  
정되는 관계로 행위자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로 상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어포던스는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 
않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에도 해당되어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체와 환경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창의적으(Gallagher, 2018). 
로 사용되도록 하는 교육 방법 및 환경 설계를 통해 어포던스를 형성하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행화주의 또는 체화된 인지 관점의 교육적 적. 
용은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체
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나마 제스처와 역할놀이 같은 신체움직임 . , 
활동과 움직임을 유도하는 물질적 사회적 교실 환경 변형을 통해 체화된 , 
학습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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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을 적용한 수업은 체화된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현하는 총체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움직임통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교실 속 멀티미디어 체육교구 태블릿 교사, , PC, 
의 움직임 등의 주변 환경과 어포던스를 형성하며 신체를 움직이게 된다. 
신체표현하기 제스처하기 마임하기 흉내내기 기본움직임기술 사용하기 , , , , 
등의 학생의 신체움직임은 학습 상과 관련한 감각경험에 기반한 지각을 
통해 새로운 인지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인지구조는 움직임. 
통합 수업의 교실환경 움직이는 몸 기존의 인지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통, , 
해 형성된 체화된 앎이다 체화된 앎을 추구하는 체화적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은 새로운 인지세계에 입문하고 세계 내 실존하는 자아를 성찰함으로
써 전인적 존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 수업은 건. 
강한 신체와 학업성취라는 일석이조의 피상적 성과만을 위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인지를 형성함에 있어 소외되어왔던 신체를 회복하여 체화된 학
습을 통해 전인교육을 성취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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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연구 설계1.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자가 가진 철학적 가정은 연구 문제와 질문을 설정하고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해석에 한 방향을 형성한다 연구자의 철학적 , (Huff, 2008). 
신념은 의 패러다임과 같은 것이며 은 Kuhn(1970) Guba & Lincoln(1994)
패러다임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으로 연구자를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 , 
체계 로 정의한다 이러한 연구의 철학적 인식론은 한 연구(belief system) . 
의 이면에 전제되어 연구를 지배하는 연구논리가 된다 조용환 본 ( , 1995). 
연구는 초등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수업 상황 맥락에서 신체 움직임
을 통합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통합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 또는 해(social constructivism) 
석주의 라고 일컫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interpretivism) . 
임은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형성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해석적 틀을 의미한다(Creswell, 2013).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연구논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한다 연구가 양적인가 질적인가의 구분은 연구기법 의 차. , ‘ ’
이가 아닌 연구를 지배하는 철학적 인식론인 연구논리 가 무엇인가에 달, ‘ ’
려있다 조용환 세상의 실체와 진리가 인간 인식 밖에서 객관적으( , 1995). 
로 존재한다고 보는 실증주의 연구논리를 가진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
구는 지식이나 진리가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 
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 연구논리에 기반한다. Rossman & 

는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Rallis(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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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하고 둘째 상호작용적이고 인본, , , 
주의적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셋째 맥락에 집중하고 넷째 미리 헤, , , , 
아리지 않고 생성적이며 다섯째 근본적으로 해석적이다 더(emergent), , . 
불어 질적 연구는 수 범주 개념 등으로의 감환 과 일반화를 , , , (reduction)
경계하고 현상을 있는 그 로 보이는 그 로 이해하며 연구의 맥락과 , 
현장의 맥락을 최 한 일치시키고자 노력한다 조용환 본 연구자( , 1999). 
는 교육학이 실천학문이며 교육 연구의 궁극적 이유는 교육 현장의 개선
이라는 최의창 의 관점을 수용하여 이해 에서 실천 으로 나아갈 (2016) “ ” “ ”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다양한 교과 수업에 신체 움직임을 통합하는 . 
교육접근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그 가치와 중요도에 비해 실제 적용이 미
흡한 실정에 있다 움직임통합접근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 .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움직임통합 수업의 현황을 이
해하고자 하는 실천적 성격을 띠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이 제시한   Creswell(2013)
다섯 가지 질적 연구 접근인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 , , , 
례연구 중 사례연구 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case study) . 
개인 소집단 조직 프로그램 등의 경계를 가진 체계로서 사례 에 , , , (case)
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상세하고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는 연구를 뜻한다(Creswell, 2013; Stake, 2005; Yin, 2009). 

은 사례연구를 특징적 기술적Merriam(1988) (particularistic), 
발견적 이라고 특징지은 바 있으며(descriptive), (heuristic) , Stake(1995)

는 사례연구는 다른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한 사례를 체계
적으로 이해하려는 우선적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사례연구의 상이 . 
되는 사회적 상으로는 한 교사나 학생 어떤 특정한 학급 학교가 될 수 , , 
있다 최의창 본 연구는 교과수업이라는 시간과 초등학교 교실이라( , 2001). 
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통합 수업과 초등교사 집단을 사례로 선
정하여 자료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사례연구의 유형에는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두는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  , 
여러 개의 사례를 살펴보는 집합적 사례연구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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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사례 자체에 초점을 두는 본질적 사례연구가 있다(Creswell, 
본 연구는 집합적 사례연구에 해당되는데 신체 움직임이 초등학교 2013). 

수업에 통합되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여러 초등교사들의 인
식 경험 요구 등을 사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중 사례를 통해 , , . 
초등학교 수업에 신체움직임이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교사들이 이에 어, 
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해한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하는 방식 움직, 
임통합을 촉진 방해 지원하는 요인 기  효과 및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 , ,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년 . 2020

월부터 년 월까지 총 개월간 크게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7 2021 6 12 , , 
진행 결과 정리의 단계를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 절, 4 . 
차와 단계는 표 와 같다< 9> .

표 연구의 절차< 9> 

첫째 이론적 탐구 단계는 년 월과 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2020 7 8 .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헌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연구 주제의 큰 

연구일정
연구단계

2020 2021
7 8 9 10 11 12 1 2 3 4 5 6

이론적 
탐구

문헌의 이론적 고찰
주제 설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설계

목적과 문제 구체화
연구 참여자 선정

질문 개발
연구 
진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정리

심층적 자료 해석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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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먼저 최근 체육교육의 교수이론적 접근 중 현. , 
상학적 접근과 건강교육의 맥락에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된 포
괄적 학교 체육 프로그램 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을 구성(CSPAP) . 
하는 학교일과 중 신체활동 중 교실 수업에서의 신체활동 통합을 의미하“ ” 
는 움직임통합이 공공보건적으로 또 현상학적으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움직임통합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미국과 .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움직임통합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국내의 통합적 
체육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뇌 과학과 학습심리. 
학적 관점에서의 신체활동의 효과 인지과학과 체화된 인지 교육에서의 , , 
체화 등을 내용으로 문헌고찰을 진행했다.

둘째 연구 설계 단계는 년 월부터 월까지 진행되었다 움직임  , 2020 8 10 . 
통합에 한 국내 초등학교 현황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과 문제
를 구체화했다 유목적적 표집법에 의해 신체활동을 교과 수업에 통합한 . 
경험이 있거나 꾸준히 통합하고 있는 초등교사들을 선정하였고 개별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을 개발하여 움직임통합에 한 교사들의 상세한 이야기
를 듣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 ,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 개발한 심층면담과 온라인 설문의 질문 목록은 . 
연구목적과 문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

셋째 연구 진행 단계에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에 걸쳐   , 2020 11 2021 3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온라인 . , 
설문 현지문서 등의 자료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에서 승인을 받은 문, (IRB)
서를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가 제. Huberman & Miles(1994)
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에 따라 자료의 조직화 자료 읽기와 메모 자료를 , , 
코드로 기술 분류 해석 의미 구조와 주제 형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 , .

넷째 결과 정리 단계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이루어졌으며   , 2021 2 2021 6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연구결과를 더 큰 추
상적 단위로 조직화하였다 자료의 해석이 개인에 머무르(Creswell, 2013). 
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해석 절차 를 따라야하기 ‘ ’
때문이다 해석한 자료는 표 그림 매트릭스 (Huberman & Miles, 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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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각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표현하였다 이후 사회적 맥락과 선행연. , 
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의 종합논의를 도출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 
출하였다.

연구 참여자2.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성장과정 직업경험 문화체험 가치관 등의 배  , , , 
경은 연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질적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자신을 . 
위치시키고 자연스럽게 연구에 연구자의 배경이 반영되게 된다, (Marshall 

는 독자들이 연구자가 어떤 배경을 & Rossman, 2010). Wolcott(2010)
가지고 주제를 탐구하는 것인지에 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본 .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연구자의 배경을 밝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밝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 나 는 어린 시절부터 신체활동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향을   , ‘ ’
가지고 있었다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육상 회 달리기 부문에서 위. · 50m 2
를 할 정도의 운동기량을 갖추고 학창시절 내내 교내 육상 회에서 우승, 
을 차지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배구부 활동을 하였으며 교육. , 
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여 배구부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 외에도 아마추. 
어 축구와 핸드볼 회 참여 지리산 종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 , 
프 등반 등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타고난 신체적 기능 . 
덕분에 운이 좋게도 운동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고 지금까
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 
아니라 긍정적 사고방식 끈기와 인내 자신감을 기르고 삶을 바라보는 태, , 
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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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장배경은 움직임통합에 한 교육적 관심의 배경이 되었다 연구  . 
자가 느낀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가치는 운동신경이 뛰어난 소수의 소유물
이 되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값졌다 인간은 움직임을 좋아하고 움직임을 . 
추구하는 존재로 모두가 신체활동을 즐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자는 체육 수업시간에 국한된 신체활동을 확장하여 모든 교과
에서 신체활동을 경험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을 통해 신체활동에 내재한 신
체적 인지적 정의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 ,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연구자 나 는 현재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년차   , ‘ ’ 5 3
교사이다 임용고시 차 면접을 준비할 때 만들고 싶은 교실에 해서 고. 2
민한 기억이 있다 당시 핀란드 헬싱키의 파이반케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움직이는 교실 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에 ‘ ’
참여하여 여러 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결심
을 하였다 발령을 받고 시도한 첫 번째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년 수학 수. 3
업이었다 릴레이 형식으로 달리기 주자가 숫자판을 가지고 오고 개의 숫. 3
자판이 모이면 팀원과 상의하여 가장 큰 결과 값을 가질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를 만든다 곱셈의 결과가 가장 큰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 . .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만족스러웠지만 모든 교과 수업을 준비하는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 한 차시 수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부담
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한 신념. , 
을 바탕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다 더 나아가 . 
교사 개인의 지속가능한 움직임통합 수업을 위해 학교와 학년 내의 협력
적 분위기와 교구 환경 연수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 .

초등교사로서 연구자 본인이 겪은 움직임통합의 교육경험은 교육현장에   
한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높이고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현장개선을 염두에 둔 현장실천가로서 사명감을 가. , 
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었고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느낀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 여러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시도한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통합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움직임통합을 촉진 방해하는 요소와 교육적 장점을 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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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장 개선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 연구자. 
는 개인의 경험에 기 어 섣불리 현상을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항
상 유의하였고 여러 교사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 
데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였다.

셋째 연구자 나 는 현재 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  , ‘ ’
자이다 통합적 체육교육과 체육교과를 통한 전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 
학원에 입학하여 교직 년차부터 학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후 체육 교수2 . 
학습 이론과 교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체육과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
를 했다 그 과정에서 초등체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직면한 몇몇 어. 
려움에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본 연구자는 초등체육의 실천가이자 동시에 . 
연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초등체육을 통해 초등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실천적 렌즈와 학문적 렌즈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나 연구 참여 교사.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맞는 가장 충실한 예를 가지
고 있어야 하며 연구 질문에 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 김영천( , 2006;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반교사 집단과 핵심교사 집단으로 Padgett, 1998). 
나뉜다 먼저 일반교사 집단은 움직임통합에 한 초등교사의 전반적 의. , 
식 수준과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개방형 설문에 참여하는 초등교사로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사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평균적. 
인 교육현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 
위해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급의 초등학교의 교사에게 설문을 요청하여 50

부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초등체육 관련 채팅방에 설문. SNS 
을 공유하여 나머지 설문 참여 교사를 모집하였다 국내 개 시도교육청에 . 8
소속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명의 초등교사가 온라인 개방형 설문에 참53
여하였으며 설문 참여 일반교사 정보는 표 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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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직경력은 년 이하 명 년 명 년 명 년 5 18 , 6~10 9 , 11~20 17 , 21
이상 명으로 확인되었다9 .

표 설문 참여 일반교사 정보< 10> 

다음으로 핵심교사 집단은 이 제안한 유목적적 표집 방법  , Patton(2002)
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사 명으로 구성하였다(purposeful sampling) 12 . 

유목적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 사례를 의
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 질문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초등학교 수업에 신체활동을 녹여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집중적. 
으로 탐구하기 위해 신체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핵심교사 집단을 상으로 개별 심. 
층면담을 진행하고 현지문서 및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해 수업시간에 신
체활동을 통합하는 양상을 구체적이고 면 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핵심교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급 또는 급 정교  . , 2 1
사 자격을 가진 교육경력 년 이상의 교사이다 둘째 신체활동을 교과수5 . , 
업에 통합한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움직임통합을 간헐적으로 활용하는 교. 
사부터 움직임통합에 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교사까
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인정한다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통합이 존. 
재하고 통합의 정도도 상이하여 여러 가지 움직임통합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직 . , 
경력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력과 성별의 교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거나 신체활동 관련 교육활동을 온라인 개인 채널에 탑재하거나, , 
교사 연수를 하거나 신체활동이 통합된 학급경영이나 교육활동에 관련한 , 
서적 출판하였거나 신체활동 증진을 지원하는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체육 , ,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등의 경험을 가진 초등교사들을 선정하

남자 여자 합계

설문참여인원 20 3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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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만 열거된 사례는 연구 참여자가 모두 만족해야하는 조건이 아니. , 
라 움직임통합을 시도하는 교사들이 가질만한 특징의 예시임을 밝힌다 이. 
와 동시에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추천 받는 방식인 눈덩이 
굴리기 전략을 통해 연구 참여 핵심교사를 지속적으로 추가 선(snowball) 
정하였다 연구자는 혁신학교 온라인 포털 사이트 연구교사 교사학습공. , , , 
동체 책 등의 채널을 통해 연구 참여 후보자를 조사하고 연락을 시도하여 , 
핵심교사를 섭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핵심교사 집. 
단의 정보는 다음 표 과 같다< 11> .

표 연구 참여 핵심교사 정보< 11> 

순 성명 성별 교육경력 심화전공 학력 관심분야

1 강보름 여 년차21 실과교육 석사 음악 오르프교육

2 김태양 여 년차16 국어교육 석사 발도르프 교육

3 나금성 남 년차12 실과교육 학사 좋은 수업과 놀이

4 성지구 남 년차13 과학교육 석사 체육교육과 학생참여교육

5 송해왕 남 년차21 국어교육 석사 좋은 수업과 연극

6 신수성 남 년차12 사회교육 석사 체험형 역사교육

7 이화성 남 년차20 수학교육 석사 실생활 수학교육

8 장토성 남 년차7 미술교육 석사 체육 표현활동 영역

9 정목성 남 년차10 국어교육 석사 움직이는 수학교육

10 주혜성 여 년차35 실과교육 학사 혁신학교 교육과 음악교육

11 허천왕 남 년차28 교육학과 학사 학습놀이와 학급경영

12 홍우주 여 년차9 체육교육 석사 여학생 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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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3. 

사례연구는 사례에 한 심층 묘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한다 은 기록물 면접 직접 관찰 참여관(Creswell, 2013). Yin(2009) , , , 
찰 물리적 인공물 등 여섯 가지 형태의 자료수집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움직임통합을 적
용한 수업 사례들을 탐색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고
자 했다 일반교사 집단을 상으로 온라인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핵심. , 
교사 집단에 한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동시에 교수 학습 지도안. · , 
수업 계획안 및 결과물 교사 일지 학생 활동지 등의 현지문서와 교사 집, , 
필 서적 온라인 수업 공유자료 등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 
께 수집하였다.

  가 심층면담.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이  
다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면담은 연구 상에 한 심층( , , , , 2018). 
적 정보와 이해를 얻기 위해 목적성을 가진 화로 연구 참여자의 신념과 
행동을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구방법이 된다 김영천( ,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 내에서 교Bogdan & Biklen, 2007). 
사들이 신체활동을 수업시간에 통합하는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주요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면담이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협력  
은 필수적이다 면담 참여자와 공감(Marshall & Rossman, 2010). 

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에 한 가벼운 (rapport)
화로 면담을 시작했다 면담 중에는 연구 참여자의 말에 경청하고 따뜻한 . 
자세로 공감하는 태도를 갖추었다 면접 장소와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편. 
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와 때로 정하였다 핵심교사 집단과의 개별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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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총 회 분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면담을 1~2 , 70~100
요청하여 진행했다 면담 질문지는 면담 이전에 제공하여 미리 주제에 . 
해 생각을 정리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의 , 
내용을 녹음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면담 가이드와 원활한 면담을   
돕는 시각 보조물을 활용하였고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보충 및 추가 질문을 했다 심층면담을 위한 가이드는 선행연구 분석과 초. 
등교사들과의 생생한 화를 바탕으로 현장에 한 실제적 이해를 반영하
여 구성하였다 면담의 질문은 이 제시한 기술적 질문 구. Spradley(1979) , 
조적 질문 조 질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개발하, 
였다 최종적인 면담 가이드는 사전조사 와 전문가 그룹과의 . (pilot testing)
상의를 거쳐 완성하였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면담 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 
수정 및 보완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신체활동에 한 가치와 교육관에 . (1) 

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 연구 참여자가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 (2) 
는 방식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 연구 참여, (3) , (4) 
자가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는 표 와 같다, < 12> .

표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12> 
구분 질문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신체활동에 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 
- 신체활동은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학교에서의 학생 신체활동○ 
-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돌아갈 때까지 참여하는 하루 신체활동

에 해 말씀해주세요.
-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한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신체활동에 한 교육관○ 

-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전반에 신체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고 생각하시나요?

- 신체활동에 한 선생님의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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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통합 방식

움직임통합 수업의 준비○ 
-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활동을 구성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나요?
수업 중 신체움직임○ 

-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 
해 생각나는 로 말씀해주세요.
수업에서의 신체움직임 통합 방법○ 

- 어떤 과목 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 어떤 종류의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시나요?
- 수업의 어떤 단계와 상황에서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시나요?
- 수업시간에 통합하는 신체움직임은 학습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

나요?
-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의 참여를 위해 교실 환경을 조

성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움직임통합 
수업에 

대한 인식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연구 참여자의 가치판단○ 
- 선생님께서는 신체움직임을 학습활동에 통합시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움직임통합 수업의 촉진요인○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포함시키는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움직임통합 수업의 방해요인○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할 때 느끼는 제약이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나요?
움직임통합 수업의 지원요인○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는 이유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 초등교사가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경험하는 방해
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 
- 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활용할 때 어떤 효과를 기 하시나요?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여 실제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나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난점○ 



- 78 -

  나 온라인 개방형 설문.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로 인해 비 면 방식의 소통이 선호도가 높고 -19 , 
제약 없이 더 많은 초등교사를 상으로 설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로 하. 
여금 비위협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제에 해 더 깊
은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움직임통합에 한 생각과 실천 경험과 관련한 질문으(Creswell, 2013). 
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선택형과 서술형 질문을 모두 활용하였다.

표 온라인 개방형 설문의 주요 내용< 13> 

- 신체움직임을 포함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어떤 교육적
인 어려움을 느꼈나요?

- 교육적 측면에서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타

- 신체움직임이나 신체활동이 곧 앎이고 학습이라는 말에 동의하
십니까?

- 인지가 뇌 몸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체화된 인지- -
에 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해본 ? 
적이 있나요 아니라면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

구분 설문 내용

움직임통합
방식

" 선생님께서는 신체움직임이 통합된 수업을 얼마나 자주 하십
니까 체육수업을 제외한 교과수업 상?( )

" 주로 어떤 종류의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십니까?
" 주로 어떤 교과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십니까?
" 수업의 절차 및 단계 중 신체움직임을 주로 활용하는 단계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중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을 떠오르

는 로 설명해주십시오.
" 수업에 활용되는 신체움직임은 학습내용과 주로 어떤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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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시키는 가장 교육적으로 적절한 방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체움직임을 통합한 수업을 준비할 때 주로 어떻게 수업 아

이디어를 얻으십니까?

움직임통합 
수업에 

대한 인식

"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어떤 동기와 이유에서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십니까?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할 때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

까?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할 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 수업에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시는 데에 관심과 실천의
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
끼십니까?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여 기 하는 교육적 장점은 무엇
입니까?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할 때 느낀 교육적 어려움에는 무엇
이 있었습니까?

"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움직임통합 
수업에 

대한 생각

" 신체움직임이나 신체활동이 곧 앎이고 학습이라는 말에 동의
하십니까?

" 인지가 뇌 몸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체화- - ‘
체현 된 인지 개념에 해서 알고 계십니까( ) ’ ?

" 교수학습자료와 연수에 한 지원이 있다면 체화된 인지 개념
을 반영하여 수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 신체움직임을 활용하는 초등수업에 한 의견과 생각을 자유
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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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지문서. 

현지문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거나 관련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문서 자료로서 개인문서 공적문서 각종 인공물 연구를 위해 작성, , , 
된 문서 온라인 형태 등의 문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 (Merriam, 2009). 
신체활동을 통합한 수업에 관한 수업 계획안 학습 활동 자료 평가 자료, , , 
일지 사진 영상 연구 보고서 공적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 , , , 
수집했다 현지문서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활용. 
되었다 핵심교사가 저술한 서적이 있는 경우 신체움직임을 학습활동에 활. 
용하는 방식을 미리 살펴보며 움직임통합에 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심층면담을 준비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그림 현지문서 수집[ 6] 

 

 라 온라인 자료. 

온라인 형태의 문서의 예로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각종 웹   
사이트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모, , 
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는 텍스트 등이 있다 유기웅 등 온라인 자료( , 2018). 
는 더욱 풍부한 사진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주제, 
에 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 로 인해 전국 . -19

활동자료 평가자료· 일지 수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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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사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
작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 자료물들이 공유 사이트에 활발히 게시되고 있
다 본 연구는 핵심교사들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고. , 
역으로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핵심교사와 최초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핵심교사들의 수업 동영상이 담긴 온라인 자료는 움직임통합 수업을 , 
관찰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자료는 사생활 보호 저작권 진실성. , , , 
신뢰도와 같은 윤리적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수집되었다.

그림 온라인 자료[ 7] 

자료 분석 및 해석4.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체로 수집된 자료를 의미 있는 조각들로 
묶어 이름을 붙이는 코딩의 과정을 거치고 코딩된 것을 더 큰 범주나 주
제로 묶은 후 시각 자료로 조직화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Creswell, 2013). 
러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에서 수집 방법에 비해 분석 방법에 한 
관심과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조용환 이에 ( , 1999). Strauss(1987)
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open coding), (axial coding), (selective 

을 제시하며 질적 연구방법의 한 접근인 근거이론에서의 분석 방coding)
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가 문화기술적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  Wolcott(1994)
로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 의 과(description), (analysis), (interpretation)

온라인 수업 및 교사 공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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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분석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 , “
보게 하는 일 이다 현장에서 수집하는 자료를 독자에(see) ” (Wolcott, 1994). 
게 최 한 있는 그 로 전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제스처 표정 어‘ ’ , , 
조 웃음 등을 메모하여 생생하게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 . 
으면서 연구목적에 부합한 방향으로 계열화하고 의미 있는 부분에는 따로 
분석적 메모를 남겼다.

두 번째로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 하는 일 이다  , “ (know) ”
해석의 준비 단계인 분석은 원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Wolcott, 1994). 

고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Padgett, 1998). 
교분석법 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constant comparison method) .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으로 요약할 수 있‘ ’, ‘ ’, ‘ ’
다 유기웅 등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 원자료를 읽으며 중요하다( , 2018). , 
고 여겨지는 부분에 초기 코드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범주화 단계에서 비. , 
슷한 초기 코딩을 묶어 분류하고 상위 범주에 이름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 
범주 확인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범주가 사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범주를 수정하고 확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딩의 . 
과정을 통해 개념과 범주 범주와 범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미 구조, 
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를 이해하게  , “
하는 일 이다 해석은 자료의 의미를 추상(understand) ” (Wolcott, 1994). 

화하고 분석 결과를 독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일
이다 조용환 는 기술이 자료를 변( , 1999; Creswell, 2012). Wolcott(1994)
환 하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자료를 초월 하는 작업(transform) (transcend)
이며 분석이 비교 에 의존한다면 해석은 비유 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 ’ ‘ ’ . 
해석의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의 사회적 맥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분석 결과의 원인과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신. , 
체움직임이 초등수업에 통합되는 방식과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초등교사
들의 인식을 연구 참여자와 독자가 타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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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5. 

  가 연구의 진실성. 

타당도와 신뢰도의 체계적 개념화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양적 연구  
에 반해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의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된다는 점에
서 연구의 타당성에 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는 우. Tracy(2010)
수한 질적 연구 결과를 위한 가지 공통 기준에 진실성 과 신뢰8 (sincerity)
성 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은 타(credibility) , Creswell(2013)
당성 의 개념으로 연구의 가치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validation) .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 ’, ‘
검토 동료 간 협의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 .

첫째 삼각검증법 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여  , (triangulation)
러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김영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 , 2006).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상에 한 탐색과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층 면담 온라인 개방(Mathison, 1988). , 
형 설문 현지문서 온라인 자료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 , 
교하면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구성원 간 검토 작업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 (member check) 
와 해석에 한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요청하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전사하고 요약한 결과를 연구 참(Creswell, 2013). 
여자와 공유하여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
고 연구 참여자 중 몇 사람을 선택하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요청하
여 이해의 간극을 줄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 
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와 왜곡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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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료 간 협의 는 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  , (peer debriefing) 1
법 절차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악마의 변인 으로서의 동료 연, , ‘ ’
구자의 의견을 묻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김영천( , 2006). 
본 연구는 스포츠 교육학에 한 식견과 질적 연구에 한 경험이 풍부한 
동료 연구자를 표 와 같이 선정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조언< 14>
을 얻었다 전체 연구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 동료의 전문적 의견을 . 
요청하고 반영하여 연구자의 주관성과 선입견이 가져올 수 있는 편향된 
해석의 위험을 방지했다.

표 전문가 그룹 정보< 14> 

  나 연구의 윤리.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
해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교육CITI (Collaborative Institutional 

을 년 월 일에 이수하였다 또한Training Initiative Program) 2020 5 20 . ,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 에서 연구 계획 심의를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뢰하였고 년 월 일에 승인 받았다 이후 승인 2021 1 25 (No.2101/003-019) . 
문서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에. 
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한 자료를 부호화 암호화 무기, , 
명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자료 수집 및 . , 
분석 결과 보고에 걸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유의하며 연구에 임하였다.

성명 성별 나이 직위 학력
최인성 남 55 교수 체육학 박사
이의성 여 47 교수 체육학 박사
정예성 남 40 교수 체육학 박사
손지성 남 40 교사 체육학 박사
이신성 여 28 교사 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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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초등교사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초등수업에 신체움직임이 통합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재구성
한다 먼저 초등교사가 신체움직임을 교과수업에 어떻게 통합하는지 자. , 
세히 알아본다 결과 교육내용 학생 교사의 역할과 신체움직임과의 ( 1). , ,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움직임통합을 분석한다 이후 수업을 .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의 교육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 내부에
서부터 교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까지에 걸쳐 살펴본다 결과 신체움( 2). 
직임이 수업에 통합되는 방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인식 및 환
경 조건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초등교사들이 움직임통합 수업을 실천, 
하며 경험한 교육적 장점과 난점을 제시한다 결과 초등수업에서 움( 3). 
직임통합 실천모습과 교사들의 실천요인 그 결과로서 교육적 성과 및 , 
어려움은 수업 전 중 후에 서로 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임통, , 
합 수업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움직임통합 수업의 실천모습1. 

움직임통합 수업의 실천은 고의적 신체활동과 우연적 신체활동  (Russ et 
교과내용과 관련한 움직임을 활용한 전략과 관련되지 않은 움al., 2017), 

직임을 활용한 전략(Chandler & Tricot, 2015; Webster et al., 2017), 
학습내용과 별개인 움직임과 학습내용에 결합된 움직임과 학습내용에 통합
된 움직임(Jørgensen & Troelsen, 2017; Madsen & Aggerholm, 2020
에서 재인용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되어 설명된다 또는 체화적 움) . 
직임통합을 위해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동사형 움직임으로 움
직임통합의 실천 모습을 설명하기도 한다 움직임(Madsen et al., 2020). 
통합의 형태를 설명하는 방법은 어떤 교육적 관점을 가지는가를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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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체활동이 수업시간에 얼마나 통합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건강보건의 
관점 내용요소를 학습하기 위해 신체움직임을 어떻게 통합시킬지에 관심, 
을 갖는 교과교육적 관점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신체움직임이 어떤 ,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집중하는 체화된 인지학습의 관점이 그 예이다.

하지만 현장의 초등교사들은 여러 관점을 가지고 신체움직임을 수업  , 
에 도입한다 때문에 한 가지 관점만을 변하여 움직임통합의 종류를 . ,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움직임통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움직임통합을 바라보는 렌즈의 거름망이 지나치게 , 
크거나 작아 신체활동 유형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담는지 설명하지 못한
다 본 연구는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두 관점을 모두 아울러 움직임통합 . 
실천 유형을 구축하고 움직임통합 유형에 교육목적 내용 방법의 성격, , , 
을 반영하여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일반 교과수업 내에 신체움직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과학습내용과 신체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의도하고 수업을 설계하
지 않으면 체육수업인지 타 교과수업인지 교육목적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
황에 놓인다 더 나아가 교사는 자신이 계획한 수업에서 학생의 움직임이 .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익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움직. 
임통합 논의가 건강 심리학 행동인지과학 등의 과학적 분야에 근원하여 , , 
교육 분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접근과 해석이 어렵지만 꼭 거, 
쳐야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Madsen & Aggerholm, 2020).

은 의 도야이론적 을 개  Madsen & Aggerholm(2020) Klafki ‘ Didaktik’
념적 틀의 중심에 두고 움직임통합 유형을 세 가지 빌둥의 관점에서 설명
한다 독일과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는 중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의 .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은 교수법의 관점에서 교육 전체를 Didaktik
조망하는 이론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사실상 분리될 수 없고 교육내
용에 한 이해와 성찰이 최우선으로 중시되어야함을 이야기한다 김승호( , 

은 수업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교사 학생 교수 학습 2014). Didaktik , , ·
지식간의 세 방향의 관계로 정의된다 교수 학습의 (Amade-Escot, 2006). ·
이론과 실천으로서 의 분석틀은 이 가장 일반Didaktik Didaktik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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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도야이론적 은 훌륭한 인간을 길러낸다(Gundem, 2000). Didaktik
는 해방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과 학생이 조화로운 일관성을 가져야함을 암시한다 이에 본 장은 . 

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교육적 Didaktik triangle
접근과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세 가지 교육요소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암묵적 명시적 상호, 
작용의 역동성을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이다(Amade-Escot, 2006).

본 장에서는 초등수업에 사용되는 움직임통합의 실천을 살펴보고 여러   
유형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각 움직임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의 종류. 
와 사례를 살펴본 후 교육적 특징을 알아본다 을 이루. Didaktik triangle
는 세 가지 교육요소인 교육내용 학생 교사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 
서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왜 가르치는“ ?(what)”, “ ?(how)”, “
가 누가 가르치는가?(why)”, “ (by whom)?”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 유형을 
분석한다 교육내용 학생 교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발견한다면 . , , 
교육활동이 신체움직임과 교육적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한 가지 요소가 우세하여 다른 요소들이 수동적. , 
으로 따라가는 일방적인 영향관계를 발견한다면 교육활동의 목적 내용, , 
방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세 주체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림 [ 8] Didaktik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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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움직임통합의 유형  . 

초등교사들이 실천하는 움직임통합의 모습은 무척 다양했다 공통적인   . 
특징을 중심으로 비슷한 수업활동을 묶는다면 전반적인 움직임통합의 실천 
유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총 열 종류의 움직임통합 유형이 초등교사의 . 
움직임통합수업에서 발견되었다 교육내용 학생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 , , 
단순한 유형부터 복잡한 유형의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율동형1) 

율동형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과 별개로 일정하게 정해진 신체움직임을   
일제히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알려준 신체동작. 
을 따라하며 수업 시작 전과 수업 중에 걸쳐 신체활동에 참여하였다 율동. 
형 움직임통합의 종류에는 스트레칭 리듬치기 춤 안무가 있었다, , .

첫 번째로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학생들과   , 스트레칭을 
했다 마치 체육활동 전에 준비운동을 하듯이 교사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 
전에 두뇌활동을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스트레칭을 하였다 같은 동작을 따. 
라하는 스트레칭 루틴이 교실 신체활동의 문화가 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
기도 했다 교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스트레칭을 한 후 학생들의 집중력. 
이 향상되었고 교실 분위기가 더 밝아졌다 홍우주 교사는 수업 중 학생. 
들의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스트레칭을 시작하여 자세를 개선하고 학습
을 위한 분위기로 전환하였다 스트레칭은 수업시간에 포함되어 가벼운 . 
신체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뇌에 휴식시간을 주고 다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보통� 우리� 교실에서� 년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등교를� 하고1 정규수업시간� 한� 분� 전에� 5
서� 한번� 분에서� 분� 사이에� 늘� 같은� 스트레칭을� 해요5 10 .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집에서� 일어�
난� 후� 학교� 와서� 학습을� 들어가기� 위한� 대한� 웜업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
해서� 두뇌활동을� 깨운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아이들.�
에게� 신체활동� 에너지를�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생활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 중략 어쨌든�.� ( )� 경험상으로� 고학년을� 하면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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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하고� 학습분위기�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해왕 심층면담( ,� )

수업하기� 전� 아침시간에 교시� 시작� 전에�,� 1 브레인� 짐이란� 것을� 했었어요 한� 교수님� 책을�.�
상담학회� 같은� 데서� 보고� 저런� 것도� 하는구나� 알았어요.� 아이들� 신체활동을� 미리� 해놓고�
학습을� 시작하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하고� 교시를� 시작했어요1 .

신수성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 리듬치기를 지시했다 학생들은 손바닥. , 
무릎 어깨 등을 활용한 신체타악기로 리듬을 쳤다 학생들의 주의를 교사, . 
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구호로 리듬치기를 하거나 스트레칭과 동일한 이유
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리듬치기를 통합했다 또한 학생 간 협. , 
력을 유도하고 수업시간 중간에 주의환기를 하기 위해 리듬치기를 활용하
였다 박수치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미리 정해둔 박수 규칙을 . 
반복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작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 박수를 쳤다. 
더 다양한 종류의 리듬치기에는 춤을 엮은 리듬치기나 두 명이서 마주보
고 하는 손인사 가 있었다 나금성 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하(handshakes) . 
여 교실에 입장할 때와 하교하여 교실을 퇴장할 때 학생이 원하는 손인사
를 하고 유쾌한 관계와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제� 도전하기� 박수치기로� 만들어서� 일단은�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모두� 이게� 똑같이� 맞아야
한다고� 해요 누가� 하나� 삑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더� 나거나� 박자를 잊어버리면�.� ( )�
탈락이예요 은� 딱 는� 딱딱 은� 딱딱딱 가� 딱� 딱� 딱� 딱 가� 딱딱� 딱딲딲 그래서�.� 1 ,� 2 ,� 3 ,� 4 ,� 5 .� 6
은� 더하기� 이니까� 딱딱� 딱딱딱� 딱 처음에� 이걸�5� 1 .� 도입했을� 때에는� 건강도� 있지만� 아이들�
관계성을� 좋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도를� 했는�
데� 애들이� 잘� 하더라구요 안� 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가르쳐주고 애들이� 다� 참여해야.� .�
지� 목표지점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르쳐주는데 근데�.� 수학시간에� 했던� 이유가� 연구
결과에서도� 수학을� 하기� 전에� 운동을� 시켰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예�
를� 들어� 국어� 성적이� 낮으면� 국어시간� 전에� 체육시간을� 넣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넣었죠.

이화성 심층면담( ,� )

소년의� 심리학을� 보면� 남자� 초등학생들이� 분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요 분에� 한� 번�40 .� 20
씩� 일어나�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
이상하게� 박수치는� 게� 있거든요 몸으로� 리듬을� 만들어요 바디� 클레이라고� 라킹이란� 춤에.� .�
서� 많이� 쓰는건데.� 발을� 구르기도� 하고� 몸을� 치기도� 하며� 박자를� 만드는 발을� 구르고� 양�(
손을� 순서대로� 어깨를� 치고� 박수를� 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해서� 수업� 중간에�)�
집중력이� 흐려진� 것� 같다던가� 지루할� 수� 있는� 수업에� 가끔� 해주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확��

되는� 느낌을� 저는� 제� 스스로� 받았었어요 이게� 별� 게� 아닌데� 열이� 확� 오르거든요refresh� .� .�
장토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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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 춤 안무를 교실수업에 통합했다 노래를 부르며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춤 안무를 활용하여 주의집중을 유도하고 즐거운 학급분위기
를 만들었다 레크리에이션의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활동으로 춤 안무. 
을 도입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연습하거나 치어리. 
딩 춤을 배워 교내 방송에 소개하고 학예회 또는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다 율동형 움직임통합으로서 춤 안무의 내용은 학습개념과 관련이 . 
적었고 노래 가사 또는 리듬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의 성격이 강
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주로� 주의집중으로� 율동이� 많이� 이용되죠 또� 아이들이�.� 학교를� 즐
거운� 곳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저는�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어서� 저학년할� 때� 그거를� 무조�
건� 하거든요 좀� 우스꽝스러운거 중략 애들이� 정말� 깔깔� 거리며� 웃어요 실연 뭐� 이런�.� .� ( )� .� ( )�
식으로� 하면� 얘들이� 정말� 집에� 가서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혜성 심층면담( ,� )

제가� 치어리딩� 연수를� 들었어요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년� 연속� 저희반� 아이들을� 데리고�.� 2
아침에� 왔을� 때� 치어리딩을� 가르쳤어요.� 아침에� 동작을� 조금씩� 한� 줄 두� 줄� 정도는� 아침,�
에� 같이� 배우고 그걸� 익힌� 다음에� 좀� 더� 연결시켜� 가지고� 늘려보고� 학기� 발표회� 같은� 데� 2
서� 무대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중략 월드비전인가� 어디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 )� .� 노래에� 맞
춰서� 춤을� 춰서� 표현활동을� 해서� 영상을� 올려요.

홍우주 심층면담( ,� )

레크리에이션� 연수를� 받으러� 갔어요 여름� 내내�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제일� 먼
저� 했던� 것이� 율동 박수� 등을� 먼저� 했어요,� . 되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저한테� 엄청�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특히� 초반에� 어색했는데�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저랑� 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율동이나� 노래� 이런� 것들을� 했어요.

허천왕 심층면담( ,� )

율동형 움직임통합은 수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  . 
영어사용권 국가는 율동형 움직임통합을 위해 활동자료 가이드와 종합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업시간이나 학습전환을 할 때 독립적으로 사용할 . 
수 있는 분에서 분 이내의 신체활동 쉬는 시간으로 개발된 활동들에는 1 10
Activity Bursts in the Classroom for Fitness, Instant Recess, 

이 있다 이들은 영Just-a-Minute, Bizzy Break! (Webster et al., 2015). 
어자료이며 부분 유료라서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국내 초등.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배운 요가 필라테스 등의 운동지식 교사 연수에서 , , 



- 91 -

배운 활동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실수업에 율동형 신체, 
움직임을 통합하고 있었다.

율동형 움직임통합은 정해진 신체동작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반  
복하고 학습내용과 관련이 적은 신체움직임이 개별적으로 통합된다는 공통
점을 가진다 스트레칭 박수 율동 등 짧은 시간동안 가볍게 혼자 수행할 . , , 
수 있는 개인적 신체움직임이 학습내용 이 되었다 교사는 신체움직(what) . 
임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모든 학생이 오차 없이 똑같은 활동을 반
복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활동의 목적은 인지기능 향상 주의집중(how). , , 
즐거움 협동심 관계 증진 등이 있었다 교사는 교관의 역할, , (why). (by 

을 했고 학생은 충실하게 명령에 따랐다 교육내용은 크게 변하지 whom) . 
않고 정해진 형식 내에서 약간씩 변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 학. , 
생 교사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교수 분석을 할 수 있다, .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손인사를 선택하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신체움직임, 
을 창작하는 경우 학생은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림 율동형 움직임통합[ 9] 

전환형    2) 

전환형 움직임통합은 학습활동전환 수업환경변화 등의 수업과정에 걸쳐   , 
자연스럽게 신체움직임이 발생하여 학습내용과 별개로 통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거나 학습 형태를 바꿀 때 학생들은 자리를 . 
이동하거나 전환을 위해 정해진 신체활동 규칙을 따랐다 전환형 움직임통. 

스트레칭 리듬치기 춤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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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학생의 움직임에 한 교사의 의도가 반영되기도 하고 교사의 의도 
없이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종류에는 학생중심수업 시작과 마무. , 
리의 루틴 동선 변형이 있었다, .

첫 번째로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수업 등의   , , , 학생중심수업에
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 학생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 
학생배움중심 수업이 초등교육 현장의 분위기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학급의 
수업 분위기도 다양해졌다 교사의 직접적 교수 방식에 사용되는 시간이 . 
줄어들고 학생이 학습할 개념에 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설명하는 시
간이 늘어난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협동. 
학습 기법을 사용하였다 직소모형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학습주제를 공. 
부하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다른 장소에 가서 설명하였다 학년 전체가 . 
프로젝트학습을 할 때는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반을 이동하여 전문가그
룹이 되어 학습한 후 다시 자기가 속한 반에 돌아와 내용을 공유하였다. 
교실 내 연극 문화예술 과학탐구 등의 프로젝트에서도 학생이 주도적으, , 
로 학습의 방향을 정하여 움직였다 문제해결학습에서 학생들은 짝 또는 . 
모둠 친구들과 문제를 상의하였고 거꾸로 수업에서 영상에서 알게 된 새, 
로운 지식을 적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 학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실 또는 학교 공간을 여러 구역 스테이션 으로 적절( )
히 나누어 활용하였다 다양한 방식의 학생중심수업은 학생들을 능동적으. 
로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짝과 모둠 친구, 
를 만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사회시간에� 마을� 활동이라고� 해서� 교실이� 한� 마을이� 되어요 애들� 다� 직업이� 있어요 공무.� .�
원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자기� 구역에� 땅을� 사요 중략 여기�.� ( )�
신체활동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공간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해졌다� 정도� 인거� 말고는 중략.� ( )�
협동학습� 형태를� 잘� 사용하거든요 직소모형�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직소모형을�.�
사용하면� 전문가� 학습이랑� 할� 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장토성 심층면담( ,� )

지속가능� 실천� 프로젝트를� 했는데� 반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요 반� 선생님은� 빈곤 반� 선.� 1 ,� 2
생님은� 영양 반� 선생님은� 건강 기후� 등등 아이들이� 일곱� 가지� 주제� 중� 원하는� 걸� 선택,� 3 ,� .�
해서� 우리� 반을� 나와서� 반을� 바꿔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반� 애들이� 우리� 반�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반� 돌아가서� 발표를� 하는거죠. 중략 어떤�� ( )� 주제별로� 자기
가� 탐구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듣는� 이동수업은� 정말� 자주� 해요.

주혜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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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수업이나 활동을   ,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의 신체활동 루틴을 
통해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하였다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하거나 정해진 . 
신체동작과 자세를 취하는 등의 신체움직임 규칙을 활동 전후에 행하는 
것이다 시작과 마무리의 루틴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와 협력하며 유 감을 .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전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를 전환할 수 있다 교사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보며 어떤 모둠과 . 
학생이 활동을 마무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양 교사는 교시 시. 1
작 전 아침활동시간에 원 형을 만들어 친구와 마주보고 분 동안 간10
단한 손 발 움직임을 통해 하루의 학습을 열었다, .

학년� 위주로�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1,2 ?� 책상� 위치를� 옮길� 때� 노래를� 부른다던가.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을� 알리고� 좀� 더� 모둠� 친구들의� 단합을� 이끌�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박수� 박자를� 제시하고� 중간에� 바꾸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좀� 더� 단합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활동이� 끝나갈� 때� 제가� 확인하기도� 좋죠� .

정목성 심층면담( ,� )

세 번째로 교사는 의도적으로 교실환경을 바꾸어 학생들이 이동하는   , 동
선을 변형하였다 책상과 의자의 위치를 바꾸어 학생들이 장애물을 피하기 . 
위해 몸의 방향을 바꾸고 높낮이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실의 공간 . , 
구조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짐볼 의자 자전거 페달 책상 스탠딩 책상 균형 방. , , , , 
석 등의 보조교구는 정적인 학습 상황에서 좀 더 활동적인 수업참여를 유
도했다 반 로 교사의 의도에 따라 동선은 짧게 변형되기도 하였다 예. , . 
를 들어 학습활동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선을 짧게 만, 
들어 학생의 효율적인 주의전환을 시도했다.

학년을� 할� 경우에는� 정식� 수업� 전에도� 책상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의자를� 뭐� 장애물처럼�1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바로� 이런� 저런� 장애물을� 넘으면서� 움직이는� 활동도� 했죠.

김태양 심층면담( ,� )

제� 책상을� 뒤로� 빼고� 가운데는� 수업할� 수� 있는� 작은� 티� 테이블과� 의자� 하나만� 놓아요 일.�
은� 뒤에서� 하고� 보통� 책상은� 여기까지� 있고� 그� 뒤에� 사물함까지의� 거리에서� 아이들이�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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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이걸� 좀� 앞으로� 보내주자 교실은� 아이들의� 공간이니까� 칠판� 앞으로� 할� 수� 있게�.� .�
해주자 해서� 이렇게� 환경에� 변화를� 주고�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혼� .�
자하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활동이라서.� .

정목성 심층면담( ,� )

움직임에 한 교사의 안내가 없으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체움직임은 활동적인 학생중심수업에 우연적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전환형 움직임통합을 적절히 이용하면 어떤 수업이든 존재하는 전, 
환의 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예로 교사들은 학습을 전환할 . 
때 확실한 움직임 신호와 규칙을 만들어 신체활동을 통합하였다 집중시간. 
이 짧은 초등학생을 상으로 한 수업은 중등학교 수업과 비교하여 전환
이 빈번하다 학습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교사들은 분의 수업 내에서 . 40

번에서 번 이상 학습 형태와 양식을 전환한다 전환형 움직임통합은 자2 3 . 
투리 전환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
적이다.

전환형 움직임통합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제한적이고 가벼운   
신체움직임이 학습과정에 걸쳐 뒤따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걷기 일어서. , 
기 잡기 굽히기 등 비정형적인 여러 신체움직임이 소규모로 통합되었다, ,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체움직임을 당연하게 여겨 지도의 상으로 (what). 
인식하지 못하거나 환경을 변형하여 움직임을 조정하고 기계적으로 반복, 
할 수 있는 수업 습관으로 만들어 학기 초에 연습하고 반복하도록 하였다

전환형 움직임통합에서 전환움직임 자체는 목표가 아니라 활동적(how). 
이고 주의집중도가 높은 수업을 위한 무의식적 부산물 또는 과정적 장치
가 되었다 교사는 학습을 전환할 때 신체움직임을 최적화하여 학생(why). 
들이 주의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 을 (by whom)
수행했다 전환형 움직임통합에서 교육내용 학생 교사 사이의 연결성은 . , , 
미미했다 교육의 세 요소 모두 무력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영향을 거의 주. 
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가 전환형 움직임에 한 구체적인 . , 
계획을 세워 수업에 도입한다면 학생의 신체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내용을 상징하는 전환움직임을 통합한다면 교. , 
육내용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구리의 한 살이를 배우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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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업에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때 개구리가 되는 올챙이를 몸으로 표
현하는 것이다.

그림 전환형 움직임통합[ 10] 

스포츠형    3) 

스포츠형 움직임통합은 스포츠를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본  
움직임기술을 수업에 통합하여 학습을 촉진하였다 중고강도 신체활동이 .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교실뿐만 아니라 강당 운동장과 같은 넓은 공간을 ,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체력운동 운동기능 단순화된 스포츠 게임의 형식. , , 
이 학습내용요소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통합되었다 스포츠형 움직임. 
통합의 종류에는 상과 벌 체육통합수업이 있었다, .

첫 번째로 학습활동에 한   , 상과 벌로 신체활동을 활용하였다 고학년 . 
학생일수록 체력운동의 고된 경험과 힘든 기억 때문에 체력운동을 부정
적으로 인식한다 성지구 교사는 학급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은 학. 
생과 신체활동 과제로 운동장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팀과 승패가 있는 . , 
게임형태의 수업활동에서 진 팀은 정해진 체력운동을 하였다 성실한 학. 
생과 이긴 팀에 한 상은 힘든 체력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중고강. 
도의 신체활동은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체, 
력운동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도와 동기가 높아졌다.

지각을� 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숙제를� 안하거나� 온라인� 과제를� 안하거나� 준비물이나� 가정통
신문을� 안가져온� 경우에� 남아서� 저랑� 같이� 운동장� 한� 바퀴를� 뛰어야� 해요. 그런� 신체활동��

학생중심수업 시작과 마무리의 루틴 동선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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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불성실한� 아이들 이�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가죠 중략 승패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 )� .� 패배한� 팀에게� 신체활동� 과제를� 줘요.�
예를� 들어� 개구리� 점프라던가� 제가� 만든건데 시범을� 보인다 개구리처럼� 점프한다 지면�.� ( .� )�
진� 팀에게� 열� 번은� 시켜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냥� 지면� 와� 이긴� 팀� 승리 하고� 끝날� 수도�.� .� “ .”
있는데� 저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신체활동� 과제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신체활동량을� 늘,�
려주려고 두� 번째 어쨌든간� 벌칙이� 걸리면� 보상이� 걸려있을� 때보다� 고학년� 아이들은� 동.� ,�
기가� 되요 지면� 안되니까 긴장감이� 생겨요.� .� .

성지구 심층면담( ,� )

신체활동을 상과 벌 특히 벌로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교사도   , 
많다 신체활동을 벌로 사용하였을 때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한 부정적인 . 
인식과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벌을 피하기 위한 외재적 동기부여는 오래가
지 않기 때문이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체력운동을 벌로 사용하는 이유는 .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신체활동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체활. 
동이 가지는 인지적이고 정서적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 강도의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신체활동량 증진을 중요한 교육철학. 
으로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상 또는 벌로 신체활동을 수업에 통합하였
다 성지구 교사는 체력운동을 했을 때 학생들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체력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 
들은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신체활동을 배우고 자기 신체의 숨겨진 능
력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신체움직임의 경험을 성. 
찰하며 학생들은 중고강도 체력운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빨라지는 심박수와 솟아오르는 땀이 나쁜 것이 .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사고력을 높이고 건강해지도록 돕는 좋은 반, , 
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자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을�:�
벌로� 활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성지구 그렇게라도�:� 신체활동을� 많이�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이� 신체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아이들은� 신
체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체력운동� 종류의� 신체활동�
예를� 들어 플랭크라던가� 이미� 아이들은� 힘든� 운동을� 다� 싫어해요,� .� 그� 활
동�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자 그럼� 반대로� 그런� 운동을� 더� 좋아하게� 된� 친구도� 있나요:� ?
성지구 있어요 예를� 들어 그�:� .� ,� 아이는� 플랭크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선생님이�

시켰더니� 플랭크를� 잘해 그럼� 그� 아이는� 계속� 하더라고요.� . 그런�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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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중략 싫어하는� 아이가� 생기는� 만큼�.� ( )� 더� 좋아하는� 아이도� 생기더
라구요. 중략� ( ) 어쨌든간� 신체활동을� 늘리는� 게� 저의� 철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지구 심층면담( ,� )

이에 비해 상으로 신체활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학년 수업으로 내려올  , 
수록 잦았다 학습목표를 달성하거나 바른 학습태도를 보였을 때 신체활동 . 
쉬는 시간이나 놀이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학습. , 
내용과 무관한 신체활동 쉬는 시간과 놀이를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사들은 체육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의 . 
심리를 이용하여 교과수업과 체육수업을 통합하였다 스포츠형 움직임통합. 
의 두 번째 사례는 체육통합수업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딱. 
딱한 주지교과 학습을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체육교과를 통합하
였다 강당에서 재미있게 수학공부를 하는 북유럽 초등학교 수업에 관한 . 
방송을 본 후 정목성 교사는 수학과 체육 연계 수업을 계획하였다 표적 . 
맞추기 공 던지기 줄넘기하기 등의 운동기능 미션을 수행하는 부스에, , 
서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하고 연산을 위한 숫자를 획득한다 또는 달리. 
기 경기를 통해 두 팀이 부터 사이의 숫자카드를 모은다 교사는 신0 9 . 
체활동을 통해 획득한 숫자를 이용하여 몫이 가장 크거나 작은 연산식을 
만들도록 한다 수학을 잘하거나 못하는 학생 모두 흥미를 가지고 협력. 
하여 수학 과제를 해결한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교과 학습도 . , 
체육과 연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사회교과 퀴즈를 맞추고 . 
달려서 라바콘을 가지고 오는 경기 속담의 절반을 보고 나머지를 찾기 , 
위한 틱택토 변형 게임 간이 컬링 볼링 등의 스포츠 경기를 하고 승률 , , 
계산하기 등 체육통합수업의 활용도는 무척 다양했다.

강당� 곳곳에� 여러� 개의� 부스를� 놓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돌아오는� 게임들을� 하면� 훌라후프�
돌리기 공� 던지기 표적� 맞추기 신발� 날리기� 등등� 큰� 운동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표,� ,� ,�
적� 맞추기�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를� 맞추고� 싶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게임의� 운의� 효과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움직임을� 통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연산에서� 곱셈이라면� 곱셈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거죠. 중략 책상을� 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청 백� 두� 팀� 정도� 나누어� 교실� 뒤� ( )� ,�
에� 출발선을� 만들어요.� 릴레이로� 뛰어와서� 뒤집어져� 있는� 숫자� 카드를� 뽑아요 아이들이�.�
뒤집어서� 나오는� 숫자가� 문제에� 활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수의� 곱셈이다� 그러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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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칠판에� 문제를�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곱하기� 하면� 정답에� 해당되는� 것을� 뒤0.3� 4�
집어져� 있는� 카드에서� 찾아와야� 하는� 거죠 다� 뒤집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이� 니까� 과� 를� 찾아야죠.� 1.2 1 2 .

정목성 심층면담( ,� )

사회와� 체육� 융합수업이예요. 교시는� 사회야 그럼�� 1 .� 모둠별로� 단원정리� 문제를� 만들어요.�
중략 그� 다음에� 강당에� 가요 이걸� 준비해서� 가위바위보� 점수� 사냥꾼이라고� 제가� 만든�( )� .�

게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이� 문제를� 내고� 모둠.� .� A�
과� 모둠이�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B� .� 오답을� 말한� 친구는� 피구공� 쪽으로� 가고� 정답을�
외친� 친구는� 라바콘�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피구공으로� 라바콘을� 가지고� 돌아가는� 친구.�
를� 맞춥니다. 피구공으로� 공을� 못� 맞추면� 모둠이� 점� 득점하고� 피구공으로� 맞추면� 모� A 1 A�
둠은� 득점에� 실패하게� 되고� 라바콘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성지구 심층면담( ,� )

교사들은 강당 체육과 주지교과 수업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  
에 참여하고 익힌 개념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흥분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운적인 요소 교과, 
학습적 요소 신체활동적 요소를 모두 적절히 녹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 
장점을 살려 팀 승리에 기여하고 부족한 부분은 팀원에게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만약 교사가 체육교과의 목표와 다른 교과의 목표를 . 
통합하여 체육통합수업을 계획하였다면 의 가장 높은 수MI Wheelhouse
준인 학제적 통합 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Moon & Webster, 2019) . 

스포츠형 움직임통합에서 활용된 기본신체움직임은 학습내용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졌다 신체움직임이 배우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하였고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 , 
학습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통합된 신체움직임으로는 스포츠 장면에서 .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본움직임기술 중고강도 신체활동 운동기능 체력운, , , 
동이 활용되었고 활동의 구조는 간이 게임 변형 스포츠 경기 등을 따랐, 
다 스포츠형 움직임통합의 학습내용은 중고강도 신체활동 및 운동기능과 . 
통합한 교과의 학습내용요소가 되었다 학생들은 활동의 규칙에 따(what). 
라 참여한 신체활동의 결과에 상응하여 교과학습활동을 하거나 교과학습, 
의 결과에 부합하는 신체활동에 참여하였다 통합의 목적은 신체활(how). 
동량 증가 학습동기 부여 개념의 반복학습 학습기억력 강화에 있었다, , , 

교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활동을 중재하는 심판과 과제를 제공(why). 
하는 문제 출제자의 역할 을 수행했다 스포츠형 움직임통합에(by wh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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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사를 매개로 학습내용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교사는 학생. 
의 수준과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도전적인 학습과제를 제시하였다 또는 .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선택하여 학습과제로 활용하였다 세 요소가 정해진 . 
활동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스포츠형 움직임통합[ 11] 

놀이형    4) 

놀이형 움직임통합은 놀이에 수반되는 신체움직임이 교과학습 내에 통  
합된 유형을 말한다 놀이는 조작적인 수준부터 근활동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신체움직임을 동반한다 놀이를 통한 교과학습과 학급경영 수업놀이. 
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초등교사들에게 친근한 움직임통합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다.

놀이는 즐거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허구적  
이고 불확실하며 비생산적인 활동 으로 아동과 놀이는 분, , (Caillois, 1958)
리하기 어렵다 아동의 성장과 사회적 기술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놀. 
이가 최근에는 교육적 관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도 아동에게 놀 수 있는 권리 를 돌려주기 위해 분에서 분 사이의 “ ” 20 30
중간놀이 시간을 일과시간 안에 넣고 놀이실을 구비하는 등 놀이에 한 ,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놀면서 교과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에 한 . 
교사들의 요구가 높아져 놀이와 관련한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도 인기가 

상과 벌 체육통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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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초등교육에서 놀이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나친 놀이 만능주의로 인한   . 

무분별한 교실놀이 도입은 재미만 추구하고 끝나는 일회성 활동이 되어 
아동의 학습을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학습과 놀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 
기는 놀이에 한 교사들의 관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부는 놀이가 학습. 
의 의도를 담지 않아야 진정한 놀이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부는 . 
교사가 놀이에 교육적 의도를 담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몇. 
몇 체육교육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교실체육을 하게 되면서 체육이 교실
놀이화 되었고 체육과 놀이의 구분이 흐려진다는 걱정을 표한다 학교교육. 
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습 놀이 신체활동 체육을 어떻게 규명, , , 
하고 어떤 영역이 어느 수준까지 책임질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요새� 놀이� 유튜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좋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안나거든요 시간이� 안나는데� 저�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애들이랑� 놀까 그냥� 시간을� 때운다는� 느낌.� .� 그냥� 놀면� 애들이� 좋으니
까 선생님들은� 애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 많이� 준비를� 하지만� 어떤� 학습적인� 면에서� 그.�
만큼� 노력이� 빛을� 발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 중략 어떤�� ( )� 수업� 상황에서의� 놀이가� 학습
적인� 면과� 약간� 교묘하게� 융합이� 돼서� 이걸�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주혜성 심층면담( ,� )

놀이연구가들은� 자꾸� 놀이에� 의도를� 담지� 말라고� 주장하거든요.� 놀이에� 의도를� 담는� 순간�
그것은� 놀이가� 아니다. 반복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재미없을� 뿐더러� 의도조차� 왜곡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놀이나� 놀이적인� 요소를� 투입했을� 때� 반복해야하고� 또� 순.�
간� 집중해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기술도� 있고.� .� 놀이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익
히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는� 주의가� 있어요. 두� 가지� 충돌하거든요 중략 어쩔� 때는�� .� ( )�
그냥�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놀아요 명백하게� 요소를� 넣을� 때도� 있구요 두� 가지� 다�.� .� .�
쓰죠� 그래서� 어떤� 주의자라고� 하면� 저는� 양비론입니다 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나금성 심층면담( ,� )

는 놀이 게임 스포츠가 즐거움 교육 또는 다른 조합의 목  Stolz(2014) , , , , 
적을 위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스포츠에 관련된 신체활동과 교과학습요소. 
를 통합하여 스포츠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활용한 스포츠형 움직임통합처럼 
놀이의 유희성과 자발성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움직임통합 학습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놀이의 형태가 다양하고 애매하여 놀이의 개념 . , 
규정이 본질적으로 모호한 것처럼 초등교실에서 혼(Sutton-Smit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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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다채롭게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놀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어려움
이 따른다 때문에 놀이형 움직임통합의 상이 될 수 있는 놀이와 아. , 
닌 놀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놀이형 움직임통합의 상이 되는 . 
놀이를 교과학습이나 정의적 학습 등 교육적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게 위
해 통합된 놀이로 한정한다 따라서 교실 체육수업이나 즐거움과 재미. , 
만을 추구하는 교실놀이는 놀이형 움직임통합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결. 
과 초등수업에 활용되는 놀이형 움직임통합에는 학습놀이와 학급경영놀, 
이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교사들은   , 학습놀이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
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단순한 규칙이더라도 학생들. 
은 새로운 형태의 과제 해결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를 들어 앉아서 풀던 수학문제를 교실 곳곳에 펼쳐두고 시간제한 안에, , 
보물찾기를 하듯이 또는 팀 릴레이 형식으로 푸는 것이다 옆에 앉아 있, . 
는 짝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받은 학습쪽지를 읽고 짝을 
찾아 교실을 돌아다닌다 교실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만들어 지시에 따라 . 
돌아다니며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만난 친구와 온. , 
몸을 움직이는 변형 가위바위보를 하고 퀴즈의 정답을 머리 위로 팔을 , OX
올려 나타내보기도 한다 교실의 왼쪽 또는 오른쪽 공간으로 이동하여 자. 
신의 찬반 의견을 표현하고 주사위의 눈의 수에 따라 교실의 각 모서리로 , 
이동하기도 한다 신체활동이 많은 교실놀이는 학습내용요소를 추가해 학. 
습놀이로 변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습놀이의 범위와 종류는 무궁무진하. 
게 많아서 동기유발 개념이해 개념적용 단원복습 등 학습단원의 전 단, , , 
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틀을 알고 있다면 교과학습과 수월하게 통
합할 수 있었다 학습놀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놀이요소에 . 
재미를 느끼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정적인 학습놀이도 있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아는 보드게임의 규칙을   . , 
빌려와 학습카드를 만들고 학습보드게임을 하였다 플래시나 프레젠테이션 . 
자료를 이용한 학습게임 말판놀이 빙고게임 골든벨 퀴즈 스피드 게임 , , , , 
등이 있었다 정적인 학습놀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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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으나 동적인 학습놀이와 비교했을 때 교사가 신체움직임을 크게 
의도하지 않았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놀이형 움직임통합의 소극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놀이형 움직임통합의 적극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동적인 학습놀이의   
공통점은 기존에 좌식 수업방식에서 해왔던 학습활동의 양식을 활동적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을 들어 일부 학생만 발표를 하였다면 . ,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위치를 이동하여 생각하는 정답이나 의견을 표현하
는 것이다 교과서 문제를 자리에 앉아 푸는 것이 아니라 교실 곳곳에 숨. 
겨져 있는 수준별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문제의 답을 교사가 불러주지 않, 
고 멀리 앉아있는 친구를 만나 비교하기도 했다 관습적으로 자리에 앉아 .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학습활동은 놀이가 되어 움직이면서 하도록 제안되었
다 학습참여도는 올라가고 협동학습이 빈번해졌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 
현황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수업� 중에� 신체적인� 활동을� 넣죠 문제를� 풀� 때�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저기� 사물함� 위에� 종을� 쳐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도� 넣어요.� 사실� 뛰죠 종을� 먼저�.�
친� 사람이� 문제를� 푸니까.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요소를� 넣죠 중략� .� ( )� 돌아다니면
서� 아이들을� 만나서� 가위 바위 보를� 하는� 거예요,� ,� .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카드� 세� 개를��
다� 보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유리한걸� 가져와요.� .�

나금성 심층면담( ,� )

두� 번째는� 수학 사례인데� 릴레이로� 문제� 푸는게� 있어요� .� 교실에다가� 모둠별로� 문제를� 풀�
장소를� 나두어요 모둠이� 네� 명이니까� 두� 명씩� 나와서�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분이� 지나면�2
선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지구 심층면담( ,� )

다� 풀면� 칠판의� 빙고판에� 자기� 팀� 색의� 포스트잇을� 붙여서� 빙고를� 먼저� 맞춰요 팀이� 돌아.�
가다� 보면� 포스트잇을� 붙인� 친구가� 이쪽� 편에� 와서� 자기가� 붙인� 위치에� 앉은� 학생을� 터치
해요. 그럼� 앉았던� 아이가� 일어나서� 얘가� 이쪽에서� 도전하고 그러니까�� .� 쉴� 틈� 없이� 움직임
이� 일어나죠. 중략 골든벨� 한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루 루 루 홈을� 만들어서� 맞� ( )� 1 ,� 2 ,� 3 ,�
추면� 돌아와서� 점 그래서� 모둠� 안� 그� 자리에� 서서� 문제를� 만들고� 탈락하면� 버려지는� 것1 !�
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풀� 수� 있게 그런� 원칙을� 두고�.� 교실에서� 루� 홈으로� 들1,� 2,� 3
어와서� 점� 체크하고� 다시� 문제를� 풀게� 하는� 식으로1 . 교실에서� 하고� 있는� 많은� 수업� 내용�
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을까.� 확실히� 움직이면서� 하는� 수업은� 지
루할� 틈이� 없는� 거� 같아요.

허천왕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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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끼리 지속할 수 있는 학습놀이는 쉬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사는   . 
수업시간에 배운 학습놀이나 교구를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학습놀이를 하였고 이는 . 
하나의 교실 놀이문화가 되었다 학습놀이는 지루한 공부와 거리가 멀었. 
다 놀이를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습놀이는 알게 모르게 . 
학습을 친근하게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쉬는� 시간에도� 무슨� 의무나� 강요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 배운�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시간을� 좀� 주었어요 중략 학년� 학생들이�.� ( )� 2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구구단
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건� 수업� 시간에� 알려주었죠 자유롭게� 더� 하고� 싶은� 친� .�
구들은� 쉬는� 시간에� 해도� 돼� 하면� 안� 할� 것� 같죠 공부라 근데� 해요 심지어는� 남자� 아이?� .� .�
들도� 신나서� 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놀이공간� 옆에� 항상� 그걸 수학교구 전시함에� 휴대해놔요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 .� . 놀도록��
하면� 옆에� 있는�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도형�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공부한� 또는� 공부할�
개념을� 활용해요 정육면체� 하나� 만들고� 놀지� 않아요 아이들은� 창의적이잖아요.� .� . 그래서� 로�
봇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걸� 미술작품� 전시하듯이� 아이들.�
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놓을� 수� 있게� 해요.

정목성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교사들은   , 학급경영놀이에 움직임요소를 많이 넣어 활용하고 
학급운영의 기초를 다졌다 모든 초등교사에게 월은 가장 중요한 기간일 . 3
것이다 학생들과의 첫 만남과 관계형성은 년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 1
을 가지기 때문이다 초등교사가 학급경영을 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이 교. 
과수업을 위해 쓰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급교실은 . 
담임교사와 학생이 온전히 함께 생활하는 장소로서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사가 어떻. , 
게 학급을 운영하는지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 많은 초등교사들. 
은 월에 학급경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놀이를 사용하였다 놀이를 통해 3 .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라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실천
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덕목에 한 학습을 하였다 학급경영놀이는 적응기. 
간인 월에 가장 잦았으나 학기말이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시기에 다3
시 활용되어 긍정적인 교실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송해왕 교사는 . 
학생들의 감정 사이클을 익혀 년 중 학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1
학급경영놀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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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급경영놀이가 신체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신체활동은 학생 간  . 
의 상호작용과 신체접촉을 늘려주어 빠르게 서로를 알아가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왔다 학생들은 술래잡기형 게임 민속표현활동 자리 바꾸기 게임 . , , 
등 신체활동 놀이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교실과 친해, 
졌다 또한 교사는 추구하는 학급의 가치를 학생들이 재미있게 익혀나갈 . , 
수 있도록 놀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협동게임을 하며 경청과 . ,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했으며 경쟁게임을 통해 리더, 
의 역할을 알고 감정조절방법을 익혔다 잔소리처럼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 
것보다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았을 때 학생들은 그 가치덕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정의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급경영놀이는 교실에서 지. 
켜야하는 약속과 규칙을 세우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교실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었다 허천왕 교사는 월 첫 주를 황금의 주일 이라고 부. 3 2 “ 2 ”
르며 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심리적 거리 단축 학급규칙 확립 시스템 10 , , 
정착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감을 키우는 공동체 협력놀이는 빠. 
질 수 없는 단골 수업이었다.

보통� 첫� 날은� 놀이를� 통해서� 이름을� 빠르게� 외워요 우리가� 자주� 잘하는� 과일� 광주리� 게.�
임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끼리� 라포� 형성이� 확� 되는� 거죠.� 각자�
서로가� 무엇을� 조심해야하고 어떤� 상황에� 기분이� 나쁘고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감정,� ,� ,�
에� 대한� 부분라던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 나누게� 하면서� 서로� 지켜� 줘야할� 부.�
분들 서로� 이해해야하는� 부분들을� 학기초에� 알아가는� 작업을� 여러� 번� 하는� 편이에요 이,� .�
후에�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학기초� 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면� 아� 이� 아
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학기말� 놀이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감정이나� 서운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성찰하는� 종류의� 활동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의� 년의� 생활� 패턴과� 리듬이� 대체적으로� 규칙적이더라구요 월에� 아이들이� 차분히�1 .� 3
조용했다가� 서로� 알게� 되고� 탐색전이� 끝나면� 서열싸움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변동이� 일
어나는� 시기가� 월쯤�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잠잠해졌다가� 방학� 전에� 다시� 한� 번� 일어나5
는� 상황 고학년� 같은� 경우는� 빼빼로와� 수련회� 전후로� 자기들이� 확� 일어났다가.� .� 그런� 사이
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사이클의� 최고점에� 있을� 때� 적절하게� 상황을� 보고� 이런�
적응활동이나� 교실놀이� 활동을� 넣어�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요.�

송해왕 심층면담( ,� )

처음� 만났을� 때는� 샐러드로� 시작해요 아이들� 서로� 손을� 잡도록� 하는� 것을� 많이� 시켜요.� .�
신체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놀이� 같은� 거는� 요리사� 놀이라고�� .�
해서� 계란후라이� 흰자 노른자� 하는� 경우도� 있고 둥지랑� 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 .�
민속� 무용� 중에� 오슬로� 왈츠라고� 그걸� 좀� 활용하기도� 해요 오슬로� 왈츠가� 진짜� 쉽더라고.�
요 제가� 그거� 활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춰보면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게 하는� 편이예요� .�

장토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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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 움직임통합은 학생들이 교과학습 또는 정의적 학습에 즐겁게 참  
여할 수 있게 놀이의 구조를 학습에 적용하였다 놀이는 걷기 뛰기 치기. , , , 
던지기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동반하였고 정적인 형태의 놀이 역시 앉
아서 참여하더라도 제스처 조작활동 등의 움직임을 통해 역동적인 학생 ,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놀이형 움직임통합은 움직이며 참여하는 . 
놀이의 구조 속에 교과학습 내용요소와 창의인성학습요소를 포함시켜 학습
내용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놀이의 규칙을 안내받고 놀이에 참여하(what). 
며 알게 모르게 교사가 의도한 학습내용요소를 발견 이해 적용하였다, , 

이를 통해 활동적인 학습 학습참여도 증가 즐거움 유 감 및 소(how). , , , 
속감 강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why). 
이에 참가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놀이 설계자 및 진
행자 가 되었다 놀이형 움직임통합에서 학생은 직접 학습내용(by whom) . 
을 구성하거나 변형하지 않았다 신 교사가 학생들의 놀이에 한 선호 . , 
및 요구와 학습성취도를 반영하여 학생들을 놀이와 학습의 길로 안내하였
다 스포츠형 움직임통합과 비슷하게 교사를 매개로 학습내용과 학생의 상. 
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스포츠형과 다른 점은 놀이형의 경우 신체활동. 
량 증가에 초점을 덜 두었다 또한 정의적 성장을 위한 놀이는 목표개념. , 
이 학생의 행동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학습내용과 학생이 접한 상호관계
를 가졌다.

그림 놀이형 움직임통합[ 12] 
학습놀이 학급경영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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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형    5) 

숙달형 움직임통합은 암기와 연산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을 단련  
하기 위해서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였다 기억을 떠올릴 때나 암산을 할 때 . 
손가락을 튕기거나 고개 끄덕이기와 같은 신체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 빠르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손동작을 사. 
용하기도 하고 화중에 사용하고 싶은 정확한 단어를 인출하기 위해서 , 
제스처를 쓰기도 한다 인간의 정보처리 관련 인지기능이 신체움직임과 . 
접하게 연결되어 촉진되는 사례들은 신체움직임과 인지활동을 동시에 수행
하여 인지기능을 증진시키려는 수업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다 숙달형 . 
움직임통합은 동시작업과 몸으로 반응하기를 통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신체움직임과 학습기능 연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   , 
즉, 동시작업을 수업에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와 암산을 외우. 
는 동시에 리듬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였다 신체움직임의 내용과 학습내용. 
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내용과 상관없이 병렬적으로 통합이 1 1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합이 이 되는 분모가 같은 두 진분수의 짝을 외. , 1
치면서 마주보고 있는 친구와 리듬막 를 주고받는 것이다 학생들은 리듬. 
막 를 눕히고 세운 후 서로 부딪히고 하나의 리듬막 를 살짝 던져 짝과 
동시에 주고받으며 은 분의 더하기 분의 은 분의 더하기 “1 4 3 4 1, 1 5 2 5
분의 등과 같이 분수의 덧셈을 박자에 맞추어 계산했다 숫자는 바뀌고 3” . 
동작은 계속 반복되었다 비슷한 예로 김태양 교사는 고무줄로 티니클링 . 
춤을 추며 곱셈구구 구구단 를 외우는 학년 수학활동을 소개하였다 수학( ) 2 . 
연산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한 후 연산을 기계적으로 반복 숙달해야 하는 , 
단계에서 암산과 신체활동의 동시작업을 하며 집중력과 사고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등의 수업에서 단어와 문장을 암기할 . , 
때 간단한 신체율동과 리듬을 함께 넣어 외우기도 하였다 암송하는 학습. 
내용과 신체움직임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럴 필요는 없
었다 예를 들어 일련의 동작을 반복하며 동시를 암송하고 단체줄넘기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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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알파벳이나 한글자모를 익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학생들은 리듬. 
에 맞추어 문장을 외치고 정해진 신체동작을 병행하여 암기를 했다 학습. 
의 원뿔 에 따르면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하고 문장을 암기하(Dale, 1996)
는 것보다 직접 입 밖으로 소리내보고 몸을 움직여 실행할 때 더 많이 기, 
억할 수 있다 동시작업은 기본움직임기술을 학습과정에 통합해 통상적으. 
로 움직임통합이 어려운 단순반복적인 인지기능도 신체를 움직이며 효과적
으로 숙련시킬 수 있게 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과� 같은� 경우는� 분수의� 덧셈을� 리듬막대를� 주고� 받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4 .� 1
되는� 분수의� 덧셈을� 한� 거구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하면서� 수� 계산을� 하니까� 집중해야�
해잖아요. 리듬막대가� 떨어지거나� 하면� 다치고� 친구한테� 피해를� 주니까 수학시간에는� 아까� .�
처럼� 저학년은� 커다란� 수판에서� 움직이면서� 수학을� 하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막대나�
콩주머니� 같은� 걸� 이용해서�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 계산하기,� ,�
를� 해요.

통합교과에� 가을축제가� 나와요 가을에� 배운� 노래랑� 시로� 엮어서� 활동을� 했어요 중략.� .� ( )�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온� 동화가� 있는데� 그중에�,� ,� ,� 가을에� 해당하는� 책을� 통째로� 한� 권을�
다� 암송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침마다� 줄씩� 추가를� 계속� 했거든요2 . 그래서� 결국�
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책� 한� 권을� 다� 외웠으니까� 이렇게� 공연할� 때� 올린� 거죠.

김태양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학습에 한 이해를 신체움직임으로 답하는   , 몸으로 반응하기 
활동을 사용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사례로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 
초등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이 있다 교사가 목표언어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학생들은 행동으로 반. 
응한다 영어수업 상황에서 발화를 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 
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영어단어의 의미와 연결하며 언어적 표상을 자기
화한다.

학년 학년 학년� 가르쳐봤는데� 확실히� 아이들이�4 ,� 5 ,� 6 언어를� 말로� 바로� 뱉는� 것보다는� 몸으
로� 한번� 익히고 그� 익힌� 것을� 가지고� 쉽게�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 조금� 어렵겠지만��
중간중간� 단어를� 익힐� 때� 몸을� 사용했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간단한��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Stand� up”� .� “Touch� your� head”�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홍우주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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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도 수를 신체움직임으로 나타내어 수 감각을 길렀다 이화성   . 
교사는 숫자를 말하였고 학생들은 단위의 박자에 맞추어 박수로 응답5 
했다 학생들은 쳐야 할 박수 횟수에 가 몇 번 들어가고 몇 번의 박수. 5 , 
를 더 쳐야 수를 완성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오차 없이 박수를 치기 . 
위해서 사칙연산의 개념을 활용해야만 했다 김태양 교사의 학생들은 . 1
부터 까지의 수가 적힌 큰 수판 위에 서서 수를 뛰어 세고 거꾸로 세100 , 
었다 앉아서 손가락으로 교과서나 허공을 가리키며 뛰어 세는 것에서 그. 
치지 않고 숫자를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몸으로 뛰어보며 수를 소리 내어 
읽었다 점차 학생들은 뛰어 세는 수의 배수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되. 
었고 자연스럽게 수 개념에 익숙해졌다 또 다른 예시로 곱셈구구를 처음 . 
배우는 학년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2
으로 곱셈구구를 나타낸다 부터 까지의 수를 의미하는 마임을 사용하여 . 1 9
말하지 않고 두 한 자리 수의 곱을 몸으로 표현한다 친구의 마임을 보고 . 
곱셈식과 답을 말하며 단순히 곱셈구구를 외울 뿐만 아니라 곱셈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박수치기에� 의미를� 좀� 넣어볼까� 해서� 수� 개념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 은� 곱하기� 가�� 10 5� 2
되는� 거잖아요 은� 더하기� 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도입을� 한거죠 중략 적당히� 한� 두�.� 6 5� 1 .� .� ( )�
세� 개� 정도만� 하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곱셈이� 나오면� 연결시킬� 수가� 있죠. 중략 그래� ( )�
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눗셈에도� 들어가요 나누기� 는� 가� 두� 번� 있고� 나머지가� 가�.� 12� 5 5 2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산에� 다� 활용이�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나눗셈이나� 곱셈이나�.� .�
사칙연산은� 이� 자체로만� 해서� 아이들에게� 익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만� 풀고� 재미�
없게� 하는� 것� 보다� 박수로 수� 감각을� 연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거죠( )� .

이화성 심층면담( ,� )

정도의� 수판이� 부터� 까지의� 수가� 표� 안에� 그려져� 있어요3M,� 3M� 1 100 .� 아이들이� 뛰어세
기 거꾸로� 세기를� 하면서� 리듬에� 맞게� 칸� 위에서� 뛰어요,� . 한� 칸 한� 칸 두� 칸� 해서� 개� ,� ,� 30
를� 세면� 에서� 한� 발� 에서� 한� 발� 에서� 두� 발� 에서� 한� 발� 에서� 한� 발� 에서�1 2 3 4 5 6
두� 발� 이런� 식으로� 뛰어세기를� 할� 때� 리듬을� 넣어서� 수를� 외쳐요 때문에 처음에.� ,�
는� 작게 작게 크게 작게 작게 크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익1( )� 2( )� 3( )� 4( )� 5( )� 6( )�
숙해서� 그냥� 가다가� 이런� 식으로� 외치기� 때문에�_,_3,_,_6�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
되었을� 때는� 수적인� 기억력도� 도와요.

김태양 심층면담( ,� )

말만하고� 수모형� 조작하는� 것보다� 마임을� 사용하는� 거죠 중략 먼저� 보여� 주고�.� ( )� 곱하기�3�
을� 마임으로� 나타내고� 친구들과� 함께� 맞추어보세요 그럼� 한� 명이� 몸으로� 곱하기� 을�1 .� 3� 1

마임으로� 나타내죠 그럼�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맞추는� 거죠.� .� 곱셈구구를� 마임으로� 표현
하는� 것.

이화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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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수업에도 음계를 신체움직임으로 반응하는 활동이 있었다 학생들  7 . 
이 각 음계의 역할을 맡아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음계에서 약속한 신체
활동을 하였다 또는 낮은 음계부터 높은 음계를 아래에서 위로 점차 올라. 
가며 서로 다른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코다이 교수법의 손기호를 활용하였
다 음계를 나타내는 손의 제스처는 계명창을 할 때 정확한 음높이를 표현. 
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러 교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몸으로 학습내용에 . 
반응하는 활동들은 지시하는 과업에 따른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였고 학
생들은 반복적으로 몸의 반응과 학습을 강하게 연결시켰다 학습목표는 언. 
어 감각 수 감각 음 감각과 같이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몸에 기억되, , 
는 직관적인 감각을 숙달시키는 것과 관련이 깊었다.

예를� 들어,� 민속동요를� 들으면서� 시를� 읊으며� 중간에� 개구리처럼� 뛰어올라요. 중략 이게�� ( )�
음계� 안에서� 아이들이� 다� 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도 어떤� 아이는� 레 미� 이런� 식.� ,� ,�
으로� 음이� 있어서� 개굴� 할� 때� 그� 음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개구리처럼� 뛰는� 거예요.

김태양 심층면담( ,� )

음악수업에서� 코다이� 음절 사용하기�
일반 설문조사( M-38,� )

숙달형 움직임통합은 근육을 체력운동으로 단련시키듯이 사고와 인지능  
력을 신체움직임으로 숙달시켰다 신체움직임이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 
꼭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체계 속에서 인
지활동과 신체활동이 나란히 응하였다 신체움직임은 말하기 리듬 따르. , 
기 인공물 시각적 정보 등의 다중양식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의미를 형성, , 
하였다 숙달형 움직임통합을 통해 학생들은 신체활동으로 향상된 집중력. 
을 바탕으로 학습의 기본기가 되는 암기와 암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 
다양한 학습감각들을 능숙하게 익혀나갔다 신체움직임은 배경이 (what). 
되어 학습과제에 더 몰입하도록 도왔고 운동감각을 활성화하여 학습과 관, 
련한 인지적 감각을 깨웠다 외부환경은 신체움직임과 접하게 연(how). 
결되어 인지과제의 복잡성을 환경에 분산시키는 착근된 인지(Shapiro, 

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학습기능과 인지능력은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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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초등교육에서 길러져야 하고 숙달(why) 
형 움직임이 이를 도왔다 학생들은 교사가 꾸민 무 에서 신체움직임을 . 
선보이며 학습기능을 반복 연습하였다 숙달형 움직임통합에서 (by whom). 
교사는 지시하고 학생은 신체활동으로 반응하는 일방적 방향의 관계를 가
졌다 학생은 지시받은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내용을 실시간으로 . 
탐구하였다 무의식적인 숙련 수준으로 익숙해지기 위해 학생들은 학습내. 
용을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 로 반영하여 신체움직임으로 동기화했다 교. 
사에서 학생 학습내용에서 학생으로의 일정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

그림 숙달형 움직임통합[ 13] 

체험형    6) 

체험형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합한다  . 
체험에 필요한 신체움직임은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표준국. 
어 사전에 따르면 체험이란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 을 말한“ . .”
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무수히 많은 개념을 교실이라는 한정된 . 
공간과 제한적 시간 안에 몸소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 
직접 체험해보는 것보다 효과적인 교육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 

부분의 초등학교는 학년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한 학기
에 회 이상 마련하고 있다1 . 

동시작업 몸으로 반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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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주제통합� 학습이라고� 해서� 큰� 프로젝트가� 네� 개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현장체험
학습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학년� 같은� 경우에는� 식물원에�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과� 2 .�
정에�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식물원에� 가서는� 직접� 조사
하고� 설명� 듣고 학년�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으면� 중앙박물관까지� 직접� 학생들끼리� 전철.� 5
타고� 가게� 해요 중략 학년� 같은� 경우는� 연극이� 있었는데� 중략 대학로에� 가서� 진짜�.� ( )� 6 ( )�
연극을� 봐요.

주혜성 심층면담( ,� )

매번 교외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횟수가 한정적이고 학  , 
년별로 일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진
행하기 어렵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와 교실 안에서 학습내용을 몸소 경험.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사하게 꾸미고 간접체험 또는 추체험 활동을 마련하
며 신체움직임을 통합하였다 교내체험학습을 위해 설계한 체험형 움직임. 
통합에는 재현하기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가상현실 학습의 방법이 사용, , 
되고 있었다.

첫 번째로  , 재현하기를 통한 체험은 학습 상을 최 한 똑같이 구체화하
고 구현하는 방식을 따랐다 말과 글 사진과 영상 형태의 지식을 몸으로 . , 
행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으로 변환하여 재현하는 것이다 재현은 무언가. 
를 더하거나 덜어내지 않고 학습개념을 가급적 있는 그 로 묘사하고 설
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과학교과의 실험수업이 있. 
다 실험은 일상생활에 녹아있지만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실제 예시나 현. 
상을 통해 재현한다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개념을 탐구. 
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탐구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교과에서. 
도 재현을 통한 체험형 움직임통합이 두드러졌다 신수성 교사는 학생들. 
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 시 의 인물이 되어 과거에 살아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각 시 를 표하는 유물을 만들어보고 과거의 . , 
생활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 선사시  불피. , 
우기 구석기 시  주먹도끼 만들기 신석기 시  빗살무늬토기 발굴하, , 
기와 가락바퀴로 실짜기 통일신라시  석굴암 제작 체험 고려시  목, , 
판인쇄와 금속활자 만들기 조선시  거중기 만들기와 동여지도 실제 , 
사이즈로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실은 실제와 가깝게 재현되
었다 비슷한 예로 음악수업에서 조선시  행진음악인 취타에 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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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되어 가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행진을 하는 것이 있다 실과수. 
업에서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배우기 위해 직접 옷 입고 모델이 되어 
패션쇼를 하였다.

대취타를� 배웠다면� 행하도� 해보고 같이� 실제� 악기를�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손으로� 나발이라�
도� 불러� 봐야할� 것� 아니예요 한� 주먹을� 입� 앞에� 두고� 다른� 주먹을� 사용하여� 나발부는� 시.� (
늉을� 한다).� 동작으로� 나발을� 만들어보고 구음으로� 부우웅� 소리도� 내본다던지� .� 실제로� 하지�
못하지만� 신체움직임으로� 가상으로� 배워요. 행렬도� 해보고� .

강보름 심층면담( ,� )

구석기시대� 발화� 도구를�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만드는� 과정은� 실과에� 가깝긴� 해요 애.� .�
들이� 직접� 만들고� 불� 피우는� 활동 분� 이상� 하면� 땀� 뻘뻘� 흘리고� 지쳐� 나가떨어지니까.� 10 .�
사실은� 불� 피우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게� 해� 주고� 싶어서� 만들고� 불� 피워보게� 해요.� 중략( ) 거중�
기 같은� 것도� 애들하고� 같이� 들어서�� 도르래� 원리� 직접�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 중략 진짜�( )�
돌을� 들게� 해야겠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못� 들었던� 짜리� 돌을� 거중기를� 만.� 40kg�
들어서� 가볍게� 들�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직접� 느끼게� 해주는� 편이에요 중략 그래서� 이.� ( )�
런� 거는� 진짜� 이것� 자체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

신수성 심층면담( ,� )

작년에� 실과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상황에� 맞는� 옷차림� TPO에� 대한� 공부가� 학년에� 나와5
요 우리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입어보자.� 입어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패션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따른� 옷차림 경조사에� 따른� 옷차림� 등� 주제� ,�
를� 정해서� 패션쇼를� 했었어요 체육관에서� 학년� 전교생이� 모여서 너무� 멋졌죠.� 5 .� .

주혜성 심층면담( ,� )

재현하기는 신체움직임과 학습이 직결되어 동등한 관계를 가졌다 현장  . 
체험학습을 교내체험학습으로 들여오기 위해 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게 실
제를 조정하여 교육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재료를 바꾸거나 환경을 변형하. , 
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정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오개념을 생성, 
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모형과 실제의 차이를 간과하면 재현을 통한 체. 
험이 잘못된 개념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동검� 같은� 경우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만드는데� 만� 원� 정도� 드니까 그건� 애들.� 500 .�
이� 만들�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석고가루�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드.�
는데� 그� 대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 이
고� 애들도� 사실은� 알죠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속.�
이� 아닌� 걸로� 자기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뭔가� 이게�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수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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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교사는   ,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통해 교실 속에서 학습과 관
련한 상황을 가정하고 모방하였다 시뮬레이션 또는 모의실험은 복잡한 사. 
회과학적 현상을 단순화하여 가상적으로 꾸미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개념
을 학습하고 문제해결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의 기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에서 설정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 
맡게 된다 다수의 시뮬레이션은 규칙과 승패구조를 포함한 게임의 형태를 . 
띠었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재현하기보다 적용할 수 있는 학습내용요. 
소가 풍부하고 재료에 한 부담이 적어 교사들이 더 간편하게 시도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사회과 수업에 자주 등장하여 단순화된 .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혜성 교사는 학생들이 무. 
역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한정된 자본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의 어려
움과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득하였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술 가위와 자 은 있는데 자원 종이 과 노동력 사람 수 이 , ( ) ( ) ( )
부족한 유럽국가 모둠은 정확한 규격의 물건 예를 들어 한 변이 인 ( , 5cm
정사각형 종이 을 생산하는데 재료와 시간이 부족하였다 노동력과 자원) . 
은 많지만 기술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는 종이를 찢다보니 품질 높은 물
건을 생산할 수 없었다 무역게임 외에도 교실을 하나의 지역사회로 꾸. 
미거나 시장경제로 가정하여 수요와 공급 투자 세금 부동산 등의 경제, , , 
활동을 체험하게 하기도 하였다.

무역� 수업� 자료가� 남아있긴� 할� 텐데 미리� 나라마다� 어떤� 기술 자원 노동력이� 있는지� 미.� ,� ,�
리� 정해요.� 기술은� 가위 자원은� 종이 노동력은� 사람들로� 해서� 나라별로� 조건에� 따라� 주어,� ,�
지죠. 아이들이� 정확한� 규격의� 생산을� 해야하는데� 기술이� 안좋아� 가위가� 없으면� 손으로� 뜯�
어요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소� 아이들한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원이� 이렇게�.� .�
많아도�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걸� 직접� 체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
래서� 애들이�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어떤� 애는� 화가� 난다고� 그랬었는데.� .

주혜성 심층면담( ,� )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신분에� 따른� 몸짓과� 옷차림으로� 표현하며� 게임하기
일반 설문조사( 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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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속에 가상적 상황과 규칙을 도입한 시뮬레이션 게임은 기본움직  
임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신라의 골품제를 체. 
험하는 피구 경기에서 진골귀족의 학생은 자색 공복을 의미하는 보라색 
조끼를 입고 골품제에 해당되지 않는 평민은 조끼를 입지 않았다 평민은 . 
직접 상 를 공격할 수 없고 밖으로 나간 공을 가지고 와서 진골귀족과 6
두품에게 바쳐야 했다 또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백제 고구려 신라를 . , , , 
재연한 발야구 경기에서 신수성 교사는 시 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게
임에 반영했다 이 게임은 한반도 모양의 경기장에서 세기 고구려팀의 . 5
선제공격으로 시작된다 한강유역을 차지한 고구려의 공격 이후 세기 . 6
나제동맹 팀은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한강을 의미하는 파란. 
색 접시콘에는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스포츠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은 상. 
황설정이 세 하게 학습내용을 반영하여 감각운동 경험이 학습과 내용적 
관련을 가지게 되고 이를 체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형 움직임통합
과 달랐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 
움직이며 실감나게 학습지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서� 역사영역이� 되게�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가지15�
고� 예를� 들면� 선덕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품제는� 설명이� 없고� 중략 체육시간에� 핸디( )�
캡� 피구를� 하는데� 옵션을� 걸� 때� 아이들이� 신분에� 따라서� 진골� 귀족� 신분� 역할을� 하는� 아
이들은�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이제� 평민을� 한다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
정하고� 이제� 몸으로� 약간� 신분제의� 한계를� 조금� 느끼게� 하고. 말로는� 해도� 자기� 일� 아니면��
오래� 기억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민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게임�
안에서�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에� 바꿔서� 하면� 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
끼게� 해� 주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썼어요� .

신수성 심층면담( ,� )

체육시간� 학년에� 이제� 발야구도� 나오기� 때문에�5 발야구를� 응용해� 가지고� 이제� 접시콘을�
정확하게� 놓아서� 운동장이나� 강당에� 한반도를� 표현을� 해요 아이들이� 럭비공이나� 일반� 공.�
을� 발로� 찬� 다음에� 그� 접시콘을� 들고� 홈� 베이스� 쪽으로� 와서� 터치를� 하면� 중략 공격� 성( )�
공한� 것으로� 하고 그런데� 게임� 이름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라니까� 한강이� 중간쯤에� 있을�.�
텐데� 중략( )� 한강유역� 해당하는� 파란색� 접시콘은� 점수를� 다른� 것들보다� 훨씬� 많이� 부여를�
해서� 발야구를� 하면서� 한강유역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서로� 노력했구나.

신수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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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전자기기를 활용한   , 가상현실 학습이 있었다 컴퓨터 그래픽. 
과 움직임 감지센서를 이용해 만든 물리적인 가상환경은 전신 움직임을 
유도하여 행화적 학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은 컴(Lindgren et al., 2016). 
퓨터 모니터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소규모 가상, ,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실에서 구글 어스 프로그램. , 
을 사용하며 지도상의 거리감에 해 학습한다 신수성 교사는 석탑 사. 
진에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정한 자신의 전신사진을 합성하는 활동을 통
해 상 적인 크기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마. , 
트패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증강현실로 입체적 물체를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었다 관련하여 김도연 권오남 의 연구는 학생들이 손가락으. , (2018)
로 터치패드의 화면을 확 축소하며 유리수 조 성에 한 의미를 형, 
성하였다고 밝힌다. 

최근 온라인 방탈출 퀴즈게임이 초등교사 사이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퀴즈를 해결하거나 온라인으로 퀴즈를 해결할 . , 
수 있는 학습용 온라인 방탈출 게임은 현장에 가상현실을 더하거나 가상
현실에 현장감을 부여해 교내외 체험활동을 도왔다 이렇게 학교현장에 보. 
편화된 기술부터 에 이르는 고급기술을 활용해 구현하는 가상현실은 공VR
간제약을 넘어서 학습을 위한 움직임 궤적을 유도하여 생생하고 새로운 
체험적 학습을 제공하고 있었다.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글날 광주� 학생� 독립� 운동� 이런� 역.� ,� 5.18�
사적�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휴대폰� 안에서� 모바일.�
로� 한국� 광복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죠 중략.� ( )� 직접� 유적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중략 민주� 묘역에� 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이� ( )� 5.18� .�
렇게� 브로셔� 형태와� 코드QR� 로� 되어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가서� 브로셔를� 가져.�
갈� 수� 있다면� 같이� 가서� 해도� 되요 첫� 번째�.� 민주의� 문이라는� 장소에� 가서� 거기� 코드QR
를� 찍어서� 설명을� 듣고� 관련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민주묘역� 가면� 큰�� ,�
층� 탑이� 있거든요 그� 탑의�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한� 방법은� 그림자의� 길이를�3 .� .�

사용해서� 이� 탑� 밑에서� 그림자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 위치에� 서서� 내�.�
키와�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서� 비율로� 높이를� 재는� 거예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처럼� 도.� 45
의� 각도를� 찾는� 거예요 용지� 절반을� 접어서 내� 눈� 높이에� 맞추어� 탑의� 끝과� 맞추질�.� A4� .�
때까지� 내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탑의� 길이와� 나와� 탑까지의� 거리가� 비슷하겠죠.� .

정목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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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글 설문 기반 방탈출 학습게임[ 14] 

체험형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체움직임을   
통합하여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감나는 학습의 원리. 
는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의 등가적 관계에 있었다 재현하기 활동 시뮬. , 
레이션 가상현실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을 가상으로 꾸미고 살아있는 지식, 
을 그 로 교실에 이동시킴으로써 체험형 신체움직임은 교육내용과 같은 
값을 가졌다 이는 앞으로 소개할 움직임통합 유형의 신체움직임이 학습내. 
용과 비유적 관계를 가지는 것과 조된다.

체험형 움직임통합에서는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가져 몸을 움직여 체험하는 것 자체가 학습내용이 되었다(what). 
학생들은 연출된 환경 속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체험하
는 몸이 되어 학습했다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는 체험형 학습은 살(how). 
아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의미 있게 내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사는 살아있는 경험의 중개인이 되었고 중개된 상황 속의 (why). 
일원이 된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학습내용을 체험했다, (by 

학생은 특정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whom). 
는 주인공이 되어 학습내용과 상호작용하였다 학생과 교육내용의 상호작. 
용은 가시적이고 명확하여 교사는 사전계획을 통해 의도한 방향으로 학습
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체험형 움직임통합에서 세 교육요소는 약속한 . 
상상적 배경 안에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상호작용하며 교육목표를 안
전하게 달성해내고자 하였다.

역사 추리 게임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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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체험형 움직임통합[ 15] 

형태화형    7) 

형태화형 움직임통합은 다양한 신체움직임으로 학습내용과 관련한 모양  
을 만들며 학습물을 구체화한다 신체나 인공물로 선과 면 도형을 표현하. , 
기 때문에 수학교과수업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을 눈. , 
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여 이해를 도왔다 통합의 종류에는 신체. 
와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형태화와 인공물을 활용한 형태화가 있었다.

먼저  , 신체와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형태화는 신체부위로 모양을 만들거
나 제스처 또는 신체를 이동한 궤적으로 모양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학. , 
생들은 서로의 팔을 연결하여 다각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각형의 특징
을 반영하여 친구와 함께 도형을 형상화했다 학생들의 제스처는 분리되지 . 
않고 서로 연결되어 도형을 만들고 기하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스. 
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를 통해 직관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제스처는 수학적 의미를 
집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문성재 수학뿐만 아니라 한글 자모와 ( , 2020). 
영어 알파벳 등을 익히는 언어교육에서도 손가락과 신체부위의 움직임으
로 기호를 표현했다 또한 과학교과에서 눈으로 지각하기 힘든 빛의 이. , 
동을 제스처로 표현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입사한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각도와 빛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그리며 빛의 이동을 
나타냈다.

재현하기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가상현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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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을� 다른� 팔의� 팔꿈치� 위에� 올린다 두� 사람이� 합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같이� 해( .)� .�
볼까요?� 세� 사람이� 붙으면� 한� 사람당� 두� 각이� 나와서� 세� 명이� 모이면� 육각형이� 나오는� 거
죠. 네� 명이� 모이면� 팔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 .�
거죠.� 몸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수학과� 연결해서�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보름 심층면담( ,� )

손을� 이용해� 수선� 만들기 명이� 신체를� 활용해서� 마름모를� 만들기.� 4 .� 마름모를� 만들� 때에는�
변이� 같은데� 다르게� 할� 때는� 발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4 .

이화성 심층면담( ,� )

빛의� 반사와� 직진을� 설명하는� 제스처
일반 설문조사( M-41,� )

제스처뿐만 아니라 이동움직임으로도 학습개념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  . 
어 원의 중심이 되는 한 학생과 손을 잡고 다른 학생이 주위를 한 바퀴 , 
돌며 원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김태양 교사는 평면도형을 고 뒤집고. , , 
돌리는 수학수업을 학생의 제스처와 신체움직임으로 풀어나갔다 아침활동. 
으로 짝과 마주보고 서서 손바닥을 고 뒤집고 돌렸다 손은 평면도형, , . 
이 되었다 수업시간에는 도형을 돌리거나 뒤집는 중심과 축을 교실 바닥. 
에 그려놓고 리듬에 맞추어 걸으면서 이동 궤적으로 도형을 표현하였다. 
한 학생이 이동하며 도형을 그리는 것을 본 후 다른 학생이 그 도형을 90
도 회전한 도형을 또는 도 뒤집은 도형을 걸음으로 그렸다 손가락을 , 180 . 
움직이며 개인적 제스처로 평면도형의 이동을 상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
고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교실 바닥에 모눈을 그리고 평면도형 위를 걸으
며 도형의 이동을 인식하였다 제스처 마임 이동움직임 등의 신체활동은 . , ,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학습내용의 형태를 구체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 
용되었다.

학년에�4 평면도형을� 밀기 뒤집기 돌리면서� 이동하는� 수학수업,� ,� 이었어요 칠판에� 붙어있는�.�
것� 보이시죠 이거를� 아이들이� 각자 다� 같이�.� ,� 움직여보면서� 모양을� 몸으로� 경험하고� 표현
했을� 때� 또� 다른� 친구들이� 보고� 문양을� 로�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3D .�
먼저� 몸으로� 알려� 주고� 그� 다음에� 종이에�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도형을� 많�
이� 해� 봤어요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중략 이런� 거� 할� 땐� 아침시.� ,� .� ( )�
간에� 두� 원을� 만들어� 서서 짝이랑� 손을� 밀고� 뒤집고� 돌리기� 를� 해요 중략.� ( )� 한참� 평면도형
의� 이동을� 배울� 때� 수업� 처음열기� 활동을� 이런� 식으로 감각을� 깨우는� 거죠� .

김태양 심층면담( ,� )



- 119 -

아이들이� 끈을� 가지고� 원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또는�� 도구� 없이� 원이라는� 도형을� 표현하
는� 거예요 친구들�.�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들� .

송해왕 심층면담( ,� )

다음으로  , 인공물을 활용한 형태화 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학습내용을 구
현하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원으로 둘러앉은 학생들. , 
이 씩 뛰어 세며 자신의 차례에 실을 전달받는다 실은 뛰어 세는 방법을 3 .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또는 형 수판 위에 가로 칸의 수 세로 칸의 . , ( ) × (
수 를 나타내는 줄을 표시하고 만들어진 사각형 안에 있는 칸 위에 콩 주)
머니를 올려 세어본다 곱셈 계산이 줄과 콩 주머니를 통해 드러난다 그 . . 
외에도 개의 컵으로 쌓을 수 있는 피라미드의 층수와 맨 아랫줄 컵의 336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은 직접 컵을 쌓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시각화해 나타낸 문제의 모습은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은 인공물로 . 
학습개념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앎을 구성한다 뿐만 . 
아니라 학습지식을 형태화한 인공물은 그 자체로 학생의 인지를 구성하, 
기도 한다 이는 몸의 영역이 신체 바깥에 있는 인공물과 환경으로 연장. 
되어 인지를 구성한다는 확장된 인지 논의와 관련이 깊다.

학년인데� 이� 실이� 아마� 씩� 뛰어� 세기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한� 친구가� 한�2 3 ?�
명 두� 명 세� 명� 뒤에� 가서� 서고 이� 아이가� 또� 가고 가고 가고� 해서� 이렇게�,� ,� ,� ,� ,� 씩� 뛰어�3
세서� 계속� 실을� 주고� 연결� 받다보면� 이런� 문양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니까� 단순히� 공�
책에�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기하적인� 것을.� . 중략� ( )�
실제� 수업시간에도� 숫자판을 사용하는데� 곱셈� 할� 때� 곱하기� 을� 한다면� 이제� 아이들( )� 7� 6
이� 라인을� 잡아서� 실제로� 이� 안에� 곱하기� 만큼의� 사각형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7� 6
들 곱셈을� 익힐� 때도� 이렇게� 이용했어요?� .� 두� 명 두� 명� 줄을� 이렇게� 잡고� 또� 어떤� 애는�,�
여기� 가면서� 한� 칸 한� 칸� 콩� 주머니를� 다� 놓아요 또� 한� 명은� 그걸� 세요,� .� .

김태양 심층면담( ,� )

스피드스태킹� 컵으로� 높게� 쌓기 창의적으로� 쌓기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쌓기� 이건� 가장�,� ,�
큰� 피라미드� 성� 쌓기 이게� 수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반에� 현재�.� .� 스피드� 스택스가� 12
에� 한� 세트로� 세트가� 있는데요� 총� 개예요 그럼� 층에� 몇� 개를� 쌓으면� 될까요 그리28 336 .� 1 ?�
고� 이걸로�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수열에�� .�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덧셈을� 통해� 아이들이� 추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중략.� ( )� 수학� 문제를� 풀었으니� 피라미드� 성을� 쌓을� 차례입니다 처음에� 제가� 종.�
이� 테이프로� 기준선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제� 모둠부터� 컵� 개의� 세트를� 차례차례� 쌓.� 1 24 2
기로� 하였습니다 모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쌓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슬아.� 1,1,2,2,3,3,4,4 .�
슬� 그렇게� 끝까지� 쌓았더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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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인지를 구성한다는 확장된 인지의 진보적 입장에 따르면 학습하  
는 환경 즉 교실공간도 구역을 나누어 학습내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교실 바닥에 막 그래프의 두 축을 표시하고 학생들이 막 그래프를 . 
구성하는 한 칸이 되어 자리에 앉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료의 단위가 되어 . 
막 그래프를 몸으로 표현하며 막 그래프의 의미를 깨달았다 비슷한 예. 
시로 처음 중간 끝의 글의 구조를 교실의 앞 중간 뒤의 공간에 비유하여 - - , , 
문단의 종류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주변 환경 및 사람. 
들과의 주고받는 상호관계 속에서 형태화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인지를 
구성하게 된다.

학생의 몸 신체움직임 인공물 환경은 학습내용의 모양을 구체화하는  , , , 
데 이용되었다 형태화 움직임통합은 형태가 중요하거나 구체적인 모습으. 
로 형상화할 수 있는 학습내용요소들을 몸의 운동감각에 기초하여 인지하
도록 하였다 신체 움직임 인공물 주변 사람들 간 다양하고 활발(what). , , , 
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내용은 물질적으로 형태화되었다 개인 혹(how). 
은 집단적으로 몸을 움직여 모양을 만들고 경험하는 변화의 순간마다 지
각을 통해 학습물의 모양을 체화하였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추상적 개. 
념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잘 학습하는 초등학생들은 학습을 형태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 움직이고 느끼며 인식의 세계를 넓혀나가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why).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각 학생이 기존에 가진 인지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 
문에 교사는 미리 짐작하여 학생들이 체화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움직임을 유도하게 된다 학생은 주어진 환경 속. 
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인지를 구성해나갔다 학습(by whom). 
내용을 능동적으로 조작하고 구성하는 학생과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교사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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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형태화형 움직임통합[ 16] 

드라마형    8)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표현의   
움직임이 통합되어 역할극 내레이션 극 연극공연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 . 
제스처와 마임에 비해 드라마화는 서사적 구조와 복합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학습내용에 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Madsen et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지식도 상황al., 2020). , 
역할 신체움직임 사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 , 
도가 높았다 또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학년군에 체험중. , 2015 5~6
심의 연극단원이 추가되면서 현장교사들은 연극수업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년 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교육연  1990 ‘
극 의 개념과 관련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교육연극은 ’ . “전통적인 교육관 
및 교습방법의 틀이 지닌 한계와 미비점을 극복하고 또한 전통적인 공연, 
예술로서의 연극에 한 인식과 상호작용의 벽을 넘고자 하는 말 그 로 , 
교육 과 연극 을 접목하는 학문이자 실천 이다 김병주 우산용어로 ‘ ’ ‘ ’ ” ( , 2008).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교육연극은 드라마 와 씨어터 의 (drama) (theater)
분리와 통합의 시도 속에서 교육적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사용된다 드. 
라마는 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교과 학습을 하기 위한 과정 
지향적 활동이라면 씨어터는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 지향적 예술 ,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주연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한두 차( , 2017). 
시에 걸쳐 연극기법 역할극 등을 사용하는 드라마적 접근과 여러 차시에 , 

신체와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형태화 인공물을 활용한 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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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공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씨어터적 접근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로  , 드라마적 접근은 다양한 연극기법과 상황 해설 역할이 있, , 

는 짧은 극 꾸미기 활동을 여러 교과에 통합함으로써 각 교과의 내용에 
빠져들어 생생하고 흥미롭게 학습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한다는 교육적 목적
을 가졌다 교사들은 교육연극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 

사만 말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연극기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극. , 
의 중요한 순간을 정지장면으로 표현한 후 교사가 한 학생씩 돌아가며 
사를 말하게 하고 인터뷰하는 것이다 또는 한 학생이 본의 해설과 . , 
사를 읽고 나머지 배우들이 내레이션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 외에도 즉흥극 핫시팅 노래와 안무 소품을 사용하는 등 충분히 학습, , ,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고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 연극 자체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통한 교육 의 성격이 돋보였고 연극기법과 역할극‘ ’
은 내용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 또는 교수학습방법이 되
었다.

공연용이� 아니라� 교육연극이예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연극적� 요소예요.� 정지장면도� 사용
하고 따라하기.� ,� 해설� 있는� 역할극,� 주인공� 입장에서� 말해보기� 이런�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
죠.

나금성 심층면담( ,� )

배경은� 을사늑약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보통� 백성들이� 의병이� 되어가는� 과정을� 했는데.�
중략 세� 명씩� 그룹� 짜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대를� 선정하고� 스토리� 같은� 건� 아이들이�( )�

간단하게� 잡고.� 진짜� 짧은� 극� 형태로� 해서� 한� 명이� 이제� 모든� 대사와� 상황� 설명을� 하는�
지문을� 읽어� 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동작만� 하는� 형태로� 그렇게.

신수성 심층면담( ,� )

이야기의� 장면을� 나타내보기. 그게� 제일� 역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는� 아이들이�� .�
엄청나게� 고민을� 하거든요.� 정지� 동작을� 만들면� 그� 다음에� 손을� 얹으면� 인터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기도� 하고� 한� 명씩� 자기의� 대사를� 말하죠 그,� “ ”� .�
게� 국어시간에� 움직임이� 있었던� 수업� 같아요.

주혜성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 씨어터적 접근의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국어 미술 음악, , , 
체육 창의적 체험학습 등 여러 교과를 통합하여 여러 차시를 확보한 프로, 
젝트 형태로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공연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목적. 
이 있었고 본작성 역할분배 배경디자인 리허설 공연까지의 여정에 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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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학생들은 보람과 성취 공연이 내포하는 의미와 가치 미적 체험 창, , , 
의성 등의 교과학습 너머의 교육적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국어교과. 
의 연극단원 온책읽기와 연계한 연극활동 문화예술강사 협력 수업에서의 , , 
연극과 뮤지컬 수업 학예회 등을 통해 학생들은 연극에 출연하고 연출할 ,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사들은 씨어터적 접근의 교육연극이 자칫 연극. ‘
에 한 교육 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의도하는 교육적 목적의 방’
향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송해왕 교사는 초임교사 시절 본인이 . 
총연출자가 되어 아이들을 무 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시행착오를 겪
었지만 초등학교 교육연극에서 중요한 것을 새롭게 깨닫고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학년� 하다보면� 주로�5,6 연극�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런� 연극� 공연을� 준비할� 때� 마임을� 한다.�
던가 제스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하던지�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있었던� 거� 같고요,� ,� .�
국어� 연극은� 재구성하다� 보면� 국어와� 창체 미술 음악 체육을� 재구성해서� 보통� 차시�,� ,� ,� 34
내외의� 분량으로� 해요 그� 속에�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들은� 다� 들어있는� 거� 같고요.� .

송해왕 심층면담( ,� )

국어시간에� 저희가� 연극수업이�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짜서� 연극을� 구성했어요. 소수자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애들이� 연극을� 구성했어요 하면서� 중간에� 춤을� 넣었어요 뮤지컬처럼� 노.� .�
래� 부르면서� 하는� 것을� 애들이� 넣어서� 중략 음악� 개사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도와주고�( )�
그러면서� 신체활동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장토성 심층면담( ,� )

연극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연극수업� 안에� 역할놀이나� 마임이라던가� 그런� 게� 다� 들어가
잖아요 중략 작년에는.� ( )� 학교폭력과� 관련한� 온책읽기를� 읽고� 나서� 연극� 수업� 을� 했어요 그.�
래서� 아이들의� 경험이� 끌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애들이� 다� 울고� 막� 하여튼� 감동적인�
수업을� 했었어요 저희는� 연극� 수업했을� 때� 영상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한데� 이런� 수업은� 특.�
히�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서�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주혜성 심층면담( ,� )  

드라마화는 사 음악 이미지 제스처 표정 눈빛 어조 등을 포함하  , , , , , , 
여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양식성 의 특성을 가진다 연극에(multimodality) . 
서 사용되는 자원을 언어적 청각적 시각적 공간적 제스처 양식으로 구, , , , 
분한 을 보완하여 김주연 은 말하기와 제스처New London Group (2018)
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적 양식과 제스처 양식을 통합한 체화양
식을 제시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분절적으로 양식과 기호를 처리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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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극의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감감운동경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세계
를 이해한다 김주연 은 기호 로서 행화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체. (2019) ‘ ’
화양식의 한계를 넘어 신체와 정신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행화의 개념을 
포괄하는 체화학습으로 교육연극에서의 신체의 위상을 설명한다 드라마형 . 
움직임통합은 말하기 제스처 몸짓 이미지 등 복합양식적 학습방법을 사, , , 
용하여 학습내용과 관련한 생생한 경험과 새로운 세계에 한 만남을 주
선하였다 드라마적 또는 씨어터적 접근의 연극상황에서 신체움직임 실행. 
은 학습내용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체화학습의 내용이자 방법으로 작
용하였다 신체를 활성화하여 감각 정서 감정 인지를 아(what & how). , , , 
우르고 허구적 상황을 경험한 후 반성적 사고와 해석을 시도하는 교육연
극 실천은 체화학습이 된다 김주연 물론 역할극이나 연극기법을 ( , 2019). , 
사용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적 감정적 이입 없이 단순 동기유발이나 흥미로, 
운 내용지식 전달 도구에 그친다면 체화된 인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학습 내용요소를 담은 상황 속에서 신체움직임을 통해 온몸. 
으로 느끼고 생각함으로써 세계 속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인식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교육적 의미와 잠재성을 
가진다 이러한 교육연극은 학습자와 과정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하(why). 
고 교사는 화와 질문을 이끌어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 
다 김병주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에 참여하는 학생은 배우와 주인공( , 2018). 
이 되어 배움을 능동적으로 구성하였고 교사는 촉진자가 되었다(by 
whom).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 학생 교사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 , 
통해 생생한 학습체험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정해진 본을 읽는 것이 . 
아니라 주제 맞는 본을 스스로 구성해 연극을 연습했다 이후 극 속에서 . 
몸소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내용을 구현하고 교사는 모든 과정에 걸쳐 학
생들이 몸으로 체현한 연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교육의 세 주체는 모든 방향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학. 
생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하나로 통일된 총체적 교육을 실현하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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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드라마형 움직임통합[ 17] 

감각형    9) 

감각형 움직임통합은 수업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청각 시각과 동시에 촉  , 
각 미각 후각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학습에 활용한다 신체 감각기관을 , , . 
사용해 학습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은 직접적인 관
련성을 가졌고 학생들은 상을 느끼기 위해 각자 본인의 방식 로 주도, 
적으로 움직였다 기본적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활용되는 신체움직임은 . 
좌식수업보다 더 많은 감각운동경험을 촉진한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움. , 
직임통합과 차별화되는 감각형 움직임통합의 특징은 미세한 감각경험에 의
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감각체험을 성찰함으로써 학습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지만 부분의 경우 . 
감각은 전경이 아닌 배경이 되어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한다. 

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한 의식이 사라진 상태를 부재한 Leder(1990)
몸 으로 표현하였다 고통과 질병과 같은 사건이나 고의적 (absent body) . 
목적에 의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몸의 감각과 움직임이 
가져오는 변화와 반응을 느낄 수 있다 학습내용요소를 온전히 배우기 위. 
해서 학습자의 감각을 전경에 내세워야 할 때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야 더 , 
쉽게 학습할 수 있을 때 신체움직임의 감각이 학습내용과 정서적 관계를 , 
가질 때 교사들은 감각형 움직임통합을 사용하였다 그 종류에는 모형조. 
작 양감체험 오감활용 감각실험 감각비유활동이 있었다, , , , .

드라마적 접근 씨어터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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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들은 수학수업에서 쌓기나무 지오보드 수모형 등의   , , , 모형 조
작 활동을 사용했다 논리적 추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구체적 조 . 
작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구체물을 조작하여 수학적 개념
과 원리를 형성할 수 있다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 입체도형을 입체 모형. 
으로 만들어보고 개의 낱개 모형을 개의 십 모형으로 바꾸어보며 반, 10 1
올림이 있는 덧셈의 원리를 이해하였다 직접 손으로 모형을 만들고 바꾸. 
며 새로운 관점에서 상을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학습물을 지각하고 귀납적으로 추상하였다.

수학과� 관련해서� 도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입체도형� 관련해서�?� 쌓기나무를� 통해서� 아이들
이고� 만져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해왕 심층면담( ,� )

지오보드라던가� 자석� 블록이라던가 자석도�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
고� 수업에� 필요한� 입체도형이� 있다� 또는� 평면도형이� 있다� 그러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적
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중략 조작활동들은� 교구가� 갯수에� 제한이� 없는� 한�.� ( )� 개인�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예요.

정목성 심층면담( ,� )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조작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게�� .� 가장� 효율적인� 자료라고� 생각
을� 해서 예를� 들어� 곱셈� 곱하기� 을� 설명하는데� 동수누가로� 더하기� 더하기� 잖아요.� 2� 3 2 2 2 .�
아이들에게� 말� 말고� 시각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모형이거든요.

이화성 심층면담( ,� )

둘째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시간 속도 등의 양적 수치에 한 감각  , , , , , , 
을 기르기 위해 감각기능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설계하여 양감체험을 하였
다 수학교과의 측정영역에서 학생들은 교실과 운동장에서 임의단위와 표. 
준단위로 직접 길이와 넓이를 재어본 후 측정값을 눈으로 보고 걷어보고 
만져보았다 학교보다 더 큰 넓이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 
보고 실제로 걸어보기도 했다 부피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균일한 . 1㎥ 
부피의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거나 모서리로만 이루어진 정육면체를 만들, 
어 그 안에 직접 들어가는 활동을 하며 부피감을 익혔다 시간과 속도에 . 

한 체험도 신체적 감각과 관련지어 제공하였을 때 그 양을 적절히 지각
하였다 분 동안 들숨이나 심박수를 재어보고 미니자동차의 속도를 재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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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터를 여러 빠르기로 뛰고 속도를 계산하였다 성인에게도 양감은 100 . 
직접 보고 만들고 만져보고 걸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양적 수치는 , , , .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신체적 감각을 사
용하는 움직임활동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양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인� 부피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를� 주제로� 우유,� ,� 1m
곽을� 쌓아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 길이가� 자기� 발걸음으로� 어느� 정10m
도가� 되는지 보통� 측정과� 관련해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몇� 걸음� 정도� 걸으면� 가� 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10m .

송해왕 심층면담( ,� )

원의� 둘레를� 구한다면�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물� 뿌리개나� 물병을� 가지고� 나가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그리고 발걸음을� 이용해서� 그린� 원의� 둘래가� 얼마인지� 어림� 해� 보거나 아니면�.�
바퀴자 아세요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는� 직선만� 잴� 수� 있잖아요 바퀴자는�� ?� .� .�
길을� 따라가면서� 곡선의� 길이를� 잴� 수� 있거든요 중략 제곱미터까지는� 교실에서� 할� 수�.� ( )� 1�
있잖아요 그런데� 아르� 정도는�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그런� 것은�.� 1� .� .�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아르를� 가로 세로� 미터의� 크기는� 어떤지� 직접� 확인1� ,� 10 해볼� 수� 있죠 이제� 헥타르.� 1�
는� 운동장� 크기로� 안되니까� 포털� 지도� 사이트를� 켜놓고�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헥타르가�1�
얼만큼의� 블록을� 차지하는가. 중략 여건이� 된다면�� ( )�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

정목성 심층면담( ,� )

파이프� 같은� 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PVC� .� 아이들이� 세제곱미터가� 얼만큼의� 부피를�1�
차지하는지� 그걸� 직접� 들어가보게� 하고�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중략 직접� 삼각� ( )�
형의� 넓이 높이� 구할� 때도� 자기가� 여기� 이런데� 바깥에� 다� 만들어놓고�,� 직접� 측정하게 했는�
데� 중략 어른들도� 제곱킬로미터� 감이� 잘� 안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제곱( )� 1 .� 1
미터를� 만들어보면�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 평이� 얼마니� 제곱미터야 그럼�.� 3.3� .�

제곱미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3.3� . 원룸이� 평 평짜리야 감옥이� 몇� 평일까� 등의� 질문으� 2 ,� 3 ,�
로� 애들이� 평에� 대한� 인지가� 훨씬� 되는� 것� 같아요.

주혜성 심층면담( ,� )

셋째  , 오감을 활용하여 학습에 관련한 자연물과 인공물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였다 과학교과의 관찰실험 미술교과의 관찰표현하기 등 상을 관. , 
찰하는 수업이 있을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하
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상을 만져보고 여러 각도에서 보고 소리에 . , , 
귀를 기울이는 등 다섯 감각을 활용하여 상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었
다 단일 관찰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그 시기의 . 
계절과 날씨를 온몸으로 느끼기도 하였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 
바람의 소리 공기의 향기 새소리 식물의 색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 , , 
야외 오감활용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의 몸에 오랜 기간 동안 기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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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수업에서� 주로� 관찰과� 감각을� 이해하든지� 하는� 데에서� 조소라던지� 그런� 부분을� 했던�
것� 같고.� 조각과� 소조할� 때� 만져보며� 물체를� 파악한� 경우� 중략 과학에서� 꽃을� 같이� 배우( )�
는� 데� 교과서에서� 책을� 놓고� 배우는� 것과� 밖에� 나가서� 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혀� 다
른� 거� 같아요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것은� 듀이의� 경험주의�.�
이야기와�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교실에서� 꽃의� 그림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직접� 내가� 꽃잎을� 만져보고� 수술을� 관찰하고� 내가� 해보
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눈으로� 볼� 때� 이게� 암술이� 크니� 수술이� 크니�.�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바깥에� 가서� 튤립을� 보고� 나서� 그게� 튤립� 가운에� 안에� 있는� 게� 뭐
처럼� 보이냐고�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죠.

송해왕 심층면담( ,� )

넷째  , 감각실험은 운동감각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여러 감각을 사용하도록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결과를 감. , 
각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감각실험이라 명명하였다 표적으로 과학의 물. 
리적 개념이 감각실험의 상이 되었다 손으로 직접 각도를 조정해보고 . 
공의 속도를 느끼고 물건을 높게 쌓으며 무게중심을 찾았다 학생들은 신, . 
체를 직접 움직여 외부의 물건을 조작하며 얻은 여러 감각을 통해 학습개
념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었다.

각도를� 측정할� 때� 각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 수학과� 과학� .�
의� 통합이었던� 것� 같은데.� 하프� 파이프로� 각도를� 맞추어서� 도의� 각도와� 도의� 각도를�30 70
만들어� 초시계로� 시간을� 재어서� 어떤� 것이� 더� 빠른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송해왕 심층면담( ,� )

대왕� 젠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중략 처음에는� 공간( )� , 무게중심� 개념� 을� 설명하고� 놀이를�
하는� 거죠 중략 애들이� 의자� 딛고� 올라가서� 젠가를� 이렇게� 했어요 이� 팀은�.� ( )� .� 스파게티� 면
과� 마시멜로로� 높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균형과� 무게감각 관련해서� 했어요 중략� .� ( )�
바람을� 일으켜서� 한복� 치마로� 종이컵� 위에� 있는� 탁구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했었고� 저는� 뭐했냐면� 탁구� 큰� 책상� 가져다� 두고�.� 병뚜껑을� 알
까기로� 보내서� 저� 끝에� 까지� 많이� 보내나.� 지면과� 병뚜껑의� 마찰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혜성 심층면담( ,� )

다섯째 학습내용과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감각활동  , 
을 학습내용과 비유적으로 연결하는 감각비유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 
개구리의 한 살이를 학습하는 수업에서 알 올챙이 개구리로 성장할수록 , , 
콩 주머니를 주고받는 거리를 늘려 동물의 성장을 운동감각적 경험에 비
유하였다 점차 힘차게 콩주머니를 던졌던 신체움직임과 개구리의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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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지어 학습내용요소를 다양한 감각경험으로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었
다 감각비유활동은 신체움직임과 내용적으로 관련짓기 어려운 학습내용도 . 
움직임에서 오는 감각을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과학의� 한살이면� 시로� 만들어서� 알이�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
런� 한살이를� 시로� 만들어서� 암송하면서� 콩� 주머니를� 주고받게.� 처음에� 알에서는� 이정도 손(
으로� 거리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올챙이에서� 요정도 뭐� 성장할수록� 먼� 거리에서� 아이들).� ,�
이� 서로� 이렇게� 뭘� 주고받는다든지� 뭔가� 움직임을� 약간� 유의미하게� 그� 학습과� 조금� 관련
시키던지 아니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나이의� 아이에게� 꼭� 필요한� 발달을� 돕는� 움직�
임 그런� 걸�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

김태양 심층면담( ,� )

온책읽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어요 그럼�.� ( )� 5 .�
중간에� 잎새와� 뭐가� 되어서� 날아보기를� 하자� 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강당에서� 날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그런� 움직임� 활동들을� 독서와� 연관을� 지어� 가지고� 그렇�
게� 했었거든요.

홍우주 심층면담( ,� )

신체움직임이 동반하는 감각경험과 학습내용은 직접적이거나 비유적인   
관계를 가지며 체화된 인지를 형성하였다 모든 인간의 경험과 앎(what). 
은 우리의 감각운동계에 의해 형성되고 은유적 투사를 통해 추상적 개념
으로 나아간다 체화적 관점에서 인지는 뇌만(Lakoff & Johnson, 1999). 
의 정보처리과정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 구조와 기능에 의해 지각되는 현
상에 의해 결정된다 감각형 움직임통합은 학생들로 하여금 활동에서 경험. 
하는 감각운동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느낌을 표현하고 성찰함으로써 학, , 
습내용을 온전히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는 체화된 지식의 중요성을 (how). 
강조하는 현상학적 스포츠교육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체험을 가져오
는 방식과 유사하다 객관적인 기술 수준보다 움직임의 주관적인 느낌에 . 
중점을 두는 학습자 중심의 움직임경험을 위해 수행모형(practicing 

은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여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충model)
분한 연습시간을 가지고 교과 내용과 수행에 집중하도록 한다

운동감각에 기반한 (Aggerholm, Standal, Barker & Larsson, 2018).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내용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외부 환경과 역
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었다 감각형 움(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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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통합에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신체의 감각경험에 참여하며 상을 탐
색하고 의미를 구성해나갔다 교사는 감각을 깨우는 안내자가 (by whom). 
되어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학생이 
스스로 배움의 결과를 만들어나갔다 학습내용 학생 교사의 세 교육요소. , , 
는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압도하지 않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롭게 통합되었다.

그림 감각형 움직임통합[ 18] 

표현형    10) 

표현형 움직임통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습내용을 자유롭게 몸으  
로 표현하였다 학습내용의 특징을 비유하여 신체동작으로 나타내는 방식. 
의 표현형 움직임통합은 여러 교과에 걸쳐 활용도가 높았다 신체표현을 . 
한다는 점에서 드라마형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신체움직임에 중점을 두어 행위주체의 주관성이 높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현형 움직임통합의 종류에는 주제표현과 느낌표현. 
이 있다.

첫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개념을 몸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도록   , 
하는 주제표현 활동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 단원을 마무리하며 배운  . ,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학습개념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문학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몸으로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한 학습주제의 내용을 다. 

모형조작 양감체험 오감활용 감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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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했다 신체움직임을 통한 원활한 의. 
사소통을 위해 개념의 표적인 특징이나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신체표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주제표현의 신체움직임은 학습에 한 학생의 이해. 
도와 인지구조 그리고 느낌과 정서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속담을� 몸으로� 표현하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게임들을� 항상� 어쨌든간� 배우고��
나서는� 몸으로� 익히면서� 마무리하는� 주제� 마무리활동�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적용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속담을� 표현한다거나� 할� 때� 아이들이� 진짜� 그냥� 글로� 쓴다.�
고나� 이런� 거� 보다� 몸으로� 한� 번� 더� 해보고� 맞춰� 보고 우리� 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하�
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우주 심층면담( ,� )

인상적인� 장면을� 표현해보자 말� 안하고� 몸으로� 표현� 하는� 거예요.� . 모둠끼리� 표현을� 하는�
데�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그게� 어떤� 연극적인� 요소인데� 어떤� 팀은� 의자� 위에� 한명� 올라가.�
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을� 위로� 뻗는다 이렇게� 있고� 다른� 아이들은� 밑에서� 있는� 거예( .)�
요.� 그� 책을� 본� 아이들은� 다� 그게� 무슨� 장면인줄� 알지.

주혜성 심층면담( ,� )

사회� 시간에� 한� 단원� 마치고� 모둠별로� 돌아가며� 제시된� 단어를� 몸으로� 설명하기 국어� 단,�
어를� 몸으로� 설명하기.

일반 설문조사( F-10,� )

학습결과 확인뿐만 아니라 학습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주제표현이 활용되었다 김태양 교사는 저학년 한글교육을 할 때 자음과 . 
모음을 관련지을 수 있는 움직임에 비유하여 소리와 문자를 몸으로 형상
화하여 익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시를 몸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움직이. , 
며 체험할 수 있는 시를 의도하여 선택해 주제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신체표현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표현은 학생 개인마다 형성하는 서. 
로 다른 인지구조를 드러내거나 목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신체표현으로
써 학습주제에 한 공통된 인지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국어는� 처음에� 자음과� 모음을� 배울� 때� 자음은� 사물하고의� 관계에서� 뭐� 부딪치는� 거라든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움직임� 그리고� 모음은�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의� 표
현으로� 접근을� 해서� 자음 모음에� 대한� 움직임,� 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간단한� 시� 같은� 걸�.�
하면서� 모음을� 살리는� 움직임 자음을� 살리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한글� 지도를� 할� 때도� 움,�
직임을� 했었구요.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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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암송할� 때� 시에� 맞는�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위한� 시를� 택하.�
거나� 제가� 짓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내� 발� 밑에는� 땅이� 있어.� ,�
요 나는�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이런� 시를� 하면서�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
그런� 시를� 암송하면서� 움직여요 중략.� ( )� 씨앗처럼� 아주� 작아졌다가 아주� 커졌다 아주� 작,� .�
아졌다가 아주� 커졌다 이런� 어떤� 양극적인� 움직임,� .� ?

김태양 심층면담( ,� )

곤충이� 되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 네� 명이� 모여서� 나비가� 되거나� 기린이� 되요 그러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면� 음악에� 맞추어.�
서� 동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강보름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교사들은 학습내용에 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미부  , 
여를 강조하는 느낌표현을 사용하였다 타자가 보았을 때 표현하는 내용을 . 
이해할 수 있는 주제표현과 달리 느낌표현은 내면의 에너지를 표출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몸으로 나타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와 소설 등의 . 
문학작품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목적에 따라 주제표현이 되거나 느낌
표현이 될 수 있었다 더 자유로운 신체적 표현을 인정하는 느낌표현은 선. 
율과 리듬이 있는 음악과 자주 통합되었다 박자에 맞추어 걸어보고 박자. , 
의 느낌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음색과 선율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신체로 .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념에 한 주관적인 . , 
관념을 음악에 맞추어 줄 스카프 등의 중립적인 소품을 사용하여 자유롭, , 
게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사계절을 몸으로 표현하고 현재의 감정을 신. , , 
체움직임으로 나타냈다 학생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학습 상에 한 . 
생각과 느낌을 신체움직임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 표현하고 이해해나가
고 있었다.

핸드드럼으로� 박을�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분의� 박을� 주며�4 2 걷기를� 통해� 여러� 가지� 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손과� 발에� 끼고�.� 삼박자에는� 삼각형을� 만들고 사박자면� 사각형,�
을� 만들어요. 중략� ( )� 음정이� 올라가면� 고무줄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내려가면� 몸과� 함께�,�
내려오면서�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략.� ( )� 잼베를� 두드려주면� 박에� 맞추어� 아이들은�
움직이고� 소리도� 다양하게� 연주해주면� 음색에� 맞추어� 움직이구요. 예를� 들어 미끄러지듯이�� ,�
소리를� 내주면� 아이들은� 그것에� 맞춰� 미끄러지고 통통통통� 튀기면� 아이들은� 통통통통� 뛰,�
고 예� 이렇게� 꽝 다리를� 구른다 하면� 아이들은� 털썩� 내려앉고.� ( ) .

강보름 심층면담( ,� )

뱃놀이를� 가르칠� 때� 몸을� 직접�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중략 특히� 국악이� 노래만� 가� .� ( )�
르치면�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안� 한다.�
는� 거죠 그걸� 안하고� 노래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움직임과� 같이.� .� .� 신체표현과� 같
이� 가야지� 그� 느낌을� 알� 수� 있다고.

주혜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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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표현이라고 해서 교사가 속수무책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완전한   .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오히려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 
에 교사는 짧은 이야기나 상황을 설정하여 상상력 을 발휘할 수 있게 도“ ”
왔고 학생들은 움직임을 상상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은 상상력이 우리 경험의 기본적 층위에서 작용하는 매우 Mark Johnson
광범위한 정신 능력이고 추상성과 합리성도 신체화된 상상적 구조에 근거
한다고 설명한다 노양진 신체적 활동으로부터 추상적인 상을 은( , 2003). 
유적으로 투사하기 위해 상상이 사용되는 것처럼 개인 내면의 느낌도 상
상력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교사들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돕기 위해 . 
상상적 구조를 활용하였다 스카프 같은 소품을 사용하여 움직임의 경로를 . 
가시화하거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 쌀을 뿌리듯이 흩어진다 등의 “ .”, “ .” 
실제 경험을 신체움직임에 비유하여 움직임을 상상하도록 도왔다 이야기 . 
구조를 활용하여 만약 어떤 동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강보름 교사는 조건과 바운더리가 주어졌. 
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신체움직임에 기반한 상상 그리고 상상에 기반한 자유움직임은 행화적 은
유를 구성하고 경험을 확장시켰다.

애들이� 내� 몸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카프를� 쥐어주면� 스카프가� 휘.�
날리잖아요 그것이� 재미있으니까� 손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 예요 선을� 그리기� 더� 좋고.� .�
애들한데� 그냥� 흔들어봐 이러지� 않고�“ ”� 얘들아� 여기� 도화지가� 있어 그� 도화지에� 스카프“ .�
로� 그림을� 그리듯이� 움직여보자”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춤이� 들어가져요 움직임이.� .�
그리고� 스카프를� 놓았을� 때도� 해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중략( )� 뭔가�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공간을� 그냥��

돌아다니면� 안으로� 가까이� 모이거든요 빈� 공간이� 참� 많아요 그러면�.� .� 쌀을� 뿌렸을� 때� 어떻
게� 흩어지지라고� 물어보면서� 공간을� 채우면서� 움직이자� 라고� 말하죠. 그렇게� 바운더리를��
주어야지�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여요.

강보름 심층면담( ,� )

공을� 집어서� 몇� 개� 구멍� 중에� 어디에� 넣겠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미� 내가� 그� 동작을� 하기�
전에� 내� 머리� 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달려가서� 저기에� 그렇게� 넣는� 상상을� 하잖아
요 움직임의� 기본은� 상상인거죠.� . 내가�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한� 전� 떠올리기 그런� 떠올리기� .�
를� 길러� 주기� 위해서� 어릴� 때는� 그� 나이에� 맞는�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내가� 토끼.� ,�
여우가� 되고� 그랬을� 때� 토끼는� 여우한테� 잡히지� 않고� 뭐� 이렇게� 빨리� 가서� 당근을� 구해�
와야� 해 가져와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 .�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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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지식을   
인지적으로 구성해나간다 표현형 움직임통합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에 . 

한 개인적인 생각 감정 등의 주관적인 느낌 반영하여 몸으로 표현함으, 
로써 신체에 근거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학습주제를 해석(what). 
하여 신체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주제표현과 예술적 요소와 상상력이 가미된 
느낌표현이 활용되었는데 교사는 움직임을 묘사하는 언어나 소품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활성화했다 표현형 움직임통합은 자기표현욕(how). 
구가 높은 초등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도왔고 학습자가 
몸으로 표현한 인지구조는 학습지도에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 내 존재로. , 
서 참여한 신체표현의 감각운동경험은 학습내용과 창발의 관계를 가졌다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었고 교사는 신체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why). 
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
하였다 학습내용은 학생을 통해 구체화되고 학생의 신체적 (by whom). , 
표현 안에서 학습내용이 구현되었다 더 역동적이고 긴 한 학습내용과 학. 
생 사이의 관계를 위해 교사는 두 학습요소와 비선형적이고 예측하기 힘
든 상호작용을 이어나갔다.

그림 표현형 움직임통합[ 19] 
주제표현 느낌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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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 .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교사가 실천하는 열 가지 움직임통합 유형을 분석  
하여 움직임통합을 설명하는 두 가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첫째 학습내용. , 
요소와 신체움직임 통합의 관계를 통합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제
시한다 둘째 움직임통합 수업의 신체움직임을 학생이 행하는 신체움직임. , 
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두 체계는 각각 축. y
과 축이 되어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x (Movement Integration Style 

을 구성하게 된다Quadrant, MISQ) .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트럼1) -

정규 수업시간에 통합된 신체활동의 목적과 종류는 다양하다 가장 략  . 
적으로 수업 중 학생의 신체움직임이 의도된 것인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연적인 움직임에는 모둠 형으로 . , 
움직이기 공용 공간에 가서 앉기 등의 과제 관련 움직임과 연필 깎으러 ,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등의 비과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 . , 
도적인 움직임은 통합목적에 의해 신체움직임이 학습내용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움직임의 교육적 통. 
합을 위해서는 학습내용과 신체움직임의 통합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은 과정적 신체활동 구조화된 신체활동 내용신체활동으  Nicksic(2018) , , 
로 교실 신체활동 삼요소를 제시한다 과정적 신체활동은 과제 제출하기. , 
연필깎기 등 학생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제 지향적인 활
동을 말한다 구조화된 신체활동은 학습내용과 무관하게 포함시키는 뇌 활. 
동 깨우기 주의집중 활동 등의 활동을 말한다 내용신체활동은 교육과정 , . 
내용과 관련하여 신체움직임을 통합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Moon & 

는 내용신체활동과 동일한 의미로 학업적 통합을 소개한다Webster(2019) . 
추가하여 그들은 학업적 통합에서 보다 발전된 단계로 학제적 통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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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학제적 통합은 통합한 신체움직임이 체육교과 내용요소와 연계되. 
어 체육교육의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통합된 신체움직임. 
이 체육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용신체활동을 학업적 
통합과 학제적 통합으로 세분화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통. 
합 유형의 분류는 교육내용과 관련한 신체움직임의 의미와 세부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움직임통합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
다.

건강증진 관점뿐만 아니라 체화적 학습 관점까지 아우르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실천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내용요소와 신체움직임의 통합관
계를 더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교사가 실천하는 움. 
직임통합에서 학습내용과 신체움직임의 통합강도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통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용요소와 신체움직임 관련도가 떨어지는 약한 . 
통합강도에서부터 관련도가 높은 강한 통합강도까지 통합의 종류를 나열하
면 우연적 통합 개별적 통합 간접적 통합 직접적 통합이 있었다, , , .

첫째  , 우연적 통합은 교사의 의도하지 않은 학생의 신체움직임 통합을 
말한다 학습내용과 신체움직임이 내용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 
신 절차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소 전문가 협동학습모형, . , 
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문가 그룹으로 이동할 때 우연적 
신체움직임통합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학습 과. 
정에서의 자리 이동 활동지 제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등의 움직임, , 
이 우연적 통합의 상이 된다 수업 과정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교사. 
의 특별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극 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 개별적 통합은 학습내용에 관계없이 별개로 신체움직임을 통합하
는 것을 말한다 학습내용에 따라 신체움직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고정. 
적인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집중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모둠활동. , , 
에서 전체 활동으로 전환할 때 하는 움직임 규칙 뇌와 감각을 깨우기 위, 
한 스트레칭 등이 있다 뇌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신체활동이 집중. 
력과 인지기능에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둔다 신체활동이 학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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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리적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가정
하나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는 않는다.

셋째  , 간접적 통합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
는 목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적 통합과 함께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건강증진 관점에 부합한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 
것에 방점이 있으므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 
교실 네 모퉁이에 구역을 지정하여 학습 활동을 하거나 자리를 움직이며 , 
수학 문제를 풀고 교실에서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친구를 만나 짝 활동을 , 
하는 것 등이 있다 부분 걷기 뛰기 굽히기 일어나기 등의 단순한 신. , , , 
체움직임이 통합되며 학습을 위한 수단이 된다 신체움직임이 곧바로 학습. 
내용을 상징하지 않으며 움직임과 학습활동이 과정 속에서 인과적으로 연
계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 직접적 통합은 신체움직임의 내용이 학습내용과 접한 관계를 형
성하는 통합을 의미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움직임을 통합한다 신체움직임과 학습의 구분과 . 
상관관계가 불분명할뿐더러 크게 중요하지 않다 체화된 인지학습의 관점. 
에서 움직인다 배운다 라고 할 수 있는 종류의 움직임이 해당된다 행화“ = ” . 
적 움직임통합 교수 모델의 경우 신체움직임의 종류에 따른 교육적 경험
감각운동적 정서적 상호주관적 경험 을 탐색한다( , , ) (Madsen et al., 

직접적 통합의 예시로는 학생들이 직접 걸어보거나 팔 다리를 넓2020). , 
게 펼쳐 거리나 공간에 한 양감을 감각운동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비유적으로 설정된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진 자원에 따라 어렵게 . 
물건을 생산해내며 불합리한 구조를 정서적으로 체험한다 태양계 행성이 . 
되어 공전을 하며 느끼는 친구와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행성 
간의 거리감을 체득한다 이와 같이 직접적 통합에서 학생의 움직임은 움. 
직이지 않고 알기 어려운 학습내용의 체화를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움직임이자 학습내용이 된다.

네 가지 통합의 종류를 통합 상의 관련 정도 따라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
통합관계 스펙트럼에 나타낼 수 있다 스펙트럼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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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통합방식 예를 들어 직접적 통합 안에서도 통합의 강도가 높은 활동, 
부터 낮은 활동까지 다양한 통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트럼[ 20] -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트럼2) 

교사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떤 신체움직임을 활용할 것이  
며 어떻게 학습내용과 통합시킬 것인지 판단한다 통합의도에 따라 학습내. 
용을 기준으로 신체움직임을 선택하거나 활용할 신체움직임에 맞추어 수업
형식이나 학습내용을 변형하기도 한다 이때 의도한 학습내용과 신체움직. 
임의 통합관계는 신체움직임의 종류를 결정하지 않는다 반 로 통합할 . , 
신체움직임의 종류가 학습내용과의 통합관계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예를 . 
들어 달리기라는 신체움직임은 특정 종류의 통합을 명시하지 않는다 달, . 
리기는 직접통합 간접통합 개별통합 우연통합의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 , , 
수 있다 때문에 움직임통합의 상이 되는 여러 종류의 신체움직임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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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른 예로 학생들. 
이 마임을 했다고 해서 체화된 학습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임이 학습? 
내용과 직접적으로 통합되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마임이 집중구호의 일환
으로 개별적으로 통합되었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 
로 중고강도 신체활동 기본움직임기술을 활용한 표현활동 감각경험활동, , , 
소근육 조작활동 등 광범위한 신체움직임의 종류를 기준으로 움직임통합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트럼에 이어 움직임통합을 이해하기   -
위한 또 다른 축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신체움직임을 통해 설명
될 필요가 있다 움직임통합 활동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어. , 
떻게 움직이도록 안내받는지 얼마나 권한을 부여받는지 등 학생의 관점에, 
서 움직임의 성격과 교육적 경험을 알아봄으로써 신체움직임의 교육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움직임에 한 자율성은 학습. , 
내용 학생 교사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의미하고 교육방법과 학습의 주, , 
체에 한 정보를 암시한다 초등교사들이 실천한 움직임통합 수업을 분. 
석한 결과 신체움직임에 해 학생이 부여받는 권한과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었다 움직임의 자유가 적은 것. 
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 로 나열하면 모방움직임 동반움직임 기본움직, , 
임 개방움직임 자유움직임이 도출되었다, , .

첫째  , 모방움직임은 정해진 신체동작과 자세를 똑같이 따라하는 움직임
이다 일정한 신체움직임에 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시범과 설명이 주어지. 
고 반복적인 경향을 가진다 학생 개인이 변형하지 못하는 공동체적이고 . 
고정불변적 성격을 띤다 활동 예시에는 스트레칭 안무 움직임 약속 등. , , 
이 있다.

둘째  , 동반움직임은 움직임에 한 개별적인 안내가 없고 학습상황의 목
적과 필요에 따라 동반되는 움직임을 말한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 
지만 자유로운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고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가깝다. 
활동 예시에는 만들기 모형조작활동 협동학습 체험학습 등에 동반되는 , , , 
움직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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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기본움직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움직임기술을 의미
한다 달리기 걷기 스키핑 등의 이동움직임 균형잡기 착지 흔들기 등. , , , , , 
의 비이동움직임 던지기 받기 치기 등의 조작움직임을 포함한다 교사는 , , , . 
학습활동을 안내할 때 기본움직임에 한 기초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학생. 
들은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신체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활동 예시에는 놀이와 게임 체육통합수업 스포츠에서. , , 
의 신체활동이 있다.

넷째  , 개방움직임은 움직임에 한 별도의 안내가 있으며 넓은 범위의 
움직임이 인정되지만 일정 수준 내에서 기 되는 방향이 있다 움직임에 . 

한 선택의 폭이 개방되어 있으나 교사가 과제 및 환경에 조건과 제한을 
두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움직임을 유도한다 활동 예시에는 신체로 도형 . 
만들기 정답을 몸으로 표현하기 역할극과 연극 등이 있다, , .

다섯째  , 자유움직임은 제한 없이 학생들이 움직이며 각자의 동기와 목적
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가장 다양한 종류. 
의 움직임이 비정형적으로 구현된다 활동 예시에는 오감 활용하기 선율. , 
과 리듬에 맞추어 신체표현하기 학습 주제를 몸으로 표현하기 등이 있다, .

신체움직임은 학생의 신체가 주변 환경 교수학습자료 친구 교사 등 과   ( , , )
학습과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 
따르면 환경 유기체 과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운동행동, , 
이 생성되는데 이 세 가지 제한요소에 따라 자유도가 정해진다(Newell, 

움직임통합 수업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환경 학생 과제에 어1986). , , 
떤 제한 조건을 부여하여 수업을 계획하는가에 따라 학생의 신체움직임의 
자유도가 생겨난다 생태학적 이론에서 행위자는 환경과 과제를 지각하여 .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동작을 수행하는 생태적 유기체이다

움직임통합 수업 환경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움직임은 역(Gibson, 1950). 
으로 새로운 지식세계를 인식하고 사고를 넓혀나가는 학습 그 자체가 된
다 그러므로 교사는 배움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을 계획하기 위해 학습. 
내용과 신체움직임의 관계는 물론이며 과제 학습자 환경적 요소를 조, , 
정하여 신체움직임의 자율성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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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트럼은 왼쪽으로 갈수록 움직임의 자율성이   
떨어져 한정된 움직임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움직임의 자율성이 높아, 
져 다양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스펙트럼이라는 명칭은 한 가지 움직임 . 
안에서도 신체움직임에 한 권한부여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림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트럼[ 21]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3) 

신체움직임의 다양한 통합유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등교사들은 단순  
히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수업시간에 신체움직임을 할당하지 않는다. 
수업에 활용되는 신체움직임이 학습을 돕는 교육적 역할을 해낼 때 움직
임통합은 교사들에게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움직임통. 
합의 실천을 설명하는 틀도 세분화되어야 한다 학습내용과 신체움직임이 . 
관련되는지의 여부만 따지는 이분법적인 분류로 움직임통합을 온전히 이해
하기 어렵다 교사의 통합의도와 학생의 신체움직임 의도를 함께 제시함으. 
로써 교육적 관점에서 움직임통합을 분석할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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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트럼과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
트럼이 활용될 수 있다 움직임통합 수업이 두 가지 스펙트럼에서 차지하. 
는 위치를 알면 교사가 의도한 교육적 목적과 이를 성취하는 학생의 신체
움직임 참여 방식에 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분면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고자 한다. 
최의창 은 모형중심 체육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포츠교육론으로 (2021)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스포츠교육의 지형도를 학습자와 운동의 두 차원을 
이루는 스포츠교육론사분면으로 제안하였다 이런 사분면 형태의 해석틀은 . 
움직임통합의 영역을 조망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교육적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 결과 .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
트럼은 축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트럼은 축으로 하여 움직임통합y , x “
스타일사분면 을 구성하였다”(Movement Integration Quadrant) .

축의 경우 위로 가면 통합에 한 교사의 교수적 의도가 높아지고 아  y , 
래로 가면 교사의 의도성이 낮아진다 가장 위에 있는 직접적 통합은 학습. 
내용요소에 따라 적합한 신체움직임을 선택하여 신체움직임이 학습이 되도
록 하는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세심하게 반영된다 반 로 가장 아래에 있. 
는 우연적 통합은 교사가 움직임통합을 의도하지 않는다 축의 경우 오른. x
쪽으로 가면 학생의 주관적인 학습의도가 높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학생의 , 
의도성이 낮아진다 자유움직임은 학생 개인이 목적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 
움직이며 학습할 수 있으나 모방움직임은 정해진 움직임을 따라야 하므로 , 
자신의 움직임에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 교사의 교수적 의도와 학생의 학. 
습적 의도는 결국 교수학습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적 의사결
정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교사의 의사결정권이 학생의 . 
의사결정권과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움. , 
직임을 직접적으로 통합한 수업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의도성이 함께 높
게 나타난다 여기서 의미하는 의사결정은 같은 사안에 한 교사와 학생. 
의 결정이 아니라 교사는 교수방법에 해 학생은 학습방법에 해 가지, 
는 각자의 의사결정을 말한다 교사와 학생은 더 좋은 수업과 학습을 위해 . 
협력하는 상호적 존재로 두 주체가 모두 최선의 교육을 위해 행동을 결정



- 143 -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배움을 만들어나갈 수 있
다.

움직임통합스타일 사분면 위에 놓인 움직임통합의 유형은 교육내용과   
움직임의 관계에 한 교사의 의사결정과 움직임에 한 학생의 의사결정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업스타일의 단위로서 기능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도와 형태를 가진 움직임통합도 움직임통합스타. 
일사분면 안에 위치할 수 있다.

그림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 22]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에 열 가지 움직임통합 유형을 위치시키기 위해   
각 유형 내에 존재하는 가지 수업기법을 사분면 위에 분포시켜야 했다26 . 
이를 위해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와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을 정리-
하면 표 와 같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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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움직임통합스타일의 내용과 특성< 15> 

가지 수업기법을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각 유형별로   26
서로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였고 이들을 묶어 움직임통합스타일로 나타낼 , 
수 있었다 각 스타일은 유사한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강도와 신체움직. -
임의 자율성을 가졌다.

율동형 전환형 스포츠형 놀이형 숙달형

내용
! 스트레칭
! 리듬치기
! 춤 안무

! 학생중심수업
! 시작과 

마무리의 
루틴

! 동선 변형

! 상과 벌
! 체육통합수업

! 학습놀이
! 학급경영놀이

! 동시작업
! 몸으로 

반응하기

통합
관계 개별적 통합 개별적 통합

우연적 통합 간접적 통합 간접적 통합
개별적 통합

직접적 통합
간접적 통합

신체
움직
임

모방움직임 동반움직임
모방움직임 기본움직임 기본움직임 개방움직임

기본움직임

체험형 형태화형 드라마형 감각형 표현형

내용

! 재현하기
! 시뮬레이

션 기반 
학습

! 가상현실
학습

! 신체 및 
신체움직임 
활용 형태화

! 인공물 
활용 형태화

! 드라마적 
접근

! 씨어터적 
접근

! 모형조작
! 양감체험
! 오감활용
! 감각실험
! 감각비유활동

! 주제표현
! 느낌표현

통합
관계 직접적 통합 직접적 통합 직접적 통합 직접적 통합 직접적 통합

신체
움직
임

기본움직임
동반움직임 개방움직임 개방움직임 자유움직임 자유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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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움직임통합스타일의 분포[ 23] 

다 움직임통합스타일의 활용  . 

움직임통합스타일은 각각 신체움직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며 여러 종류의 수업기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열 . 
가지 움직임통합스타일과 가지 수업기법은 한 차시 수업 안에 단독으로 26
또는 복수로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단위가 되어 활용 다양성이 크다. 
이들은 움직임통합의 특징에 따라 매 차시 규칙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 
학년 교과 교수학습단계에 빈번히 응용되거나 특정 신체움직임 사용이 , , , 
두드러지는 등의 실천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초등교육 . 
현장에서 움직임통합이 교사의 어떤 의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움직임통합 수업 실천을 확 하고 교육적 철학을 구축하는 기
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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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스타일의 특징    1) 

움직임통합 유형은 조금씩 서로 다른 목표와 교육적 지향성을 가진다  . 
일반교과의 학습내용에 신체활동을 포함시킨다는 정의에 따르면 움직임통
합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필수요소가 신체활동과 학습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 가지 움직임통합스타일도 신체활동에 초점을 두는지 학습내. , 
용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교육적 근거와 목적을 달리하였다.

먼저  , 신체활동에 초점을 두는 유형은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움직임통합을 하였다 좌식생활시간과 비만율을 줄이. 
기 위해 학교생활 전반에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총체적 학교 접근이 교과
수업시간 내에 신체활동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이 깊다 활동적. 
인 수업을 통한 체중 감량 및 신체조성의 변화 건강 체력 증진 등의 신체, 
적 효과는 건강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수업시간에 통합된 신체활. 
동의 효과는 신체적 측면에 그치지 않았다 신체활동이 뇌기능과 인지능력 .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뇌 과학 관련분야의 연구와 신체활동이 
학습을 촉진하는 정서상태에 기여한다는 신경생리 및 심리학 분야의 연구
를 통해 신체활동의 학습적 효과는 널리 인정받는 사실이 되었다 신체활. 
동을 통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긍정 정서와 유능감 함양 학습태도 개, , 
선 등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효과는 수업에 신체활동을 통합하는 계기, 
를 만들어주었다. 율동형 전환형 스포츠형 놀이형 숙달형, , , , 움직임통합스 
타일은 신체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학습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신체활동에 초점을 두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업에 통합되는 신체. 
움직임은 학습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다음으로  , 학습내용에 초점을 두는 유형은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요소를 더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움직임통합을 
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의 몸과 움직임에 기초하여 학습내용 및 주변 환경. 
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인지를 형성하는 존재였다 심신일원적인 인. 
간이 환경에 내재하여 형성하는 감각운동지각이 인지 앎 마음 지식을 , , , 
구성한다는 체화된 인지와 관련이 깊다 내용요소의 체화적 학습을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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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과 관련한 감각운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상호, ,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의 몸에 근거한 배움을 만들어갔다 학생의 . 
몸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고 학생의 움직임에서 체현된 지식이 구현되어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 속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실존적 학습에 참여했다. 
체험형 형태화형 드라마형 감각형 표현형, , , , 움직임통합은 정도와 방법은  
다르지만 학습내용의 체화학습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은 교육학적 관점에. 
서 움직임통합을 해석하며 학습내용과 신체움직임의 관계와 신체움직임의 
질적 의미에 관심을 가졌다.

신체활동과 학습내용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움직임통합스타  
일을 분류하면 그림 와 같다 중첩한 곳에 위치한 스포츠형과 놀이형 [ 24] . 
움직임통합은 부분 신체활동 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나 학습내용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움직임통합 활동을 포함해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틀로서 활용되었다 중첩 지역에 있는 숙달형 움직임통합은 신체움직. 
임이 학습내용과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통합되는 방식에 따라 신체활동
이나 학습내용에 초점을 가졌다 각 움직임통합스타일이 의도하는 교육적 . 
목적과 학문적 배경은 신체활동에 중점을 두느냐 학습내용에 중점을 두느, 
냐에 따라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움직임통합스타일의 두 가지 관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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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에서 두 가지 관점의 위치를 살펴보면 각자 일  
정한 위치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제 사3
분면 좌하분면 을 중심으로 자리했다 신체움직임은 학습내용과 내용적으( ) . 
로 관련성을 가지지 않고 개별적으로나 우연히 통합되었다 학생들은 가벼. 
운 수준에서 중고강도 수준까지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학습에 한 
동기부여를 느끼고 과제에 집중하였다 학생들이 신체움직임을 다양하게 . 
변형할 수 있는 자율성은 낮은 편이었다 똑같은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기. 
본움직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움직임을 학습내용에 따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을 이루는 세 가지 교육요소인 교육내용 학생. Didaktik triangle , ,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은 적었다 교사는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 사이의 유. 
의미한 관계를 의도하지 않으므로 교육내용을 변형할 필요가 없었다 때. 
문에 학생의 신체움직임은 교육내용과의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보, , 
장하지 않았다 교사는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였. 
고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스트레칭에서부터 중고강도 신체활동 , 
등 다양한 신체움직임에 참여했다 교육내용 교사 학생 사이의 관계는 . , ,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선형적이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다, , .

반면  ,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제 사분면 우상분면 에 집중적으1 ( )
로 위치하였다 부분의 경우 통합된 신체움직임은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 
관계를 가졌다 신체움직임을 통해 느낀 감각운동적 경험과 정서 그리고 . , 
상호적 소통은 학습내용에 한 학생의 인지를 형성하였다 학생들은 신체. 
활동의 강도에 상관없이 학습과정에 필요한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선, 
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신체움직임은 과제 주변 타자 학, . , , 
습 준비물 물리적이거나 제도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 
구체화되었다 의 세 가지 교육요소는 역동적으로 상호. Didaktik triangle
작용하여 학생의 앎을 구성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교육내용과 신체움직임을 관계 지었
다 학생은 직접 몸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신체움직임 위에 학. 
습내용을 재구성했다 교육내용 학생 교사는 예측하기 어렵고 유동적인 . , , 
관계 속에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체화학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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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 위의 두 가지 관점[ 25]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은 어떤 종류의 움직임통합도 위치시킬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의 해석틀을 제시한다 소개한 열 가지 움직임통합스타일이 수. 
업에 통합되는 신체움직임 유형의 전부일 수는 없다 모든 사분면에 걸쳐 . 
새로운 유형과 형태의 움직임통합이 이미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탐구될 필, 
요가 있다.

제 사분면과 제 사분면 위에는 움직임통합스타일이 고루 분포하지 않  2 4
았다 그들이 지닌 특성상 교실 수업현장에 흔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 
밝히지 않았으나 두 사분면에 해당되는 움직임통합이 존재했다. 제 사분2
면 좌상분면( )에는 표적으로 체험형 움직임통합이 자리한다 교육내용을 . 
체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신체움직임을 따르는 체험형 움직임통합에서 
신체움직임은 교육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나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제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움직임통합에는 학습내용을 설명하2
는 율동이나 제스처를 동일하게 모방하고 반복하는 활동이 있다 학습내용. 
을 담은 노래나 찬트에 맞추어 율동을 하는 활동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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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율동은 지층이 수. , 
평하게 쌓이는 작용을 팔로 겹쳐가며 표현하고 아래로 가해지는 압력으로 , 
다져지는 작용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신체움직임으로 표현할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유희는 언어학습을 돕기 위해 노래. 
나 찬트의 목소리를 손동작과 연결한다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하여 뇌 활. 
동을 촉진하고 언어에 한 인지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 
활동들이 제 사분면의 모방움직임과 직접적 통합이 교차하는 장소에 자2
리할 수 있다.
  제 사분면 우하분면4 ( )에는 학습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
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위치하게 된다 학습목표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 
없지만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운 움직임이 허용되는 교실문화가 포함
된다 수업시간에 교실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 
는 경우 학생들은 그때그때의 선호와 감정에 따라 학습하기 원하는 장소
에 가서 원하는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는 수업 중에 학생의 . ,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 화장, 
실 가기 연필 깎으러 이동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의 과제 비관련 행동이 , , 
있었다 이와 같이 제 사분면의 움직임통합 활동은 교사가 허용하거나 혹. 4
은 의도하지 않는 학생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수업시간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창틀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저기� 업드려서�.�
공부해도� 돼 이런� 식으로도� 해요 너희들� 집� 공부방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해요.� .� .

이화성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스타일의 특징은 신체활동 증진에 따른 학습적 효과를 목표  
로 하는 건강증진 관점과 학습내용의 효과적인 내면화를 목표로 하는 체
화학습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 
학생의 신체활동을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교과내용
요소와 함께 교육목적이자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Didaktik 

분석은 교과내용요소만을 교육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증진 관triangle 
점의 움직임통합은 교육내용 교사 학생 사이에 제한적 상호작용을 보였다- - . 
체화적 학습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지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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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교수학습적 고려와 의도를 바탕으로 신체움직임을 통합하였다 신. 
체움직임은 학습내용 학생 교사와 활발히 상호작용하였고 그들 간의 상, , 
호작용을 매개하는 학습의 중심이자 상이 되어 교육 장면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움직임통합의 실천경향    2)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움직임통합을 사용하는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움직임통합스타일에 한 인식과 추구하는 교육적 관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초등교사가 얼마나 자주 어떤 신체움직임을 어떤 . , , , 
교과에 어떤 교수학습단계에서 통합하고 어떻게 움직임통합 수업을 준비, ,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통합빈도와 관련하여 체육수업을 제외하고 신체
움직임이 통합된 수업을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한 질문에 가 주 26.7% “

회 가 주 회 가 주 회 가 매일 교시 이상1 ”, 17% “ 2 ”, 18.9% “ 3 ”, 15.1% “ 1 ”
으로 답하였다 명중 명의 교사가 주 회 이상 움직임통합 수업을 하며. 4 3 1 ,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주 회 이상 움직임통합 수업을 함을 알 수 있었다2 . 
초등수업에서 학생의 신체움직임은 떼어내기 어려운 학습내용이자 방법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림 설문 응답 움직임통합 수업 빈도[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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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이 많이 활용한   신체움직임의 종류를 통해 빈번히 사용되는 
움직임통합스타일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가장 큰 비율로 의 교사가 . 54.7%
역할극 또는 연극 의 교사가 신체표현하기 를 활용한다고 응답“ ”, 52.8% “ ”

하며 드라마형과 표현형 움직임통합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교사는 스트레칭 을 수업에 통합시켜 건강증진 관점의 효과를 45.3% “ ”

얻고자 하였다 이동움직임 조작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의 기본움직. “ ”, “ ”, “ ”
임기술을 각각 의 교사가 활용하며 놀이형 스포츠형 39.6%, 30.2%, 7.5% , 
등의 움직임통합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었다 가 모형 조작하기. 32.1% “ ”, 

가 노작활동 가 감각깨우기 오감활용 에 응답하며 감각형30.2% “ ”, 18.9% “ ( )”
과 체험형 움직임통합에 활용하였고 제스처하기 와 마임하기 도 , “ ” “ ” 18.9%
와 의 비율로 사용되었다5.7% .

그림 설문 응답 통합하는 신체움직임의 종류[ 27] : 

주로 어떤   교과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의 교사67.9%
가 국어 교과를 꼽았다 국어는 온갖 언어활동을 포함하여 신체움직임 활“ ” . 
용에 적합한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국가교육과
정에서 가장 많은 시수를 배정받은 교과라는 점에서 많은 교사들이 국어
수업에 움직임통합을 할 수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교사 가 창의적 . (49.1%)
체험활동 시간에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였고 음악 과 미술 과 , (47.2%)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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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예술 관련 교과에도 신체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특히 음. , 
악교과는 노래의 리듬과 선율에 따라 신체표현을 하고 음악의 주제를 몸, 
으로 표현하는 등 신체움직임을 통합하는 활동이 잦았다 인문현상과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교과 와 과학교과 도 일상생활과 접한 (34%) (17%)
학습내용을 배우기 위해 신체움직임을 활용하고 있었다 의 교사가 . 26.4%
수학교과에 신체활동을 통합하였다 수학교과의 움직임통합에 해 교사들. 
은 영역에 따라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요구되는 반복. 
적인 연산 학습은 신체움직임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문제
풀이의 학습량이 많아 움직임통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측. , 
정과 기하 영역은 신체움직임을 통해 학습개념을 체화하는 학습이 자연스
러운 경우가 많아 움직임통합이 적합하고 실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마다 관점과 목적에 따라 신체움직. 
임을 주로 통합하는 교과에 차이가 있었으나 움직임통합은 모든 교과목에 
걸쳐 고르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설문 응답 움직임통합을 하는 교과[ 28] : 

수업 중 신체활동은 다양한   교수학습적 목적에 따라 통합되었다 학생들. 
의 학습태도와 관련하여 가 휴식과 분위기 환기 가 주의52.8% “ ”, 39.6% “
집중 을 위해 신체움직임을 활용하였다 또한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학생” . , 
의 동기유발 을 위해 의 교사가 신체움직임을 사용한다고 응답했“ ” 49.1%
다 이는 학생의 주의집중력 향상과 흥미 유발을 위해 신체움직임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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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의 전개 및 마무리 단계에서. 
는 학습결과 표현 학습내용 적용 이해 증“ ”(52.8%), “ ”(45.3%), “
진 순서로 신체움직임이 통합되었다 이 경우는 신체활동이 수업”(22.6%) . 
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활용되어 학습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
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과정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림 설문 응답 움직임통합을 하는 교수학습단계[ 29] : 
  

마지막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을   , 준비하는 부분의 초등교사들은 포털 “
사이트 에서 자료를 참고하고 활용하였다 그 외에 교사 연”(86.8%) . “
수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서적 교과서 지”(45.3%), “ ”(35.8%), “ ”(32.1%), “ , 
도서 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창구가 되었다 움직”(20.8%) . 
임통합을 중심주제로 수업아이디어를 정리한 자료집이 부재하여 교사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지식과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새로 알게 된 수업 아이. 
디어는 자신의 교수 경험에 비추어 변형하고 적용하여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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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문 응답 움직임통합 수업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 30] : 

다음으로 초등교사가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할 때   , 신체움직임과 학습
내용을 어떻게 관련짓고 어떤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 살, 
펴봄으로써 움직임통합에 해 건강증진 관점을 가지는지 체화학습 관점을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의 교사가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의 직. 45.3%
접적 통합방식을 의 교사가 간접적 통합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43.4%
고 응답했다 개별적 통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사는 로 적었으며 . 7.5%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을 관련시키고자 했다. 
국외연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학습내용과 무관하게 통합시키
는 것보다 학습내용과 유의미하게 관련시키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움
직임통합을 선호하였다(McMullen, Kulinna, & Cothran, 2014; 
Knudsen, Bredahl, Skovgaard, & Elf, 2019).

그림 설문 응답 많이 사용하는 통합관계[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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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내용요소와 신체움직임을 통합하지 않고   
학습내용과 학생에 따라 여러 방법을 복합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움. , 
직임을 통합하기 어려운 차시는 간접적 통합으로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관련될 수 있는 차시는 직접적 통합을 시도했다 교. 
사들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알맞은 통합관계를 선택하여 상호보완적으
로 활용하였다.

재미와� 미션을� 넣어서� 반복하는� 것도� 있구요 그� 활동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도� 있구요 다양한� 의도로�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 재미� 위주로� 쓰는� 것도� 있구요 재미�.�
위주로� 할� 때는� 교과와� 주로� 연계는� 안하죠.

나금성 심층면담( ,� )

실제로� 수업하다보면� 번� 신체활동을� 모두� 활용하게� 되고 아이들�1,2,3 ,� 그날의� 집중력 수업,�
태도 그리고� 효과적인� 수업목표� 도달을� 위해�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용,� 함.

일반 설문조사( F-20,� )

많이 사용하는 통합관계에 이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
합관계에 해 물었을 때 교사들은 부분 이전 답변과 비슷하게 응답했
다 직접적 관련 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고 관련 적음 의 응답률이 줄. “ ” “ ”
어들었다.

그림 설문 응답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통합관계[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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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통합을 교육적으로 적절하다고 느낀 교사들은 수단으로 사용하  “
여 전 교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수업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 “
좋아서 등 높은 활용성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공식같이 정형화되어 ” . 
여러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교실 모서리. , 
를 돌아다니며 퀴즈게임을 푸는 학습놀이는 어떤 교과의 내용요소를 배우
든 활용 가능했다 또한 직접적 통합은 어려워 신체움직임을 충분히 통합. ,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 통합을 통해 신체활동을 증진하여 뇌의 활성
화 인지능력 향상 흥미유발 등의 건강증진 접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 
다고 보았다.

반면 직접적 통합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식한 교사들은   , 
신체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학습내용 “ ”, “

체득에 효과적 신체움직임을 통해 배움의 순간이 일어남 등 몸에 기반”, “ ” 
한 효과적 학습을 지지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내용에 따라 신체활동을 결정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감각 장. , 
기기억 체득 습득 유의미 신체활동 자체의 가치 등의 표현을 통해 신체, , , , 
움직임 안에 내재한 체화의 교육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추구하며 체화학습 
관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설문결과는 초등교사들이 비슷한 비율. 
로 두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몇몇 교사는 구체적 조. 
작기에 가까운 저학년으로 갈수록 직접적 통합 고학년으로 갈수록 간접적 , 
통합을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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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움직임통합 수업의 실천요인2. 

교사의 인식과 가치신념부터 학생 학교 등 주변의 환경적 여건까지 교  , 
사의 교육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움직임통. , 
합 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신체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간이나 수업자료가 부족하다면 교사의 . , 
선호는 수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초등교사들이 경험. 
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촉진요인 방해요인 지원요인을 통해 초등학교 , , 
움직임통합 수업의 실천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생태학적 관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할 것이다 초등교사는   . 
학생과 학부모 교실과 학교 교육과정과 정책과 같은 교사를 둘러싼 환경, , 
의 영향 속에서 행동을 결정한다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학급. , 
을 운영하며 내리는 판단은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적절하다.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체계가 있
다고 보며 이를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미시체4 (Bronfenbrenner, 1979). 
계 는 개인이 위치한 물리적 환경과 주변 인물과의 상호작(microsystem)
용을 포함한다 중간체계 는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영향을 주. (mesosystem)
고받으며 연결된 체계를 말한다 외체계 는 개인이 직접 소속. (exosystem)
되어있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확장된 환경에서의 영향관계를 의미한
다 거시체계 는 작은 단위의 체계를 모두 포괄하고 가치규. (macrosystem)
범을 지닌 사회 문화적 패턴에 해당된다 생태학적 이론을 토 로 . 

은 건강증진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McLeroy et al.(1988)
는 다섯 가지 요소를 사회생태학적 모델 로 정(Socio-Ecological Model)
리하였다 개인 내 요소 에는 교사 개인의 성격. (intrapersonal factors) , 
지식 가치 경험이 있고 개인 간 요소 는 학생이, , (interpersonal factors)
나 동료교사와 같은 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 제도적 요소. 

는 학교와 같이 개인의 행동이 평가받는 기관의 구(institutional factors)
조적 조건 지지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요소 는 , . (community factors)
학교와 관련한 집단이나 기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말하고 정책 요소, 

는 교육과 관련한 지역 또는 국가적 법령이나 정책을 의(policy factors)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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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총체적 학교 접근을 촉진하는 프  CSPAP 
레임워크는 학생의 일일 신체활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지 환경 체계4
로 구성된다 이에 움직임통(Carson, Castelli, Beighle, & Erwin, 2014). 
합에 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다수 연구에서도 사회생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움직임통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한다(Goh, 
Hannon, Webster, & Podlog, 2017; McMullen, Martin, Jones, & 

움직임통합에 해 초등교사Murtagh, 2016; Jørgensen et al., 2020). 
들이 인식하는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에 한 개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28
석한 은 기존 연구들이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개인 Michael et al.(2019)
내 요소와 제도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움직임통합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간 요소 지역사회 요소 정책 요소에 한 추후 연구, , 
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림 프레임워크[ 33] CSPAP (Cars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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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교사의 개인 내 요소 교사와 관계를 맺는 개인 간 요소 학교  , , 
라는 제도적 요소 지역사회 및 정책 요소를 바탕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움, 
직임통합 수업의 촉진 방해 지원요인을 살펴본다 이는 움직임통합스타일, , . 
에서 살펴본 교육내용 학생 교사의 세 교육주체 간 미시적 상호작용에 , , 
이어 보다 거시적인 사회생태학적 체계 간 영향관계에 중점을 둔다.

  가 촉진요인.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일반적인 초등교사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  
다 설문에 따르면 명의 참여자 중 명의 참여자가 매우 긍정적으로 . 53 46 “
생각한다 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명의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 “ .”
라고 답하였다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없을 정도로 초등수업에 통합되는 . 
신체움직임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그림 설문 응답 인식[ 34] : 

교과수업에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에 한 초등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움직임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 
로 초등교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고 있었다 신. 
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문항에 따르면 가 학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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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흥미와 재미 유발 가 학습 참여도 증진 가 학생의 ”, 69.8% “ ”, 50.9% “
선호와 요구 로 학생의 반응과 관련한 동기유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가 교육적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 가 교사 . , 41.5% “ ”, 22.6% “
개인의 활동적인 성향 가 관련 교수학습 지식 소유 로 교사의 지”, 17% “ ”
식 가치 성향 때문에 움직임통합을 한다고 답하였다 움직임통합 수업, , . 
의 촉진요인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교사 신념에서부터 학생 동료교, 
사 또는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수학습 자료의 확보 학교의 수업공간, , 
과 교육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주요타자와 , ·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 교사의 행동을 유발하는 여. 
러 요인을 네 가지 층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설문 응답 촉진요인[ 35] : 

개인 내 요인 교사의 성향 경험 철학 정서    1) : , , , 

사람 으로서의 교사 는 각자의 성향 경  ‘ ’ (Fullan & Hargreaves, 1992) , 
험 지식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관을 형성하고 그것에 부합한 교육실천을 , , , 
하게 된다 교사의 성향 경험 철학 정서를 순서로 움직임통합을 하게 된 . , , ,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교사 각자의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회화 과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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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 내 촉진요인이 도출되었다.
  교사의 성향은 선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학창시절 예비교사 현장교, , 
사로서의 시기를 거치며 후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움직임통합을 시도. 
한 교사 중 일부는 자신의 활동적인 성격을 수업 속에서 발산하고 있었고, 
다른 몇몇 교사는 보다 관심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교과목을 시작으로 움
직임통합을 실천하였다 먼저. ,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교사들은 외향적이
거나 신체움직임을 좋아하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 . 
그들의 활동성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전이되어 활동적인 수업문화를 만들
고 있었다 조용히 앉아서 수업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시간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선호하였다 교사들에게 활동적인 학생의 신체움직임은 .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했다.

저는� 조용한�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맡은� 학생들이� 조용했어요 선생님� 너무�� .�
좋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착하고� 조용한� 애들이� 몰려있는데� 그� 이유가� 도움반� 학생�.�
한� 명이� 엄청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을� 다� 모아둔거예요 중략 그래.� .� ( )�
서� 애들을� 업템포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하면� 놀이도� 많이� 했었고� 밖에� 나�
와서� 엄청� 놀고 뭘� 해도� 무조건� 있다가� 밖에� 나가야해요 야� 나가자 다� 나가자라고� 많이�,� .� !�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게임도� 하고� 그림� 그릴� 때도�.�
뛰어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 .�
니까� 전담� 선생님들에게� 시끄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요 물론� 조용한� 성향의� 아이들도� 있지만�.� 애들이� 조용한� 거는� 통제받고� 있어서가� 아닌가...

장토성 심층면담( ,� )

저희� 반은� 담임� 닮아서� 정말� 활발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지금도� 거리� 유지하라고만��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꼭�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노래만� 틀어� 주면� 그냥� 신나서� 춤추고�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끼가� 많아요 그런�.� .�
거� 보면� 확실히� 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것을� 되게� 허용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예�
의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움직임� 욕구가� 충족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
재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우주 심층면담( ,� )

신체활동을 좋아하고 활발한 성향을 가진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신체를 수업에 역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활동에 앞서 자신의 신체움직. 
임을 시범보이거나 학생들과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하고 학생과 짝이 되어 , , 
움직이는 등 교사 자신을 학생과 같은 입장에 위치시켰다 교사의 몸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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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교수학습자료로서 모델링의 상이 되었고, 
학생의 몸과 상호작용하여 신체움직임을 이끌어내었다.

제가� 워낙� 활발하다보니까� 제가� 무조건� 그� 아이들과� 같이� 해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잘� 못�
하겠으면� 선생님이랑� 하자 라고� 해서� 아이들� 손잡고� 춤추기도� 하고 아이들도�“ .” .�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허용적인� 분위기와� 아이� .�
들끼리�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확실히� 아이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 .”�
낼� 수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홍우주 심층면담( ,� )

지각을� 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숙제를� 안� 한다던가� 온라인� 과제를� 하지� 않았다던가� 그� 다
음에� 뭐� 가지고� 와야� 하는데� 가정통신문� 가지고� 안� 온� 경우에� 남아서� 저랑� 같이� 운동장�
한� 바퀴를� 뛰어야� 해요. 그런� 신체활동�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불성실한� 아이들 이�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가죠? .

성지구 심층면담( ,� )

모든 교과를 가르쳐야하는 여건에 있는 초등교사들이 전 교과를 같은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하기는 어렵다 몇몇 교사들은 . 특별히 좋
아하고 자신 있는 교과나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통합
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학교 심화과정이나 학원 전공 또는 관심 . 
있는 교수법을 통해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고 현장경험과 맞물
려 축적된 전문성은 새로운 시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 
체육 교과에 한 풍부한 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분
야에 한 전문성에 기 어 학생의 활동적인 움직임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발도르프 교육이나 음악의 오르프 교수법처럼 학생의 신. 
체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육 수학 사회 국어와 같은 주지 교과를 , , ,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 교육연극, 
의 기법을 여러 교과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특차로� 해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합격을� 거의� 했어요 중략 저는� 그게� 하고� 싶어서�� .� ( )�
썼겠죠� 근데� 실은� 부모님� 상의� 없이� 쓴거라� 그래서� 접었어요 관심은� 있었어요 중략 역.� .� ( )� (
사를�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즐거움을� 찾게� 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공부하니까�)�
더� 고민도� 많았던� 거� 같고� 그러다가� 어느새� 몹시� 역사수업을� 애호하는� 교사가� 됐고.

신수성 심층면담( ,� )

저는� 수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물론� 통합교육이지만�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걸� 교실에서�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중략 본인이� 관심이� 있.� ( )�
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걸�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수학만� 하는� 게� 아니.�
라� 여러� 교과� 통합을� 하는� 거라서.

이화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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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르프교수법을� 공부한� 이유가�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프교수법� 자체가� 언어“ ,�
움직임 음악이� 하나로 라는�,� ” 통합적� 음악예술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
이죠.� 음악과� 신체움직임이� 떼려야� 땔� 수� 없는� 것이죠 중략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 )�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쪽에� 특화된� 사람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이.� .� .�
랑� 나눌� 수� 있고.

강보름 심층면담( ,� )

관심 있는 교육 분야를 통해 움직임통합을 하는 교사들은 그 교과와 교  
육 영역을 시작으로 신체움직임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교사들은 시간 확보는 물론이고 내용의 연계성을 위해 . 
자연스럽게 타교과와 통합하여 유연하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 
자칫 관심 분야에 깊게 몰입한 나머지 신체움직임이 다른 교과 맥락에서
도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였다 교. 
사가 각자 가진 관심사와 관심사에 한 애정은 움직임통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촉진요인이 되었으나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을 특정 교과에 
국한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다 긍정적인 점은 신체움직임. 
을 한 가지 분야에 사용했던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을 다른 교육 장면에 적
용하여 사용하는 일에 해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좋은 방법이“ ?”, “
겠는 걸 과 같은 반응을 내비쳤다 이를 통해 교사 개인이 지닌 활동적 ?” . , 
성향뿐만 아니라 교육적 관심사는 움직임통합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음악� 수업의� 신체움직임이� 주지교과� 수업을� 할� 때도� 활용되나요:� ?
강보름 별개로�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을� 가르칠� 때는� 내가� 배웠던� 것을� 잘� 풀어� 가는� 것�:� .�

같은데� 주지교과� 수업은� 정확한� 정보가� 있고� 쭉쭉� 가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때.�
문에� 그� 내에서� 예술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 )� 활용도가� 낮
죠 주지교과� 수업을� 할� 때 저는�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 )� . 예술� 교사가��
아닌� 일반적인� 교사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더� 정적으로� 변하고 음악� 수업을� 할�.�
때� 내� 모습과� 일반� 수업을� 할� 때� 내� 모습이� 다른거죠.

강보름 심층면담( ,� )

사실� 제가�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 같아요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왜� 선생님들이� 체육수업과� 표현활동수업을� 안할까 왜� 해도� 대충할까 전� 여기에� 초점을�?� ?�
항상�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시킬�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교과와� 융합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 같아요.

장토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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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교사 자신이 초등학교 시기동안 경험한 . , 
것과 느낀 바는 자연스럽게 학급 운영과 교수 방법에 반영되었다 여러 교. 
사들은 초등학생 시절을 회상했을 때 무엇을 배웠다 라는 것보다 누구 ‘ .’ ‘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라는 경험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이.’
야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초등교육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공부가 아. , 
니라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따뜻한 감정과 즐거움을 느끼는 ,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는 점을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즐겁고 행복. 
함으로 기억되는 초등시절은 초등교사로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학급의 모
습이고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교육의 모습이 되었다 구체적인 , . 
내용에는 주변 사람과 교류하고 관계 맺기 직접 움직이며 학습하고 체험, 
하기 자연 속에서 배우기 친구들과 뛰어 놀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 , . 
들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하고 관계 맺으며 긍정적인 , , 
정서를 유발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신체움직임을 . 
통합하여 학습하는 움직임통합의 교수방식은 움직임과 관련해 즐거운 학창
시절을 경험한 교사들의 수업에 재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시절을� 돌아봐도� 선생님한테� 뭘� 배웠는지� 기억하는� 게� 아니
잖아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나� 특별한� 임팩트가� 있었던� 일�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
서� 막� 계속� 외우고� 그런� 공부는� 좀� 살아� 있지� 않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왜냐하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행복했거든요. 맨날�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 .�
들은�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저를� 만난�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커요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학교� 역시� 오길� 잘했어 일년이� 금방� 가버렸.� .� .�
다 하루가� 왜이리� 짧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 .

나금성 심층면담( ,� )

내가� 초 중 고� 때� 움직이면서� 했던� 수업들이� 재미있었거든요,� ,� . 앉아서� 했던� 수업은� 재미가��
없었으니까 가볍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한다던가� 책을� 들고� 그늘에� 가서� 수업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나도� 교사가� 되고� 나서� 애들한테� 그런� 경험을� 시
켜주고� 싶은거죠. 중략� ( )� 내가� 어렸을� 때� 움직이면서� 했던� 체육시간이나� 움직이면서� 했던�
활동들이�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아이들에게� 느껴주게� 하고� 싶고.

성지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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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들은 자신이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된   , 신체활동의 가치를 교육
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운동이나 가벼운 신체활동을 했을 때 느낀 상. 
쾌함 사고 능력과 기분 증진 에너지 발산 스트레스 해소 체력 향상 등, , , , 
의 긍정적인 효과를 교육활동에 녹여낸 것이다 아침걷기 활동 조회시간. , 
에 두뇌를 깨우는 스트레칭 돌아다니며 문제 해결하기 수학수업 전 중고, , 
강도 신체활동 운동장에서의 중간놀이 시간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 
걸쳐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도 .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용하였다 신체활동의 가치에 한 교사들의 경험. 
은 자신이 느낀 것을 학생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져 움직임통합
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저� 스스로가� 제가� 움직일� 때� 더� 머리가� 잘� 돌아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생각할게� 있거나� 하면�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계속� 걸어요 계속�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서 유럽에도� 가면� 철학자의� 길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게� 확� 와닿.� .� .�
는� 거예요.� 아� 정말로� 몸을� 움직일� 때� 사고가� 더� 맑아지는구나. 중략 제� 자신이� 그러하다�� ( )�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좋겠더라구요 일단�( ).� 아이들이� 움직임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공부하고� 사고를� 깨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태양 심층면담( ,� )

일단� 잡생각이� 사라지는� 거� 같아요 신체활동을� 하면서� 내가� 나의� 몸이� 어디가� 움직이고.� ,�
어디에� 근육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
리는� 거� 같고 그리고� 보통� 교사공동체에서� 매달� 모여서� 같이� 신체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
냥�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모여서� 한� 시간� 움직이는� 건데도�2,� 3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학생� 된� 것처럼� 신체활동이� 애들한테� 진짜� 필요하겠다“ .”라는� 걸�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홍우주 심층면담( ,� )

세 번째로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경험은   , 교사의 
교육적 철학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교육활동에 한 교사의 신념이 곧게 . 
서있다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그 철학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움직임통합을 촉진하는 교사 내적 요인 중 교육철학은 가장 중심적. 
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었다 교사들의 생각 신념 철학은 다양했다. , , . 
뇌 과학적 관점에서 신체활동을 바라보며 신체활동을 통한 뇌 발달을 추
구하는 교사는 체육 실제학습시간 를 늘리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ALT-PE( - )
였다 뒤쳐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철학을 가진 . 
교사는 활동 중심 짝 활동과 모둠활동을 구성하여 학생참여수업을 계획하



- 167 -

였다 건강한 신체와 체력 수준이 학습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교사는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 하고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인성도 갖출 수 있다고 보며 놀면서 공부하는 수업을 선호하였다 신. 
체움직임 속에 몰입하여 반복적이지만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교사는 체험활동 노작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공부 같, “ ” 
지 않지만 움직이면서 학습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수업을 실천하였
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협업능력을 강조하는 미래역량 함양에 한 . 
신념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이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
기 위해 신체움직임을 활용하고 있었다 친구와 사회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를 맺으며 정의적인 발달을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몸으로 
움직이며 경험하는 상호적 관계와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발도르프 교육. 
의 철학을 가진 교사는 감각운동경험을 통해 느끼는 하위 감각이 고차적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상위 감각과 연결되어 있어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깨우는 학습을 수업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사회구성주의와 경험중심 교육. 
과정의 철학을 가진 교사는 다섯 감각을 사용한 학습 실생활 문제 상황을 , 
해결하는 학습 배운 내용을 몸으로 나타내는 학습 등을 통해 신체움직임, 
을 수업에 통합하였다.

인간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살기� 위해서� 신체활동을� 했고� 신체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뇌� 과학적으로� 연결이� 되서� 움직이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할� 거고� 그럼� 뇌가� 발달� 하지� 않겠죠 중략 제가�.� ( )�
가진� 신체활동� 철학� 중� 하나는� 신체활동을� 해야� 뇌가�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생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무조건� 신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을� 많이� 시켜줍니다� .

성지구 심층면담( ,� )

나로써도�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구나라�
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험에� 매여� 있고� 외우고�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좀� 신경질적이.�
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관계를� 하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중략� ?� ( )� 발도르프� 교
육은� 감각을� 열두� 감각으로� 나눠서� 보는데� 하위� 감각과� 상위� 감각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
요 하위� 감각은� 균형 촉감 고유의� 운동감각� 등이� 있고� 상위감각은� 사고 언어 자아감각�.� ,� ,� ,� ,�
등이� 있어요 중략 하위� 감각을� 깨워서� 나중에� 아이들이� 대� 후반� 대가� 됐을� 때� 정.� ( )� 10 20
말� 사고다운� 사고를� 할� 때� 이것들이� 도움을� 주라고 특히�.� 저학년� 때는� 인지적으로� 다가가
는� 거� 보다는� 움직임으로� 다가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하는� 편이예요.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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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너라던지 스텐하우스라던지 듀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교육과정을� 보았고�,� ,�
유럽� 쪽에� 있는� 교육과정을� 접했어요 제가�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하.�
여� 수용했어요 중략.� ( )�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자기화� 시켜가는� 과정들은�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남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몸에서�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움직임� 활동들을� 넣어요.� .

송해왕 심층면담( ,� )

교사들은 저마다 다른 교육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움직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과 수업에 통합하고 있었다. 
각 관점에 따라 신체움직임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중요도의 차이가 있으, 
나 형식도야의 전통적 교육방법과 조적으로 학습자의 몸을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였다 움직임통합에 . 
한 교사들의 교육적 관점은 신체활동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 
접근과 신체움직임 자체에 내재하는 교육 효과를 추구하는 체화적 접근 
모두가 발견되었다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움직임통합 수업을 실. 
천하는 교사는 드물었으며 부분 건강증진 관점 또는 체화학습 관점을 
가지고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의 개. 
념과 배경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에 한 생
각과 신념에 기 어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 교사의 정서는 움직임통합을 촉진
하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움직임통합 수업에. 
서 학생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모습을 목
격하였을 때 많은 교사들이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 만족감은 행복감으로 . 
이어졌고 교사로서의 자존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 정서의 선순. 
환은 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움직임통합 수업에 기여하였다, .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이� 행복했고� 그걸� 했을� 때�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도� 행복을� 느끼고 이런�� 행복의�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
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화성 심층면담( ,� )

일단� 제가� 행복해요 제가� 교사로서� 계속� 갈� 수� 있는� 힘.� 인� 거� 같아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
지지� 않고� 어떤� 것도� 똑같지� 않거든요 학년을� 해도� 그� 다음� 학년을� 만났을� 때� 반복될�.� 1 1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중략 그래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야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 ( )�
만� 그런� 준비과정들이� 제가� 너무� 재미있고� 효과를� 봤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하면� 보
람을� 느끼고. 계속� 창의적인�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수업이� 가니까� 힘들지만� 저는��
제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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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연령 진로단계 인생경험 성별 등의 요인이 모여 형성된 총체  , , , “
적 사람 이며 새로운 제안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과 현재의 상황”
에 부합하여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움직(Fullan & Hargreaves, 1992). , 
임통합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내적 동기부여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본
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움직임통합을 촉진하는 교사 개인 내 요인은 교사. 
의 성향 교사의 경험 교사의 철학 교사의 정서로 밝혀졌다 네 가지의 , , , . 
관계는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영향관계를 가진다 성향. 
과 경험은 상호작용하며 교사의 배경과 특성을 이루게 된다 교사는 자신. 
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한 생각을 구성해 나간다 이. 
렇게 형성된 교육에 한 철학은 자신의 교육실천 방향의 길잡이가 된다.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수업을 하였을 때 교사는 정서적인 충족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수업을 발전시키고 보완해나가는 선순환을 하게 된다.

그림 개인 내 촉진요인 교사의 성향 경험 철학 정서[ 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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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요인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2) : , , 

학교라는 문화 안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교  
사의 지식과 전문성을 늘려나가는 사회적 자본 전략을 개(Social capital) 
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는 주변 사람들(Hargreaves & Fullan, 2012). 
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인식을 형성 수정, , 
보완하는 존재였다 학생 동료교사 및 교사학습공동체 학부모와의 관계 . , , 
속에서 알게 된 자신의 수업에 한 정보와 의견은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첫 번째로  ,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 가
장 큰 이유를 제공하였다 학생은 수업의 참여주체이며 교사가 가장 많은 .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요타자이다 수년간 초등학생을 가르치며 교사들은 . 
초등학습자의 특성을 경험하였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수업방법의 하나로 
움직임통합을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움직임에 한 욕구 구체적인 . , 
경험을 통한 이해 다양한 학습유형을 , 초등학습자의 발달특성으로 고려하
고 있었다 먼저 신체적이고 사회 정서적으로 활발한 발달 시기에 있는 . , 
초등아동의 특성은 학생 중심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 
들은 발바닥에 에너지가 넘치는 초등학생의 움직임 충동을 수업시간에 활
용하여 신체활동을 통합한 교육활동을 실천하였다 기본적으로 활동성이 . 
강한 아이들이 수업시간의 적절한 긴장 속에서 움직임의 본성을 조절하고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저학년 담당 교사는 학생 신체의 . 
발달단계를 더 세 하게 관찰하고 신체에 한 자기조절능력을 기르는 활
동을 수업 속에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습자는 실생활에서 겪은 구. , 
체적인 경험이나 실제 현상을 통해 더 잘 배운다는 것이다 학습할 지식에 . 

한 단도직입적인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교사들은 학생의 과거 경험을 . 
회상하도록 하거나 수업에서 직접 신체활동을 하며 학습상황을 경험하도, 
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 Piaget
기에 있는 초등학생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개념을 이해한다 이러한 구. 
체적 학습 경험을 위해 신체움직임이 동반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교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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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 초등학습자의 마지막 특성은 다양한 학습유형이었다 학생 성향에 . 
따라 시각적 학습자 청각적 학습자 신체적 학습자 숙고적 학습자가 있, , , 
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유형을 고려하여 수업활. 
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체움직임을 통합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 , 

다수의 초등학생이 체감각 기반의 학습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학습자에 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에 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아이들에게� 그� 시기에� 맞는� 신체� 발달. 학생� 안의� 호흡수 심장박동� 뭐� 이런� 것들까지도�� ,�
다� 고려된� 활동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찾다가�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
위주로 중략 아이들은� 아이들� 발달� 단계� 상� 움직임이나�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 ( )�
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그� 아이들의� 본성에� 충
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구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육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일단� 재.�
미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김태양 심층면담( ,� )

아이들이� 초등학교� 발달과정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식의� 전수 설명과� 전수를� 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나...� 활동이�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어요 중략 아이들� 발달과정상에서� 현재�.� ( )� 초등학교� 시기는� 구체적인� 경험과� 자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잘 강조하며 배우는� 것� 같아요( )� . 잘� 익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
이런� 신체움직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송해왕 심층면담( ,� )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시각과� 청각으로� 만족을� 못� 합니다.� 체감각이라고� 해서� 움직
이고� 만지고� 직접� 오리고� 이동하면서� 하는� 걸� 선호해요. 철저하게 간이검사해보면� 절반�� .�
이상이거든요 중략.� ( )� 저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맨날� 판서를� 해�
요 그것은� 시각적인� 정보� 제공이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요 되풀이하기도�.� .� .�
하고 그리고� 아이들� 움직이게� 하죠 제가� 왠만하면� 세� 가지를� 다� 섞어요.� .� .

나금성 심층면담( ,� )

교사들이 초등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설계를 하는 이유는 실제 수  
업상황에서 발견되는 학생들의 반응 상태 태도, , 등에 기인하였다 정형적 . 
으로 앉아서 듣는 주입식 수업을 견디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초등 학습자
의 모습을 보는 것은 교사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많은 교사들이 강의식 . 
수업을 했을 때 마주하는 학생들의 시큰둥하고 부정적인 태도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전혀 배우고 있지 않다. 
는 생각이 들어 학생들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어 담임을 몇 년간 
하지 못했던 일화를 공유한 교사도 있었다 초등학생은 부분의 교과를 . 
담임선생님과 공부하며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함께 생활한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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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업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학생에게도 학생과 시시각각 상호작용, , 
하는 교사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에서 느끼는 지루함. 
에 공감하며 공동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적이고 참여중심의 수업을 
계획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의도적. 
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도록 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하였다 이질감과 엄격한 위계성 때문에 학. 
습부진이 많이 발생하는 수학수업의 경우 모든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느
끼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움직임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강의식� 수업을� 했더니� 저도� 재미가� 없고� 애들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맨날� 가르치는�
데� 애들이� 지루해하니까� 내� 말을� 안들어 수업이� 끝나면� 제가� 아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
예요 너희� 말이야� 내� 말� 안듣고� 어디� 성공하나� 보자 신규� 때� 년차� 때� 맨날� 이런� 생.� .� 2,3,4
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때� 처음� 배운� 게�.� .�
인성중심� 협력학습인가 그런걸� 배웠는데 이제�?� .� 학생� 참여형� 수업 얘기를� 하는� 거죠� .

성지구 심층면담( ,� )

한� 차시� 안에� 수행될� 수업�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수업과� 비교해.�
서� 적절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좀�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너무� 길게� 가면�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지루한� 과정을�� 중간중간� 환기시켜주는� 것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몸
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되지� 않았나

송해왕 심층면담( ,� )

수업시간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빛 몸짓 표정 말투 등을 통해 생각  , , , 
을 읽고 반응을 탐지한다 이 활동을 하면 좋아할까 재미있게 학습할 . “ ?”, “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수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둔감한 ?” . 
교사일지라도 학생들의 반응은 무시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명백히 느
낄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접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학생의 감정은 교사. 
의 감정으로 치환된다고 할 정도로 맞닿아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지루함을 . 
넘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 
수업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체움직임을 수업활동에 포함시켰다 움. 
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재미와 흥분은 교사의 감정에도 전이
되어 교사들은 수업에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루했던 주지교과. 
목 시간이 신체움직임을 넣으면 즐거운 수업이 되었고 이는 움직임통합에 

한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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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수업하고� 싶거든요.� 즐겁게� 수업해야� 저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겁게� 학습하는� 모습
을� 보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처음� 수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이� .�
들의� 시선을� 살펴보니� 움직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중략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생.� ( )�
각이� 드는� 그런� 단원들의� 개념들은� 과감하게� 움직임을� 통합시켜요.

정목성 심층면담( ,� )

재미. 어쨌든간� 아이들이� 움직여야� 좋아할� 거� 아니예요� .�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만족감이� 올라가죠.

성지구 심층면담( ,� )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움� 속에서� 움직이고� 뭔가� 학습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동력이죠� .�
그걸� 보면서� 저도�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죠 아�.� .� “
이건� 좀� 어렵네 이건� 좀� 적합하지� 않네 그렇게� 해요 그게� 저한테는� 촉진요인이죠.”,� “ .”� .� .

나금성 심층면담( ,� )

교사들은 움직임 속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즐거운 감정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체활동을 . 
통해 학생과 교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모두 학교생활에 , 

한 만족감이 올라갔다 이는 담임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 
자신을 좋아해주고 따르는 학생들을 보며 교사들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역
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형성된 . 
강한 유 감은 학급경영과 교과수업을 할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영향관
계를 가지게 한다 이 점에서 교사들은 신체움직임을 다양한 형태로 수업. 
에 통합하고 있었다 심지어 부분의 초등교사가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신체움직임이 있는 학급경영 놀이를 학기 초에 사용하고 있
었다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발달을 돕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이 . 
아니라 즐거운 학습을 통해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활용
되었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는� 거예요 전�“ .” .�
사실� 학교� 폭력에� 이런� 거� 관련해서� 해결책은� 아니고�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학급� 만들기�.�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써요 중략 저는� 그게� 엄청� 크다고� 봐요.� ( )� .� 선생님이랑� 같이� 신체활
동을� 하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형성에�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장토성 심층면담( ,� )

년차� 때� 아이들과�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열심히� 수업� 준비를� 매일매일� 지도서를� 가지4,5 .�
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재미없어� 해요 신규� 때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혼.� .�
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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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했을� 뿐이에요 혼자서� 교과서를� 열심히� 고민하고�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런� 고민했지.� ,�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친구들하고� 활동도� 일어나고� 공부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교사의� 자존감이� 필요하잖아요 아� ( )� .�
이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내� 수업을� 재미없어� 하고� 무엇보다� 나를� 싫어하
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자존감도� 상하고 모든� 교사가� 나는� 괜찮은� 교사가� 될� 거라고� 발령�
이� 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겪으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해준� 게� 신체활동이나�.�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애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
고� 자존감이� 없었어요.

허천왕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 동학년 교사나 교사학습공
동체에서 만난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동기부
여를 받았다 협력의 전문적 문화 안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혼자 일하는 교. 
사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고 잘 가르친다(Hargreaves & Fullan, 2012). 
생각을 주고받으며 수업 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모아 발전시키고 교수학, 
습자료를 공유하여 얻은 교수지식은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자신감을 제공하였다 먼저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맡. , 
고 있는 동학년 교사들과의 비공식적 대화와 정기적 수업 연구모임을 통
한 의사소통은 매우 유익하였다 초등교사는 각 반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모든 학급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단원과 내용요소를 
가르친다 동학년 교사들은 학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함. 
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교과수업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동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가진 사회문화적 . , 
배경이 동질하고 학습수준과 특성을 학급마다 균질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
문에 학생 맞춤형 수업을 공동제작하기 적절하다 개별적으로 노력을 특별. 
히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학년 연구실에서 만나 시시때때로 의견을 주고받
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동학년 교사와 협력적인 관계를 . 
맺은 교사는 움직임통합에 한 아이디어를 학년회의 교내 메신저 교과 , , 
수업 때 학년연구실에서의 화를 통해 주고 받았다 수업을 하고나서 학. 
생들의 참여도에 한 피드백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
는 과정에서 신뢰 있는 자료를 개발할 수 있었다 동료교사 간 비공식적 . 
정보 공유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업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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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동학년 수업연구모임은 양질의 교육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움직임을 교과수업에 .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수업자료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매번 여러 교과의 차시 수업을 준비하는 담임교사가 움. 
직임통합을 빠짐없이 계획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학년 . , 
교사와 수업을 공동으로 연구하면 수업 아이디어와 자료를 수월하게 축적
할 수 있었다 학교 상황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머리를 맞  완성한 수. 
업 계획안은 여러 교실에서 실천되었고 수업 과정에서 깨달은 유의사항과 
개선점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단순히 포털 사이트에서 얻은 교수학습. 
자료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설계를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보람을 느꼈다. 
또한 특정 수업차시에 한 자신의 의견이 동학년 회의에서 받아들여지고 , 
모든 학급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가졌다. 
물론 동학년 교사 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학교가 아, 
니라면 뜻이 통하는 협력적인 동료 교사를 만나기는 어렵다 역으로 학교. , 
의 지원이 있음에도 동학년 모임이 수업연구가 아닌 친목도모로 흐를 가
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장 유사한 교육현장에서 비슷한 교육과정을 이끌. , 
어나가는 동학년 교사 간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면 
이는 분명히 움직임통합 수업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

주혜성 일상적인� 수업에서� 움직임을� 좀� 넣는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 밖에� 없어요 같이� 하면� 하나도� 안� 힘들죠.� .

연구자 같이� 수업을�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주혜성 개인적으로� 할� 때는� 모든� 걸� 나� 혼자� 준비해야� 되잖아 아이디어 자료� 같은� 거를�:� .� ,�

혼자� 준비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같이� 했을� 때는� 그게� 힘든� 게� 아니지 같이� 다� 나.� .�
누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서로� 모이다보면� 훨씬�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 상시적으
로�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례적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보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중략 옆� 반�.� ( )�
선생님� 다른� 학교에서� 왔는데� 자기� 너무� 놀랐다는� 거야 누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오 좋아요 한� 번� 해봐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꺼낸� 선생님도� 신나고� 뿌듯“ ~ .� .”�

하고.� 내가� 의견을� 내서� 이게�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었어 그럼� 앞으로� 또�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요.� .

주혜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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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참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만난 교사와의 상호작용도 
동학년 연구모임과 비슷한 역할을 해내었다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협업. 
하기 어려운 상황의 선생님들도 자발적인 의지가 있다면 관심 분야의 교
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 
목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들이 모여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증진하는 모임을 말한다 조기희 교사들은 학습놀이 수업코칭 문( , 2015). , , 
화예술 교육연극 표현활동 발도르프 교육 초등체육 역사교육 수학교, , , , , , 
육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공동체에서 . 
자신과 교육관과 생각이 비슷한 교사들을 만나 관심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학교 수업과 별개로 부가적인 노력이 . 
더 필요하지만 교사들은 학교에서 소모한 에너지를 공동체에서 다시 채워
가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의 수업사례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
기 를 실천하였다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Feiman-Nemser, 2008) . 
배운 활동을 자연스럽게 본인의 교실에 적용하였다 실천 경험을 공유하거. 
나 자신이 만든 수업을 발표해야하는 일종의 강제성 때문에 더 적극적으
로 자신의 교실에서 배운 학습활동을 실천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하며 교사들은 신체움직임이 통합된 수업 활동에 한 지식을 얻었고 새, 
로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였다 관심사가 비슷한 동료교사와의 생산. 
적이며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움직임통합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공동체에서� 배우면� 현장� 가서� 실천을� 해보아요 새내기� 선생님들도 어르신.� ,�
들도� 실패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요 그래서� 서로� 적용해보고� 그래.� .�
서� 그런� 과정들이� 순환하면서� 저도� 애써서� 적용하고 환경도� 마련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
거죠.� 그런� 틀이� 없었으면� 아� 나도 사십� 분이� 금방� 가는� 거잖아요 쉽게� 가르치고� 가는�‘ ...’� .�
거죠 그런데� 내가�.� 발표해야하는� 상황도� 있고 나누어야할� 거리가� 필요하고� 또� 잘� 배웠고�,�
하면� 자극이� 되요. 자극이� 되니까� 아이들과� 실천해보는� 거고� 그런� 수업들은� 다� 움직임이��
가미된� 수업들이니까.

강보름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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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데� 어떤� 모임이� 연결되면� 시너지가� 확실히� 생겨요. 서로간의� 강�
제성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강제로라도� 서로� 나누어야하고� 발표해야하는� 상황.�
이� 생기면� 공부를� 해야� 해요 저희� 모임으로� 말씀드리자면� 명� 있는데� 그중에� 명은� 강.� 50 25
사진이고� 그중� 명은� 연구진이예요 연구진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조건� 모여요 모여서�12 .� .� 2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나머지� 명� 중� 신규� 선생님들은� 원하시면� 들어오고 한� 달에� 한�50 .�
번은� 정식모임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허천왕 심층면담( ,� )

세 번째로  , 학부모의 지지는 교사가 더 자신 있게 원하는 수업을 꾸려나
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였다 교사는 긍정적인 학부모의 피드백을 통해 . 
수업에 한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가정에서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는 .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체움직임을 학교생. 
활에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교사는 학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학부모에
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수업 보조를 하는 경. 
우도 종종 있었다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목적지. 
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 교사 가 되어 학생들을 “ ”
지도하였다 활동적인 수업이 교실 밖으로 확장될 때는 담임교사 한 명이 .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때 학부모는 안전하고 원활한 수업. 
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된다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학.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원은 교사가 안정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합한 수
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동기를 제공하였다.

지금� 신규�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제
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학부모님� 전화� 한�
통화도� 어찌할지� 몰라하고� 괴로워해요 저는� 경력� 년� 됐지만� 부모님들한테� 공격받고� 비.� 28
난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가장� 어려운� 애들� 만났지만� 작년� 학부모
님도� 저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허천왕 심층면담( ,� )

학부모가� 그림자�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림자처럼� 주도적으로� 뭘� 하면� 안되고� 애들끼리� 전�
철역에�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 타고� 갈까 뭘� 할까 할� 때� 거기서� 잘못� 가지.� “ ?”,� “ ?”�
만� 않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선생님이라고� 해요.� .� 학부모님들� 희망자분들� 미리�
사전� 연수시킬� 때� 절대� 학부모가� 급하게�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랑�.�
조금� 먼� 거리지만� 재래시장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현장� 학습을� 많이� 해요.

주혜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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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는   , , , 움직
임통합 수업에 대한 지식 기술 자료, , 를 축적하였다 교사의 지식과 자료. 
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촉진요인이 되었다 이를 개인 내 요인이 아닌 개인 . 
간 요인으로 분류한 이유는 주변 타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
학습 지식을 형성하고 내면화하였기 때문이다 교사는 수업에 한 학생의 . 
반응을 통해 수업을 성찰하고 동학년 연구모임이나 교사학습공동체에 참, 
여하여 피드백을 주고받고 학부모의 인정을 발판으로 삼아 수업역량을 길, 
러나갔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에서 얻은 수업 아이디어를 적용하며 경험한 . 
학생과의 상호작용도 교사의 지식을 구성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였다 교사. 
가 움직임통합 수업에 관한 지식을 쌓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움직임통
합 실천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 
교수학습 자료와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그림 개인 간 촉진요인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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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 학교의 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지원    3) : 

초등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의 시설 교수학습자료 멀티미디어 기기 등   , ,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며 교육방침 문화와 행사 관례 등 사회문화적 환, , 
경의 영향을 받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사는 외부적으로 구성된 환경. 
에 적응하거나 도전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제도적 체계와 상호, , 
적 영향관계를 맺는다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 
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배경이 되었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운영을 위해. 
서는 학생들의 신체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움직임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문화적인 환경 측  
면에서 각각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 물리적 환경 
조성의 경우 넓은 공간의 사용과 변형 그리고 시설 지원을 통해 가능했, 
다 학생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는 유휴교실을 실내 체육놀이 . 
교실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텅 비어있는 교실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 
좋은 공간이 되었으며 큰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교사가 아무리 좋은 움직임통합 활동을 준비하더라도 할 수 있. 
는 공간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넓은 실내 공간은 . 
움직임통합 수업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학교시설. , 
에 한 교사의 요청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학교는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수학습자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장토성 교사는 적극적으로 전신거울. 
을 학교에 요구하였고 학교는 이를 수용하였다 전신거울이 있는 넓은 . 
공간에서 학생들은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요청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 , 
않았다 학교의 공간과 시설은 현실적으로 교사 개인의 의지와 권한으로 .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학교는� 매우� 장려해요.�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놀이를� 못� 하진� 않아요. 운동장도� 되게��
넓잖아요 두세� 개� 반이� 한� 번에� 쓸� 수� 있고 놀이터도� 있고 여기� 층에� 끝에� 교실� 하나�.� ,� ,� 2
통으로� 하나� 정도� 비어있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저학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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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거기� 많이� 가고요 강당이� 있고 그� 위에�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다� 치우고� 놀이� 실.� ,� 1 ,�
놀이� 실을� 만들었어요 놀이� 실� 돌리고� 운동장 강당 무등산방� 돌리고� 정� 안되면� 교2 .� 1,� 2 ,� ,�
실에서� 한다면� 왠만해서� 지장은� 없죠.

나금성 심층면담( ,� )

학교의� 지원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전�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잘� 해주셨어�
요 원래� 그런� 분이시긴� 한데 제가� 거울을� 사� 달라고� 했어요 거울에� 한� 개에� 만원�.� .� .� 7,� 80
하는데� 이동식으로� 거울을� 개를� 사주셨어요 필요하면�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학6 .� .�
교에서는� 말� 한� 번� 했다가� 까였어요.

장토성 심층면담( ,� )

그림 넓은 실내 공간[ 38] 

몇몇 교사들은 자신의 교실을 재구성하여 움직이기 편안하고 안전한 환  
경을 만들고 있었다 교실은 담임교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재배열하고 .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 
우 교사들은 교실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했다 주혜. 
성 교사의 학교의 모든 교실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있었고 학생들은 실, 
내화를 신발장에 넣고 양말을 신은 상태로 교실에서 생활한다 장판 바. 
닥에서 학생들은 앉고 눕고 때로는 기어 다니며 집처럼 편안하게 움직, , 
일 수 있다 주혜성 교사는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을 설. 
득하여 교실 장판을 사용하였다 장판 바닥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움직임. 
을 유도하여 움직임통합 수업을 위한 훌륭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정목성 . 
교사는 교실 내 가구 재배치를 통해 놀이 공간을 만들어 교실 공간을 최

한 활용하였다 안전을 위해 푹신한 매트와 보충제를 사용하고 책상 . 
형을 창의적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변형하였다 이를 . 

강당 체육놀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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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위기 전환은 물론이고 다양하고 능동적인 신체움직임의 기회를 , 
제공하여 학생들의 사고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교실� 안에� 넓은� 구조들이� 많은데� 버려진� 공간은� 아깝잖아요 특히� 교실에� 반드시� 있는� 사.�
물함들이� 교실� 뒷면�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파티션처럼� 나눠서�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서� 운영,� 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대신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 깔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푹신.�
푹신한� 보충제를� 붙이고 중략.� ( )� 공간의� 배치도� 바꾸려고� 노력해요 ㄷ자형으로� 만들었다가�.�
일반적인� 책상� 대형으로� 만들었다가� 원형으로� 만들었다가� 중략 다양하게� 교실� 공간을� 그( )�
대로� 두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바꿈으로써� 아이들� 사고도� 더� 자극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목성 심층면담( ,� )

교실은� 장판을� 깔았어요 애들이� 여기�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둥그렇게� 원도� 만들어� 앉고.� ,� .�
아이들이� 편하게� 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 실내화� 신으면� 바닥에� 앉지� 못하잖아요.� .�
저는� 재작년� 학교� 옮겼을� 때도� 저희� 반은�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학부모를� 설득해야� 되잖
아요 생소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한� 번� 하루만� 해보자� 했었어요 선생님.� .� .�
이� 이건� 정말� 좋았었는데� 이틀만� 한� 번� 해보고�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 근데� 애들.�
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주혜성 심층면담( ,� )

그림 장판이 설치된 교실 환경[ 39] 

다음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학교의   , 사회문화적 환경은 교사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실천을 배우고 시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동료교사를 . 
상으로 한 수업공개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 , 
원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에 한 동기부여를 받았
다 김태양 교사는 혼자의 노력으로 동학년 교사와 수업에 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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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학교에서 수업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
심 교육분야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학교는 수업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킴으. 
로써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만. 
약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학생의 신체활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관련한 
교육활동을 장려한다면 어떨까 주혜성 교사의 학교는 학생의 배움이 경? 
험과 체험을 통해 일어난다는 교육관을 바탕으로 여러 신체활동을 교육
과정 내에 통합하고 있었다 배움은 직접 활동을 통해 체득하여 얻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체험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승인되었고 교, 
실 안에서도 몸을 움직이며 학습에 참여하는 활동이 장려되었다 고학년 . 
학생들은 한 가지 스포츠를 선택하여 정규수업시간에 격주에 한 번씩 학
교 밖 스포츠 시설에 간다 어떤 스포츠이든 간에 한 학기 동안 한 가지 . 
스포츠를 심도 있게 배우며 신체활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시설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밖 운동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영 스케이트 양궁 롤러스케이트 볼링 펜싱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 , , , , 
을 제공하였다 주혜성 교사는 담임교사 개인이 현장학습이나 다양한 신. 
체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이
야기한다.

혁신학교이다� 보니까� 교육과정� 부장님이나� 윗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교장선생님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셨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학교랑� 혁신� 워크샵� 같은� 데
서� 충분히�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중략( )� 위에서� 만들어지는� 기회� 때문에� 공유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개인의� 교사로서� 다른�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관심을� 갖게��
해서� 들려주기는� 너무� 어렵죠 학교에서� 마련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동학년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동학년이랑�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저희� 학교는� 신체활동을� 장려해요 왜� 그러냐.� .� 아이들의� 학습은� 모든지� 어떤� 경험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체득해야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뭔가�
를� 경험하려면� 그것을� 움직이거나� 그것을� 체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활동도� 많.�
아요.

주혜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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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는 교사가 수업연구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 경감 학습자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주혜성 교사, . 
의 학교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교사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퇴근 이후에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많은 교사들이 곤란을 겪
었으나 전교사 회의를 줄이고 근무시간에 동아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
였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학습동아리는 교사들의 반감을 샀고 결국 . , 
폐지될 위험에 처했다 이후 뜻이 있는 교사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 , 
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새로운 형태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해나갔다. 
자율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참여하는 교사들이 늘어났고 학교는 교사학습
동아리에 도서구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가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움직임통합 수
업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었다.

교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학교에서� 줘야� 되는� 거지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7,8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퇴근� 후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지지부진� 해졌어요 근무시간� 안.� .�
에�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럼� 스쿨회의를� 줄이고� 그� 시간에�.�
학습동아리를� 넣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립학교이고� 다� 열정� 넘치는� 교사만� 있는� 건�.�
아닌데�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강제로� 시키면� 효과가� 안났던� 거죠 그래서� 없어졌던�.� 학습
동아리가� 자생적으로� 다시� 생기고� 있어요. 올해� 이� 상황을� 보면서� 학교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전교직원의� 절반이나�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선생님들이� 뭔가� 배우려하는� 거.�
는� 스스로에서� 나와야하는� 거다 중략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책은� 잘� 사줘요.� ( )� .

주혜성 심층면담( ,� )

그림 제도적 촉진요인 학교의 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지원[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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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정책 요인 시    4) : (市 단위 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움직임통합과 관련한 교육과정 수준의 학교 건강증진 정책  
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아동건강증진사업의 형태로 극소수. 
의 학교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강동구 보건소의 . ,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사업은 초등학생의 비만과 건강문제를 예방“ , ” 

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서 공부하는 책. , 
상 짐볼 균형방석 등을 교실에 지급하고 식습관 관리 체력평가 강사 , , , , , 
교육을 제공한다 개 시범학교 규모의 의미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초. 6
점이 움직임통합 수업보다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교구를 통해 건강한 환경
을 조성하는 데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통합을 실질적으로 . , 
교육과정에 의무화한 덴마크에 반해 교육과정 수준의 정책이 미비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그리고 시 단위 정책이 , ( ) 市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학교교육과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 
교육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주혜성 교사의 학교가 소재한 지역자치단체에서는 학교의 시설과 인력  
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제공한다 기. 
존 실과 수업시간에 소규모로 제작했던 목공 작품을 전문성 있는 강사와 
공구가 있는 교육장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운다 시에서 버스를 절해주고 .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할 일은 사전 안전교육과 학생관리 밖
에 없다 학년 별로 학년교육과정과 관련한 학습요소를 배울 수 있는 서로 . 
다른 장소에 방문한다 지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을 . 
유의미하게 활용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기 어려운 , 
것들을 생생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다. 

주혜성:� 시� 단위� 프로그램에� 성남 축구장 생태학습장 시의회 목공수업 식물FC ,� ,� ,� ,�
원� 등� 되게� 많아요. 그걸�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에요� .� 교사와� 학교와� 지역
사회가� 다� 연계되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좀� 다채롭게� 하려면� 학교� 내�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성남시� 체육센터를�.�
이용하죠 중략 그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돌아가면서� 학교들이� 이용할� 수�.� ( )�
있게� 성남아트센터라든가 저희는� 아트센터까지� 걸어가서� 음악회� 보고� 오.�
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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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게.
연구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주혜성:� 학년이� 목공수업을� 시에서� 전부� 다�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5 . 선생님�

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허접한� 키트를� 사서� 메모.�
판� 정도� 만드는데� 저희는� 책꽂이를� 만든다던가� 의자를� 만든다던가� 하거든
요 성남시에� 각각의�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들이� 날짜를� 다.�
르게� 해서� 가는� 거죠 저희도� 하루에� 한� 반씩만� 갈� 수� 있는데� 성남시에서�.�
차가� 다� 제공이� 되요 중략 사전� 안전지도는�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거.� ( )�
기� 가면� 전문가� 선생님이� 한� 세� 분정도가� 계시죠 세� 분이� 하루� 종일� 교.� 6
시까지� 하는데� 설계하는� 방법 나무를� 톱질하는� 방법 설계 도면그리기,� ,� ,� ,�
드라이버 다� 해요 기구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이� 원하는� 설계를�,� .� .�
하면� 그것에� 맞게� 잘라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정말� 근사해요.

주혜성 심층면담( ,� )

지역사회에 있는 훌륭한 학습 자원을 활용한다면 교실 안의 신체움직임  
을 교실 밖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교실 밖 현장체험의 신체. 
움직임은 교실로 연장되어 움직임통합 수업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움직임. 
통합은 일반적으로 교실수업 상황에서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을 다루지만 움
직임통합 교육이 굳이 교실에 머물 필요는 없다 장소가 어디든 보다 교육. 
적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을 위해 움직임을 통합한다면 움직임통합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 ) 市
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움직임통합 수업은 장소를 가
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방해요인  .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동기를 가진 교사일지라도 그 과정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 실제 수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움직임. 
통합 수업의 촉진요인이 부재한 상황이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또 다른 
현실적 여건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설문에 따르면 움직임. 
통합 수업에 해 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응답한 반면 86.8% “ .”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
렇다 라고 응답한 교사는 에 그쳤다 움직임통합을 가치 있게 인식.”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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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업을 할 때 겪는 방해요인이 교사의 관심과 실천의지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설문 응답 관심과 실천의지[ 41] : 

움직임통합 수업의 방해요인을 묻는 설문 문항에 해서 가 공간  50.9% “
의 부족 가 수업시간 부족과 진도에 한 부담 의 제도적 방해요”, 45.3% “ ”
인에 응답하였다 가 수업 준비에 걸리는 시간 가 교수학. 41.5% “ ”, 28.3% “
습지식의 부족 가 전통적 수업에 한 관성 을 개인 내적 방해요”, 26.4% “ ”
인으로 꼽았다 가 소극적 학생 부적응 학생의 행동 가 학. 34% “ , ”, 26.4% “
생의 학습 태도 저하 를 개인 간 방해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더 자세하게 ” .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제도적 요인 지역사회 및 정책 요인으로 나, , , 
누어 움직임통합 수업의 방해요인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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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문 응답 방해요인[ 42] : 

개인 내 요인 부족한 지식을 메꾸는 시간과 노력    1) : 

움직임통합 수업을 어렵게 하는 교사 내적 요인은 부족한 교수학습지식  
과 자료를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는 단순한 신체활동 통합에서부터 학습내용에 신Moon & Webster(2019)
체활동을 연결시키거나 체육교육과의 학제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교사의 지식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내용. 
지식과 관련이 없는 신체활동을 통합시키는 것보다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
는 신체움직임을 통합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다 하지만. , 
움직임통합 수업과 관련한 지식과 자료가 절 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교
사들은 지쳐갈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수업 지식과 자료 수업 준비를 위. , 
한 시간과 노력 소모 체력적 부담을 순서로 교사 내적 방해요인을 제시할 , 
것이다.

교사 개인이 움직임통합 수업을 할 때 겪는 가장 첫 번째 산은   교수학
습을 위한 수업 지식과 자료의 부족이었다 가장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 
교과서 및 지도서에 종종 움직임통합 활동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범위
가 제한적이다 움직임통합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교사의 추가 조사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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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한데 자료가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찾은 자료를 교사의 지식
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장토성 교사는 원하는 . 
움직임통합 활동이 없어 직접 수업활동을 만들고 있었고 정목성 교사는 , 
특별한 수업 아이디어가 없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소재에서 영감을 받고 
수업자료를 제작하였다 초등교사 명을 상으로 한 허천왕 교사의 . 300
설문에 따르면 가 수업놀이에 한 지식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37%
답하였다 신수성 교사는 하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교수학습자료를 위한 . 
재료가 없고 재료를 사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조금씩 구입하여 , 
자료를 축적하였다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지식과 자료가 부족하기 때. 
문에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료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활
용하여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교수학습자료가� 솔직히� 진짜� 없어요. 제가� 스스로� 놀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데� 없�
어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중략 수업� 준비에� 부담은� 좀� 있는데� 전혀� 안하다가� 처음� 시.� ( )�
도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수업� 준비의�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와� 지식이� 부족하니.�
까� � 부담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없고 중략,� .� ( )� 자료가� 있고� 연수를� 받았거나� 하면� 할� 수� 있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도�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런� 게�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장토성 심층면담( ,� )

가장� 힘든� 건�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수업�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할� .�
까� 생각하고 저는� 를� 보면서도� 떠올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적용을�.� TV
해보기도� 하죠.

정목성 심층면담( ,� )

학교� 돈으로는� 절대� 다�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것� 가르치는� 데도� 학습준비물비� 예산� 초과�
하고� 교사가� 투자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붓� 하나� 사주려� 해도� 힘들어요 택도� 없는� 예산�.� .�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중략 새로운� 걸� 할� 때는� 확실히�.� ( )� 예산� 부담이� 좀� 따르고.

신수성 심층면담( ,� )

수업 지식과 자료의 부족에 이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산은   수업 
준비를 위해 투자해야하는 시간과 노력이었다 몇몇 교사는 신체활동을 활. 
용한 수업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새로운 수업을 .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혼자서 고민하는 긴 연구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학생들이 거중기의 도르래의 원리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 
록 신수성 교사는 의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미니 거중기를 직접 40kg



- 189 -

제작하였다 설계 재료 선정 사전 실험을 거쳐 수업 준비를 마치는 데. , , 
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 , 
있지 않다면 한 번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런 헌신을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가능한지� 제가� 실험을� 해야� 된다는� 점 만약� 애들하고� 직접� 거중기를� 만드는데� 가.�
능하겠냐 이제� 그걸� 알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약간� 귀찮아.� .�
해요.� 도와주는� 인력이� 없죠.� 중략 시행착오가� 엄청났어요 시행착오만� 한� 만원� 정도였( )� .� 30
고� 제� 노력의� 시간은� 수십� 시간이었구요 제가� 해보고� 되니까� 애들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
제가� 골라� 구입해놓은� 목재를� 직접� 톱질하고� 드릴하고� 도르레� 끼우고 줄� 같은� 것도� 어느�.�
정도면� 좋겠냐� 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저는� 한참� 헤매서� 답을�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생.�
각하게� 하고� 직접� 만들게� 했어요.

신수성 심층면담( ,� )

부분의 교사들은 주어진 시간과 여력 내에서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  
하고 실천했다 준비하는 수업차시의 목표를 내용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의 . ,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 기자재를 모두 충족하는 맞춤형 수업자료는 ,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 움직임통합 교수활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수업. 
기법과 방법은 여러 이름과 형태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 
교사는 학습내용을 배우기에 적절한 신체움직임을 선택하고 학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교과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
록 내용교수지식 을 발휘해야 한다(Shulman, 1986) .

어떤 수업이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지식과 자료는 교사를 통해 최종적  
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통합 수. 
업은 안전사고 예방규칙 활동규칙 주의집중 등 기존 수업보다 세심하게 , ,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다 때문에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는 . , 
내용교수지식을 활용하여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을 교육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교사들은 모든 교과와 차시에 움직임통. 
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좋아하는 교육기법 교과를 선택하. , 
여 집중적으로 통합을 연구하고 수업활동과 교구를 준비하였다 주제중심 . 
프로젝트 수업에서 신체움직임을 넣어 다채로운 학습활동을 꾸며나가기도 
하였다 이 과정은 시간 집약적이고 교사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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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최소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아야� 하니까� 수업을� 준.�
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제일� 난점이죠 중략.� ( ).�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맥락에
서� 이런� 성취기준이� 있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학년별 교과별� 공부 내가� 하고� 싶은� 활동,� ,�
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

송해왕 심층면담( ,� )

준비하면서� 이제� 좀� 많은� 교구들이나� 수업� 디자인을�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서� 수업하는� 것도� 실패했던� 적도� 많이� 있죠.� .�
중략( )� 실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이니까�� .�

하지 저도� 모든� 교과를� 다� 좋아하거나� 다�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더� 좋아.� .�
하고� 전문적인� 교과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에� 대
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강당까지� 간� 건데 굳이� 다른� 교과들을� 강당� 가서� 할� 만큼�.� .�
효과적이다� 라거나� 그� 정도까지� 열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정목성 심층면담( ,� )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사전� 작업이� 교사들로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모�
든� 수업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프로젝트� 수업부터� 시작해서� 하죠 그.� .�
런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활동도�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예.�
를� 들어서� 수학시간에� 미터를� 신문지로� 만들어서� 운동장에� 나가서� 재보자 이런�1 .�
거는�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업이예요 중략.� ( )� 어려움은� 교사의� 사
전작업 설계가� 어렵다,� . 꼭�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생각해야� 하는� 게� 있�
다는� 거죠.

주혜성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지식과 교수학습자료가 부족한 상황은 교사의   
시간과 노력 투자를 통해 메꾸어 나가야만 했다 이는 전통적 수업 즉. ,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수업에서 벗어나야함을 의미한다 교과서와 프. 
레젠테이션 자료 영상 활동지를 통해서도 수업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 ,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체움직임이 중심이 되는 학습이 낯설고 귀찮은 도
전이었다 전통적 수업에 한 관성이 강한 교사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 
위한 교수지식 뿐만 아니라 움직임통합의 개념 및 필요성과 관련한 지식
이 부족하였다.

다른� 학년까지는�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힘들죠 제가� 부장회의� 가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 듣지.� 선생님들이� 편의주의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일을� 나서서� 만들어 그래� .�
서� 그냥� 우리� 학년만� 했어요.

주혜성 심층면담( ,� )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런� 거는� 물론� 준비하는데� 있어서� 귀찮음이� 있죠.
홍우주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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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 연령과 시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이 정해져 있고 개인마다 발휘할 수 있는 열정이 다르다 나이가 들, . 
어감에 따라 생기는 몸의 변화와 건강상의 문제는 활동적인 수업으로부터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움직임통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 
교사가 몸으로 시범을 보이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 
관찰 및 지도를 해야 한다 노화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사가 움직이기 . 
부담스러운 상황 바쁜 개인사나 가정사로 인해 움직임통합 수업을 위해 ,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은 움직임통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통합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교사. 
도 체력적인 부담은 피해갈 수 없었다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투자와 수업. 
을 할 때 겪는 에너지 소모로 인해 현재의 열정과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드시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건� 좋지만� 본인이� 같이� 하기� 좀�
힘들다 하셨고 중략 일단� 몸이� 힘들어지면서� 본인� 몸을� 쓰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부분� .� ( )� ?�
나이가� 도래하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
에� 젊으신� 분들� 중에� 땀을� 흘리고� 싶지� 않고� 체육� 나가면� 이렇게� 큰� 선글라스에� 모자� 쓰
고� 호루라기만� 부시는� 후배님들을� 볼� 때� 조 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

김태양 심층면담( ,� )

선생님들� 젊었을� 때� 다� 인기� 많고� 잘� 나갔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도� 키워야�.�
하고� 몸도� 아프고.

나금성 심층면담( ,� )

어떻게� 보면� 열정이� 계속� 갈� 거라는� 장담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년 년� 더� 먹을� 때� 그�� 1 ,� 1
열정이� 똑같이� 있을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느껴져요.� .� .� 년 년이� 힘들다는� 게� 느1 ,� 1
껴지고.

이화성 심층면담( ,� )

정리하자면 움직임통합 수업을 어렵게 하는 교사 내적 요인의 중심에는   
수업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 수업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교. 
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고 전통적 수업의 편리성과 체력적 , 
부담은 이에 저항을 일으키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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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인 내 방해요인 부족한 지식을 메꾸는 시간과 노력[ 43] : 

개인 간 요인 비협조적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2) : , , 

교사들이 움직임통합 수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주고받는 주변   , , 
인물들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움직임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주로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교사들은 . , , 
갈등하고 있었다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관계를 차례로 . , , 
살펴보며 움직임통합 수업의 방해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로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 비협조적인 학생들의 특성과 태도는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더 두드러지며 수업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교. , 
사들은 학급마다 한두 명씩 있는 부적응 아동에 한 고민이 깊었다 최근 .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반사회적이고 무기력하고 우, , , , 
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 
지고 지도해야 하는 학생이 한 교실에 적어도 한두 명씩 분포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기회가 그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 로 문
제 행동이 감추어지지 않고 눈에 띄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몇몇 부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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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 행동을 했을 때 교사들은 수업진행
에 어려움을 느꼈다 김태양 교사는 움직이며 참여하는 수업이 오히려 적. 
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계획한 것이었는데 문제행동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다시 앉아서 하는 교과서 수업으로 돌아갈 때 회의감을 느꼈다 해마. 
다 늘어나는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해 담임교사는 년 동안 지속적으로 1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애를 쓴다 섬세한 수업준비와 . 
함께 부적응 학생과의 라포가 형성된다면 움직임통합은 그들에게 더 적합
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고려. , 
한 수업설계가 부족하다면 움직임통합 수업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좋은 
장소가 되었다.

활동이� 많은� 수업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참여하러�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요새는�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잖아요 귀빈분들.� .� 정서적으로� 힘들고 수업� 집중� 못하고 트러블� 메,� ,�
이커들 사회성� 없는� 아이들,� 은� 떨어져� 있고 자꾸만� 딴� 데로� 튀어나가는� 애들 수업을� 끌고�.� ,�
가야하는� 입장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맞이했죠.� .� 그런�
아이들과� 수업할� 때� 어려움이� 있죠.

강보름 심층면담( ,� )

요즘� 도� 계속� 늘고� 있고� 아이들이� 약간� 자존감이� 약하거나� 피해의식이� 큰� 아이들이�ADHD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최근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서� 다행이지만� 명� 이렇게� 육박할�.� 28
때는� 수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이렇게� 놀이판으
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도움을� 필요� .�
로� 하는� 아이들이� 많을� 때는� 사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수업이었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고� 결국은� 교과서로� 하는� 수업처럼� 그� 아이를� 가만히� 있게� 만들
어야� 된다던지 그렇게� 되면� 너무� 회의가� 되죠.� .� 이� 수업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김태양 심층면담( ,� )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병원� 학교라던지 왜냐하면� 반마다� 우.� .� ADHD,�
울증� 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그� 한� 아이�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를� 받으면서� 년을� 생활하잖아요1 .

허천왕 심층면담( ,� )

다음으로 일반 학생들 중 움직임통합 활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 
경우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식의 수업보다 신체움직. 
임을 활용하는 수업은 더 긴 준비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안하면 안돼. “
요 라고 물으며 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학생들 이거 왜 ?” , “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며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열정과 의욕에 ?”
반기를 들었다 또한 고학년이 될수록 가지게 되는 비활동적 성향 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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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 수업의 방해요인이 되었다 교사들에게는 움직임통합 수업에 . 
한 몇몇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는 것이 속상한 일이었고 자신감, 

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타이르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그 . 
시간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나금. 
성 교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이라도 최소 한 번은 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 이후에도 참여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 
되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갔다. 
어느 수업이나 열심히 참여하여 수업을 촉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성의 
없이 충 참여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었다.

하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 중에� 좀� 힘들어� 하는� 반응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약간� 사람인
지라�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 이거� 안하면� 안돼요“ ?” 이렇�
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준비한� 입장이라서.� .

홍우주 심층면담( ,� )

아무래도� 이건� 좀� 라포가� 덜� 형성� 됐을� 때� 이거� 왜� 해야� 해요 이거� 안하면� 안돼요“ ?”� “ ?”�
반항하거나� 사보타주하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 아이들을� 천천히� 설득해가며�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겨요.

송해왕 심층면담( ,� )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움직임교육은� 애들도� 점점� 싫어하고� 고학년� 애들� 보면� 안� 움직이려
고� 하는� 애들� 많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여학생들� 더� 안� 움직이려고� 하고 중략 무기력� .� ( )�
한� 아이들이� 예전보다� 늘어났어요.� 가장� 힘든� 학생들이� 년� 내내� 체육� 수업하면� 늘� 도서관�1
가면� 안� 돼요 분� 이상� 칭얼대요?� 10 . 중략 그런� 애들� 있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 )� .�
그런� 아이가� 그� 해� 년� 동안� 도리어� 승부욕� 단계에� 빠진� 애보다� 상처가� 가득해서� 년� 내내�1 1
힘들었어요 안하면� 안돼요 그런� 아이.� “ ?”� ...

허천왕 심층면담( ,� )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신체활동으로 쉽게 산만해지는 학생들과 깊게 몰  , 
입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산만한 .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할 때보다 신체적으로 자유로울 때 집중
하지 않는 모습이 잘 파악된다 반 로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학습에 참여. , 
했을 때 학생들이 경험하는 몰입도는 강해진다 과제의 형태에 따라 몰입. 
은 승부욕이 되기도 하고 성취욕이 되기도 한다 산만한 학생이 활동에 참. 
여하도록 유도할 때와 활동에 과하게 몰입된 학생이 다시 교사에게 주의
집중을 해야 할 때 교사는 통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자칫하면 산만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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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성지구 교사. 
는 적절한 약속과 훈련을 통해 활동에 집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의, 
를 환기하여 학습목표 또는 다음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함
을 역설했다 교사가 한 차시 수업동안 활동의 목적에 따라 학생의 주의를 . 
여러 번 전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움직임통합 수업지도. , 
안은 활동을 시작하고 멈추는 신호와 학습목표에 다시 집중하도록 전환하
는 활동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관리를 돕고자한다(Lindt, Miller, & 
Nicksic, 2018).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걸� 하려면� 애들이� 좀� 훈련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일�
단� 산만해지잖아요.� 교사� 입장에서� 통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죠 그런� 거� 실패했을� 경.�
우에� 수업은� 개판이� 되니까 애들�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화내고� 있고.� .

성지구 심층면담( ,� )

확장과� 축소? 집중할� 때� 집중하고� 확� 풀어질� 때� 확� 풀어지는� 이게� 어려운� 아이들� 이� 있잖
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막� 몇� 십� 분� 동안� 정신없이� 집중� 못하고� 이� 사람이랑� 충돌하고.� ,�
저� 사람이랑� 충돌하고� 하니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업보다� 더� 도드라지고 아무것,�
도� 안� 하는� 게�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아이에게� 집중� .�
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또� 많이� 방치되고.

김태양 심층면담( ,� )

애들이� 너무� 신체활동에( )� 몰입하다보면� 다시� 또� 돌아와서� 환기시키는� 게� 너무� 좀� 벅차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니까 워워� 시킬� 때� 항상� 눈을� 감아라� 명상을� 하자� .� .�
명상을� 시키기도� 하고� 아이들� 진정시킬� 때� 을� 세봅시다 이런� 식으로� 과열되었을� 때� 다10 .�
운시키고� 그런� 게� 조금...

홍우주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 협조적이지 않은 동료교사 사이에서 움직임통합 수업을 혼자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꼈다 하나의 주제에 해 배움과 .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달리 근무학교에서 만나는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복불복이었다 그 한 가지 유형에는 무관심한 동료교. 
가 있었다 그들은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 
주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관심이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적
다 동료교사와의 협업이 움직임통합의 큰 촉진요인이 됨에 반해 교사 혼. 
자서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교재연구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다 김태양 교사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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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지 않는 동학년 선생님과의 관계를 혼자 달려가는 외로운 길 로 “ ”
묘사하고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수업내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
고� 일단은� 동학년이�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고� 합심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행복한� 해
를� 보낼� 수� 있는데� 동학년� 선생님들과� 생각이� 다르면� 이제� 나� 혼자� 달려가는� 길이라� 너무�
외롭죠 누구와� 고민을� 나누기도� 어렵고 피드백� 받기도�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 ,� .

김태양 심층면담( ,� )

또 다른 동료교사의 유형에는 눈치 주는 동료교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 
움직임통합 수업은 교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차적으로 교사들은 옆 반 교실이나 아래층 교실. 1
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음문제에 조심스러웠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특. 
정 활동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동료교사들이 방해물이 되었다 단정 . 
지을 수 없지만 눈치를 받는 교사들이 이해한 동료교사의 불만에는 혼자 “
참된 교사인양 행동하는 것 에 한 질투가 있었다 전형적이지 않고 새로” . 
운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옆 반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자기 학급의 학생들이 옆 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옆 반 친구들을 부러
워한다면 어떤 교사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력이 더 많은 동. 
료교사가 눈치를 준다면 마음 편하게 신체활동을 통합한 수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통� 선생님들은� 눈치를� 보죠.� 시끄러우니까� 옆� 반� 눈치를� 봐요. 중략 부담되는� 방해요인� ( )�
이죠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이� 많이� 느낄� 거예요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안� 해도�.� .� ?�
옆� 반� 아이들이� 이야기를� 엄청� 하고� 옆� 반� 선생님� 귀에� 들어가요. 야� 나도� 반이면� 좋겠� “ 1
다 중략 아마� 알� 수� 있게끔� 눈치를� 줘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안했으면� 좋겠다.”� ( )� .� .� .�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안하는� 교사가� 되요.

나금성 심층면담( ,� )

약간의� 괜한� 두려움 예컨대 대동여지도를� 만들어서� 걸고� 동학년� 하고� 같이� 봤어요 그랬?� ,� .�
을� 때� 다른� 학년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거중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랑�?� .�
아이들은� 만족스러웠지만� 주변에서는� 약간� 별난� 것일�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
지만� 교육하나 약간� 이런� 시선“ ?”�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새로운� 신체�

활동을� 하는데� 주변의� 시선?
신수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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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교육적 공감 가 부재한 상태에서   , 학부모의 간섭은 움직임통
합 수업의 장애물이 되었다 담임교사의 교육관에 해 학부모와 충분한 .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
다 김태양 교사는 입시와 시험 점수로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교육풍토. 
에서 교과서를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학부모들을 상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필수 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해 교사 나름의 효과적인 . 
교육방법을 사용하지만 교과서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해를 
사는 것이다 김태양 교사는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들을 미리 안심시키고 . 
설득해야 했다 나금성 교사는 학습놀이를 통해 수업을 한다 저학년 학. . 
생들은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며 학습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 
배웠는지 묻는 부모님의 질문에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았다고 답한다 나. 
금성 교사는 학부모님들의 절 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해왕 교사는 교사에게 교육적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 
않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있을 때 힘들다고 답하였다 물어보았더라면 . 
왜 그런 활동을 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섣불리 판단하여 불만을 제
기하였을 때 무력감을 느꼈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부모 세 가 받아온 . 
교육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교육활동과 성과를 학부. 
모와 공유하면서 교육적 공감 를 형성해나가야 했다 학부모의 부정적 . 
피드백과 간섭은 교사의 움직임통합 교육활동에 한 자신감과 의욕을 
깎아내렸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수업량이� 너무� 많아서� 필수적인� 것을� 놓고� 쳐낼� 것은� 쳐내는데� 그
게� 또� 학부모하고� 공감이� 안� 되어� 있으면� 여전히� 교과서로� 얼만큼�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모님이면� 어렵죠 저는� 항상� 처음�.� 학부모� 총회� 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려요 바뀐� 교.�
육과정은� 교과서가� 중심이� 아니다. 부모님들이� 보실� 때� 교과서를� 다�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더� 많이� 준비하고� 정교하게� 짜서� 아이들이� 꼭� 필요한� 학습요소는� 배우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여전.�
히� 입시와� 점수에� 방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엄마들도� 아이들의� 공부를� 체크하고� 이런� 부모
님들은� 교과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너무� 많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어렵
고.

김태양 심층면담( ,� )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잖아요.� . 그럼� 놀았�
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오늘� 공부� 안� 했다� 그래요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용기.� .� .� .�
가� 필요하죠 그게� 방해요인.� .

나금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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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도� 한� 번� 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다보면� 잘� 해결되긴� 했는데.� .� 교
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가� 충분한� 판단을� 했는데� 다른� 외부의� 간섭이� 있을� 때는�
나한테 물어나� 봤으면� 하는� 마음이예요 그럴� 때� 좀� 어렵죠( )� .� .

송해왕 심층면담( ,� )

교사는 비협조적인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에게 신체움직임이 가지는 교  , , 
육적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타자와의 부정. 
적 상호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움직임통합 수업을 뒷받침하는 교육
적 근거논리를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개인 간 방해요인 비협조적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44] : , , 

제도적 요인 시공간적 제약과 학교풍토    3) :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학교풍토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움직임통합 수업의 장애물이 되었다 이를 순서 로 살펴보고자 한. 
다 첫 번째로 학교라는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 , 물리적 환경은 어느 정
도의 고정불변적 제약을 가진다 학교 울타리 안의 주어진 공간에서 정해. 
진 수업시간과 일수를 사용하여 교육을 한다 먼저 공간의 부족은 좁은 . , 
학교공간을 여러 학급이 함께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강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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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실. 
내라는 장점 때문에 운동장과 비교해서 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높았고 교
사의 피로도와 부담감이 적었다 하지만 움직임통합 수업을 위해 적합한 . , 
환경을 제공하는 강당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규모 학교에서 한 . 
학급이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강당을 사용할 수 있었고 종종 두 학급이 
함께 강당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정목성 교사는 강당이 체육을 하는 공간. 
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미세먼지가 많거나 기상이 악조건인 날 실내에
서 활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표현하였
다 강당이나 실내 놀이교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담임교사가 선택할 수 .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교실이었다 교실의 학생 책상과 의자를 양 옆과 뒤. 
로 고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아래층 교실에 층간 소음을 일으키. 
고 새로운 형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 . 
만들어진 교실 공간도 편안하지는 않았으며 교사들은 공간의 제약을 감안
하여 수업을 계획해야 했다 강보름 교사는 아이들과 호흡이 잘 맞고 장. “
기적으로 형 변화 연습을 했다면 할 수 있지만 결국 교사가 마음을 ( ) ” “
먹어야 하는 것 이라며 교실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은 교사의 굳은 의지를 통”
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강당이� 두� 세� 개� 정도� 있으면� 여러� 교과� 학습을� 하면서� 교실이나� 야외뿐만� 아니라� 코로나
에 미세먼지에 이렇게� 바깥� 활동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강당이란� 공간이� 자유롭게� 다양,� ,�
한� 방법들로� 수업을� 할� 수� 있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 )� 강당을� 매번� 내� 마음껏� 쓸�
수� 없는� 환경이라� 교실에서� 책상을� 자주� 밀죠. 아래층에� 미안하지만� 책상을� 밀고� .

정목성 심층면담( ,� )

그런� 대형을� 만들지� 않고서는� 솔직히� 좋은� 수업이� 나오기� 힘들어요.� 움직임� 수업을� 위해서
는� 환경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도�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 한�
마디로� 무용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울이� 있고�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누울� 수� 있는� 마룻바닥이� 있어야� 하는데 한� 수업을� 위해� 책상을� 치우고� 의자를� 동그.�
랗게�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예요 아이들과� 호흡이� 잘� 맞으면� 장기적으로� 연.�
습하고� 계속� 수업을� 했다면�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강보름 심층면담( ,� )

여기는� 학교가� 꽤� 크다� 보니까� 운동장이나� 강당�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업을� 배치하려고� 해도� 엄청� 고민이�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배치.�
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분이니까� 아쉽죠 중략40 .� ( )� 교실은�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공
간이라� 생각해요 정말� 최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뭘� 하려면� 선생님이� 좀� 더� 좀�.�
더� 계획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편안하게� 하기는� 어렵죠.

장토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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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사들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시간의 제약에 해 두   , 
가지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신체움직임을 통합한 수업이 . 
오래 걸려 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체움직임이 있는 수업활동은 교사40 . 
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 쌍방향적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다 교사, . 
들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개별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일반적인 수업보다 
더 오래 걸렸다 강보름 교사는 동작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하자니 . “
한 시간 반이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안에 이걸 해치워야하. 
니까 라고 답하며 시간적 제약으로 움직임통합을 못할 때가 있다고 이야”
기한다.

일단� 수업� 시간이� 짧아져요. 수학시간이� 참� 짧아요 수학� 시간을� 더� 달라는� 아이들이� 많아� .�
요 저는� 처음에는� 저학년이� 잘�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정말� 이렇게� 시.� .�
간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없었데요 왜냐하면�.� 몸으로� 표현해야하고� 그걸� 일일이� 선생님
이� 봐야하니까� 이걸� 다� 보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화성 심층면담( ,� )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대일� 피드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아무래도� 그냥�� .�
일반적으로� 교사가� 진행하면� 다� 끝낼� 것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나금성 심층면담( ,� )

이에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움직임통합 수업이 당장은 시간이 오래 걸  . 
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효과가 좋아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빠짐없이 움직이며 학습활동에 참여하. 
고 교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모든 학생들
이 학습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모. , 
든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 
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반복 학습을 위한 수업차시를 계획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 수업. 
이 오래 걸려 연차시로 구성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기 때
문에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주혜성 교사는 . , 
경험과 체험이 있는 수업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것 보다 그런 수업을 준
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이렇게 움직임통합 수업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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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시간적 제약은 보는 관점
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남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
하면서� 하는� 활동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남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를� 나.�
중에� 안쓰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쓰더라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 .

나금성 심층면담( ,� )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키는� 게� 훨씬 강조하며 더� 효과적이예요( )� . 근�
데� 우리가� 그러려면� 준비할� 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하
고� 끝낼� 것을� 자� 하나� 만드는� 데� 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들이�1m� .�
못하는� 거예요.

주혜성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학교의   , 사회문화적 환경은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학교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움직임통합의 촉진요인이 되거나 방해요인이 
되었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방해물로 작용한 사회문화적 환경에는 폐쇄적. 
이고 권위적인 문화와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 첫 번째로 폐쇄. , 
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풍토는 교사의 수업활동과 충돌을 일으켰다 초등 담. 
임교사는 맡은 학급의 교육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 
생들과 상의하고 시기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
으나 종종 학교의 일정과 요구에 부딪힌다 조율이 가능한 범위를 찾아 교. 
사는 목소리를 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때 교사는 무
력감을 느낀다 송해왕 교사는 교사의 생각과 관리자의 생각이 부딪혀. “
서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했고 개인적인 불이익” 
을 당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학교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희. “ ” 
망하였다 어림짐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오랜 시간 고민하. 
고 계획한 의도를 경청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학교의 분. 
위기는 교장 교감 즉 관리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교사의 의, , 
견을 존중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의 학교에서 교사는 새로
운 교육활동을 시도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 
게 한 학교에 형성된 교육풍토는 교사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었다 주혜성 교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신설학교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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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하여 뜻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새로운 분위기와 환경을 형성해나
가고자 하였다.

학교에서는� 연극� 수업을� 구상을� 하고� 호흡을� 길게� 해서� 마침� 학예회하는� 해라서� 나는� 개
인적으로� 학예회를� 반별로� 한다고� 했을� 때� 연극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학예회를� 하
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허락이� 처음에�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주간에는� 꼭� 해야� 된다 그.�
것� 때문에� 좀� 불편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교� 측과�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요 어떤� 수업을� 구상하였을� 때� 충분히� 교사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도.� .�
로� 구상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물어나�,� ,� ,�
봤으면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놓
고� 보면� 교사가� 했던� 노력 내가� 들인� 시간들에� 대해서� 모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

송해왕 심층면담( ,� )

선생님들�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본인들은� 듣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듣지� 않.�
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도� 막혀있을� 거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진보적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
는� 약간� 지금� 교장선생님이� 오면서� 바뀐� 게� 있어서 중략 전� 학교에서� 한� 학년이� 기껏해.� ( )�
야� 세� 학급이니까� 제가� 하고� 싶으면� 한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좀� 튀는� 행동을� 하면은� 약간� 눈총을� 받는다고� 해야하나� 약간� 좀� 신경이� 쓰여요.

장토성 심층면담( ,� )

내가� 해보니까� 이미� 형성된� 문화 풍토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 마음에� 상처만� 받을� 거야� .�
그래서� 고민� 엄청� 많이� 하다가 진짜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랑도� 고민을�.� .�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래도� 엄마는� 열심히� 하시니까� 엄마를�.� .� 필요로� 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서� 신설학교로� 갔어요.� ?� .

주혜성 심층면담( ,� )

다음으로 담임교사가 맡은 과중한 학교 업무는 움직임통합 수업을 방해  ,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회의와 학년회의로 교과연. 
구 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특히 고학년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는 하교 . 
시간이 늦어 퇴근시간 전까지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다. 
린 과제 검사 시험지 채점 학급 행정업무 등 학생이 집에 간 후 마무리, , 
해야하는 교사의 일은 결코 적지 않다 학급업무와 별개로 학교업무를 맡. 
거나 부장업무를 하는 교사는 수업준비에 집중하여 기존 수업에 다채로
운 변화를 주기 어렵다 이화성 교사는 업무가 없고 수업에만 전념할 . “
수 있는 환경 이 갖추어진다면 활동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
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공간과 수업시간의 제약이라는 물리적 . 
환경과 더불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풍토와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중
한 업무는 제도적 방해요인이 되어 움직임통합 수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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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회의가� 많잖아요 선생님들� 불만이� 많지.� . 고학년� 수업하다보면� 끝나고� 정리하고��
애들� 숙제검사하고� 하다보면� 다� 밀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의를� 항상� 열띠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의가� 많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죠.� 우리가� 어떤� 수업� 관
련된� 거는� 학년끼리� 교실나들이에서� 하고� 우리� 학교가� 같이� 가야하는� 건� 스쿨회의에서� 해
요 스쿨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 있으니까.� .

주혜성 심층면담( ,� )

그림 제도적 방해요인 시공간적 제약과 학교풍토[ 45] : 

지역사회 및 정책 요인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4) :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꼭 가르치고 배워야하는 학습요소  
를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정책적 성격의 문서이다 공교육 장면에서 국가수. 
준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지 한 영, , , 
향력을 갖는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과서는 . 
교사로 하여금 종종 모든 내용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
킨다 참고서 가 아닌 지침서 가 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담임교사. “ ” “ ”
가 진도의 압박을 느끼고 재량껏 수업을 구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교육과. 
정이 명시하는 교육내용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가르쳐야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교사들은 늘 진도에 한 부담을 느꼈다 진도에 한 . 
압박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단념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요인으로 작동하
였다 허천왕 교사는 진도 때문에 움직임통합을 못할 때가 있다며 교사. 
들이 필수교육요소에 한 교육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수업 재량권에 
한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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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면에서� 저는� 교사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조작할� 수� 있
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이� 특히나� 올해� 같은� 상황에서� 교과� 시
수를� 맞춘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교사가� 프랑스처럼� 많은� 북유럽� 같은� 경우도�.�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 내용� 선별해서� 할� 수� 있게� 하잖아요 년이� 되면� 모든� 교과서가�.� 2021
검인정으로� 바뀌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교사들의� 수업재량권이�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중략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되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진도( )� .� ,� 늘�

진도에� 맞물려� 가지고� 이거 움직임통합 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 )
도� 꽤� 많거든요.

허천왕 심층면담( ,� )

빡빡한 교육과정의 일정 속에서 움직임통합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했다 각 수업차시의 경중을 판단해 줄일 것은 줄. 
이고 늘릴 수 있는 차시는 늘려 신체움직임을 통합시켰다 또는 두 개 이. 
상의 교과를 통합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신체움직임 활동을 통합하고 있었
다.

교육과정� 자체도� 더� 지금도� 많이� 감축을� 하고� 있는데� 더� 감축을� 하고� 활동� 위주로� 해야죠.�
중략 시간이� 부족해요 수학� 차시로� 보면� 쉬운� 차시들이� 있고� 어려운� 차시가� 있잖아요( )� .� .�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해요. 뺄� 것은� 빼서� 시간� 확보를� 해야� 해요� .
이화성 심층면담( ,� )

교사들은 여러 교과를 통합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신체움직임   ,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를 통합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나금성 교사는 학년 초 모든 교과의 내용을 미리 훑어보. 
고 연결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통합한 후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그 위에 
입히는 작업을 하였다 정목성 교사는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 
재구성을 하였다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차시를 선택하여 교실에서 개. 
념학습을 진행한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운 개념을 강당에서 익혔다. 

년� 동안�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과서를� 넘기면서� 쭉� 대충� 보죠 그동안� 제가� 해왔던�1 .�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방법들을� 거기에다� 써놔요 해시테그처럼.� .� �
제가� 년치를� 본다는� 건� 국어만� 보면� 국어에� 있는� 거� 밖에� 안� 보이지만� 국어 수학 사회1 ,� ,� ,�
과학� 다� 보면� 과목별로�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에� 있는걸� 가르치기� 위해
서� 체육에� 있는걸� 사용해도� 되고� 과학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술에� 있는� 내용
을� 활용할� 수도� 있고� 통합이� 되요 그런�.� 작업� 후에� 제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쓰는� 거예
요. 예를� 들어�� 이건� 퀴즈� 형태 이건� 약간� 역할극� 쪽으로� 들어가야겠다,� .

나금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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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원을� 통으로� 재구성� 하면서� 차시� 동기유발 단원의� 전개에서� 차시를� 한� 번에� 학1 ,� 2,3
으로� 하는� 거죠 한� 단원만� 놓고� 생각했을� 때�( ) .�學 차시 차시를� 교실에서� 한� 차시에� 끝2 ,� 3

내고� 차시� 시간으로� 하면서� 생기는� 공백의� 한� 시간은� 강당으로� 가서� 습 의� 개념으2,3 1 ( )習
로� 하는� 거죠. 한� 시간은� 학만 시간은� 습만 교실 강당 이런� 식으로� 꾸며서� 운영합니다� ,� 1 .� ,� .� .

정목성 심층면담( ,� )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가   , . 
개별적으로 개에 가까운 교과를 연구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10 . 
신체움직임과 관련하여 내용요소를 통합하려고 하여도 해당 학습내용이 같
은 학년이나 학년군 교육과정에 없으면 재구성이 어려웠다 또한 재구성. , 
을 했을 때 빠뜨린 학습목표나 핵심역량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계획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익숙하지 않은 . 
교사는 움직임통합 수업보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더 큰 난제로 느껴졌다.

협력학습은� 시간적�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을� 전달해야하는데� 그� 시간에� 학생� 참여.�
형� 수업을� 하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래요� 해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쉽냐.� ? 이런� 반박이� 떠오르는� 거죠� .

성지구 심층면담( ,� )

재구성을� 해야되죠 그런데� 이제�.� 모든� 교과를� 재구성하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하는거죠 다른� 교과는� 솔직히� 엄두도� 안나고.� .

이화성 심층면담( ,� )

재구성을� 하면� 진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일단�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거지 중략� .� ( )�
단순하게� 재구성� 한� 시간� 수업�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구성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
고� 다른� 사람에게� 왜� 이런� 의도로� 재구성을� 했고� 혹시� 당신이� 학습목표나� 단원목표를� 빠
뜨리는� 게� 아닌가. 지금은� 역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역량에서� 빠뜨린� 게� 없습니까 라고�� ?�
물었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송해왕 심층면담( ,�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많은 학습량  
을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및 어려움은 움직임통
합 수업에 한 정책 수준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교. 
육과정 학습내용 감축을 통해 교사의 수업자율성을 확 하여 보다 자유롭
게 수업에 움직임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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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역사회 및 정책적 방해요인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46] : 

다 지원요인  .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 요인을 늘리고 방해하는 요인을 줄여 움직  , 
임통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움직임통합이 일회적이지 않고 . , 
지속적인 교육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사가 움직임통합을 지속하
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움직. 
임통합을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 문항에 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79.2% “
응 가 학생의 학습동기와 흥미 유발 가 학생의 학업성”, 77.4% “ ”, 26.4% “
취도 향상 에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이 학생에게 가지는 교육” . 
적 효과를 높게 인식하였고 이는 가장 큰 지속 동기가 되었다 다음으. 
로 가 교육적 가치관과 신념 가 수업연구와 개선에 한 , 43.4% “ ”, 34% “
의지 에 응답하며 교사 개인의 교수신념이 지속동기로 작용함을 알 수 ”
있다.



- 207 -

그림 설문 응답 지속요인[ 47] : 

교사들이 요구하는 지원체계는 현실적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는 현장지  
원과 정책수립의 방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지속요인과 관련하여 교. 
사가 움직임통합 수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 내 요인 교사의 행위주체성 성취    1) : 

교사의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가진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놓인   
사회 구조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다 움직임통합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Tao & Gao, 2017). 
행위가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행위주체성도 생태학적 현상‘ ’(Pristley et al., 

으로 설명되고 있다 소경희 최유리 는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2015) . , (2018)
개인이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교사를 둘러싼 구조나 문화적 조건의 맥
락에서 성취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움직임통합에 ‘ ’ . , 
한 교사의 행위주체성은 개인 간 요인 제도적 요인 지역사회 및 정책 , , 
요인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 움직임통
합에 대한 교사의 행위주체성 성취는 움직임통합 수업 실천을 지속하는 
핵심적 현상이 되므로 중요하다 개인 내적 수준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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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체적인 행위의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부의 변화와 개혁에 항상 순응하여 따라간다면 행위주체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부의 변화와 개혁. 
에 노출된다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 문서나 교육정책 학교 제공 연수를 . , 
통해 비공식적으로는 교사학습공동체나 수업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포털사, 
이트 유명 초등교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저서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변화, 
를 접한다 변화에 한 순응 저항 침묵 등의 다양한 양상 중 바람직한 . , , 
교사 행위주체성을 간단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명확한 가치와 
판단에 기반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교사가 행
위주체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소경희 최유리 움직임통합 수업( , , 2018). 
을 실천하는 교사의 행위주체성도 자신의 교육관에 근거하여 움직임통합의 
아이디어를 현재 교실환경 속에서 성찰하고 탐구하고 변혁적으로 적용하, , 
는 전문적 판단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전문적 판단은 전문직성을 특징짓. 
는 자율적 판단 능력과 맞닿아 있다 교사의 행위주체성은 교사를 전문직. 
종으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적 상태라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 
의사결정적 자본은 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인 경험 실행 반성을 통해 축적, , 
하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자본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적 자본을 바탕으로 교(Hargreaves & Fullan, 2012). 
사는 행위주체성을 성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움직임통합 수업을 
주체적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내적 원동력을 갖추게 된다.

한 교사가 매년 명 사이의 학생만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에서는 한   20~30
명의 훌륭한 교사보다 행위주체성이 높은 열 명의 교사들이 더 영향력 
있다 주혜성 교사는 교사를 상으로 연수를 하는 영향력이 강한 한 명. 
의 유명교사가 동료교사로 있을 때 다른 교사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똑똑한 소수가 새로운 변화를 제. 
시하면 이를 순응하는 교사는 행위주체성을 성취할 수 없다 다음해 유. 
명교사와 다른 학년을 맡게 되거나 전근을 가게 되었을 때 주체적으로 , 
교육을 변화시키는 힘은 곧 무력화되고 만다 새로운 교육개혁이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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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지속되는 비결로 주혜성 교사가 표현한 교사들의 힘 결국에“ ”, “
는 사람 은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함의한다 주혜성 교사의 학교는 동학” . 
년 연구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모든 학급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
를 통해 각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더욱 성취될 수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
고 있다 이화성 교사는 움직임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 
철학과 자부심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언급한다 교사를 , . 
전문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업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사의 철학과 자
부심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수업환경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자질과 역량이 아니라 소속된 사회적 . 
구조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생태적 관점과 부합
한다.

남자선생님� 유명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처음� 왔을� 때� 명에� 한� 명� 나1000
올까� 말까� 하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학급경영� 신규들에게� 다� 강의하시는� 분이예요 이�.� .�
분이� 자기� 반은� 출중해 그럼� 나머지� 반은� 피해자가�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건� 좋지만� 선.� .�
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느� 한� 반만�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의견을� 가져와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면� 똑같이� 같이� 하는� 거.� .�
예요. 근데� 의견을� 냈을� 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우리� 학교�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게��
교육과정에� 맞지� 않으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안하는� 거예요 또는� 갖고� 왔는데� 너.� .�
무� 괜찮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하기는� 좀� 힘들면� 그� 반만� 하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 )� 스타
급� 훌륭한� 선생님�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람� 한� 분이� 끌고� 가면� 선생님들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중략 지금� 혁신학교가� 대부분� 흔들리거든요 초기� 맴버는�.� ( )� .�
열심히� 하는데� 흩어지면� 다� 없어져 그런데� 여기는� 년� 동안� 변치� 않잖아요.� 10 .�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일까 하여튼� 이게� 꾸준히� 교사들의� 이걸로� 이어진다는� 거죠 교사들의� 힘으로�?� .�
계속�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예요.� .

주혜성 심층면담( ,� )

선생님들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죠 자부심도� 있어야� 하고.� . 교사가� 전문직인데� 어떤� 전문직�
일까 수업의� 전문직이라고� 하죠 수업�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내가� 진짜�?� .� .�
수업에� 전문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수업에� 전문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 “ .”
람들이� 우리나라에� 프로�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5 ?� .�
져야하죠.� 나는� 수업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져야겠다 라는� 본인의� 철학이랑� 자부심이� 있어“ .”
야� 이게� 가능한거죠. 중략� ( )� 환경적인� 것을� 갖추고� 교사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 둘� 중� 하나.�
라도� 없으면� 안된다고� 봐요 두� 개가� 공존해야�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자� .

이화성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교사 행위주체성을 위한 개인 내적 차원의 지  
원으로는 활동중심 연수가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직접 움직임통합 활동에 .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견이불여일행이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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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교육활동인 만큼 교사 본인이 몸소 참여하여 그 
안의 가치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보. 
고 배운 활동보다 직접 몸으로 참여해본 활동을 자신 있게 교실에서 적용
할 수 있었다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지식에 바탕. , , 
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움직임의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
회가 필요하다 홍우주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학생이 되어 신체활. 
동 수업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이 필요하겠다는 것
을 느꼈다 김태양 교사는 학교에서 신체움직임 수업에 한 주기적인 . 
연수를 제공하여 선생님들이 움직이며 느끼는 내면의 즐거움을 알고 재
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 
사 내적 촉진요인이 개인의 성향 또는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철학에 기
반한 것처럼 지원책도 긍정적인 신체활동 경험을 통해 움직임통합의 가
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연수로 드러났다.
  

직접� 몸으로� 뛰고� 몸으로� 해� 보면�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요 원격연수나� 어디서� 보.�
는� 거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특히� 움직임� 교육과� 관련된� 건�.� 내가� 직접� 서툴러도�
움직여� 보고� 내가� 학생이� 되서� 해보면� 할� 마음이� 나는데 쭉� 보면서� 어� 이거� 좋다 하고�� “ .”
직접� 교실에서� 실제로� 움직이기기� 까지는� 너무� 긴� 간극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해� 보.�
시려면� 많이� 하시는� 분들의� 모임에서 직접� 몸으로� 참여하는� 과정�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이� 원격� 연수랑� 온라인으로� 움직임이� 좋다 라고� 하면� 절대� 이걸� 안하세요“ ” .

허천왕 심층면담( ,� )

교사공동체에서� 매달� 모여서� 같이� 신체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
렇게� 모여서� 시간� 움직이는� 건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학생� 된� 것처럼 그런�2,3 .� .� “
신체활동이� 애들한테�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그럴� 때�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 ( )�
니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해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니까� 적용하시.�
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홍우주 심층면담( ,� )

선생님들이� 일단� 제일�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뉴스포츠가� 한�
창� 유행일� 때� 해마다� 한� 번씩� 뉴스포츠를� 소개해주는� 분이� 오셨었어요 저도� 가서� 몇� 개�.�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저보다� 선배님들인데도� 너무� 재밌게� 하시.�
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재밌었으면� 분명히� 아이들이랑�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너무� 없으니� 학교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함께� 뛰고� 함께� 재미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
무� 없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끼리� 하면� 처음에는� 빼고� 싫어해도� 또��
선생님들이� 승부욕이� 넘치시잖아요 하면� 또� 엄청� 재밌게�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
한� 학기에� 번� 정도만이라도� 선생님들끼리� 재미있게� 놀� 장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어요2 .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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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요인 학생의 피드백과 교사학습공동체    2) : 

첫 번째로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요청은 움직임통합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 
는 부진 또는 부적응 학생들이 움직임통합 수업에 적응하여 학습에 참여
하는 모습은 교사들에게 강화가 되었다 앉아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개. 
별적으로 학습하는 전통적인 수업은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에 적응하지 .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학생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친구들이 재미
있게 학습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 배우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의욕을 느꼈, 
다 학습이 신체움직임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 
고 활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간접학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움직임통합 .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는 교사가 움직임통합을 지속하는 요인이 되었다.

어떤� 반에� 갔더니� 처음에� 한� 아이가� 등을� 돌려서�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연필로� 종이
를� 뜯고� 있다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반에서도� 내놓은� 아이인거예요 굳이�.� .�
그런� 애들까지� 저는� 수업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는� 안해요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을� 때� 그.� “ ,�
때� 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희도�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 어느� 순간에� 선생님�“
저도� 이거� 해도� 되요 라고� 하는� 거예요?” .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
어떤� 창작하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아이가� 두드러질� 수� 있는� 역할을� 주어서� 창작.�
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굉장히� 아이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 “ .”
아이가� 잘� 맞는� 거예요 그때가�.� 아이가� 마음이� 풀린� 거예요 이� 선생님이랑은� 뭔가를� 해.� “
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이후부터� 아주� 잘� 참여했어요.” .� . 마지막 그� 아이와� 공개� ,�
수업을� 할� 때는� 너무� 잘해준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가� 저렇게�.�
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중략?� .� ( )� 저� 아이는� 거의� 모든� 수업을�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많이� 회생했어요.

강보름 심층면담( ,� )

학급에� 한두� 명씩� 있는� 힘든� 아이도� 안� 하는� 거� 같고� 하기� 싫은� 거� 같지만� 그게� 몇� 달이�
됐을� 때� 발표회� 때� 그래도 자기도�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움직임통합� 수� (
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껴줄� 수� 있는� 거예요)� . 걔네들이� 몇� 달� 동안� 봐온� 게� 있어� 안��
했지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다� 오셔서� 발표회처럼� 했을� 때� 매일� 반복되는� 걸�.�
직접� 안에서도� 눈으로� 보고� 몇� 번은� 시도해보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친구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 주면� 함께� 할� 수� 있더라구요. 그때� 되게� 기쁨을� 느꼈어요� .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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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움직임통합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선호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초등교사는 어떤 수업이 아이들의 . 
마음을 움직였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 , 
이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는지 교사는 관찰만으로 단번에 알 수 
있다 하루를 마치며 기억에 남는 배움에 해 물으면 어떤 수업이 가장 .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재미있었던 활동을 기억하고 한 . 
번 더 할 수 있는지 부탁하기도 한다 움직임통합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 
수업 방식이었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이는 성공경험이 되어 계속 비슷한 활동을 구안하고 시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수성 교사는 아이들이 좋게 기억해주는 것 을 신체움직임 활. “ ”
용 수업을 계속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이들에게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석사� 논문� 쓰고� 있을� 때라서��
아이들� 글쓰기�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저에게� 내는� 거니까�.� .�
긍정적으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체표현� 활.�
동� 수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수업에서� 신체활
동을� 하는� 것도� 그건�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딱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중략( )� 아이들의� 피드백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애들이랑� 신체활동을� 하고� 나면�!� .�

그� 날은� 전체적으로� 교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장토성 심층면담( ,� )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저한테� 성공경험으로써�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다음��
수업� 준비� 할� 때도� 한번� 보면서� 조금만� 더� 움직임� 요소를� 넣을� 수� 없을까?

홍우주 심층면담( ,� )

두 번째로 동료교사와 협력적 관계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 교사학습
공동체 참여가 움직임통합의 개인 간 지속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사들이 . 
가르치는 것에 한 학습을 멈추지 않기 위해 근무학교 내외에서 형성하
는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움직이는 문화 를 만들게 된‘ ’ (Rosenholtz, 1991)
다 이미 촉진요인에서 밝혔듯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혼자서 해낼 수 . 
없는 것들을 여러 명의 교사가 힘을 모아 함께 해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지속적이고 건강한 교사 간 협력은 외부에서 고안된 동료적 협력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조정되었고 전문적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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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적학(Hargreaves & Fullan, 2012). 
습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정보를 받기만 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책임과 . 
역할이 주어지고 새로운 활동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유된 활동을 
수업에 적용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나누는 일을 해내어야 한다 적절. 
히 부여된 책무성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쌍. , 
방향적으로 수업 지식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관계 속에서 교사들은 주체적
으로 수업을 탐구하고 개혁할 수 있는 행위주체성을 형성하였다 교사학습. 
공동체와 소통 플랫폼은 일회성 수업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
능하고 자생적인 수업역량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속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유능감 자존감. , , , 
행복감을 높이고 학교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자신의 배움으로 다시 채워
나가고 있었다.

이제� 그� 연수를� 받고�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연결된� 게� 플랫폼이죠.� 온라인� 플랫폼에� 연결되
면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보고� 또� 다른�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더�
수업이� 훨씬� 나아진� 거� 같아요.

허천왕 심층면담( ,� )

음악수업연구회를� 들어갔거든요 중략 제가� 했던� 수업을�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있게� 들으.� ( )�
시고� 학교� 가서� 적용할� 때� 재미있다고� 해주시고 저도�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년부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16 이� 팀이� 있어서� 제가� 학교가�
올만한� 곳이고� 교사로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벌써� 년인데�� 20
어떻게� 달려왔지�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남아있을� 수� 있구나.

강보름 심층면담( ,� )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의� 실패 성공사례� 나눔을� 위한� 연수� 및� 학습,�
공동체조직� 활동

일반 설문조사( F-36,� )

제도적 요인 자료와 수업연구 환경 조성    3) : 

움직임통합 수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요인은 수업자료의 접근성을 높이  
고 수업연구를 할 수 있는 학교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손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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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움직임통합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활용할 수 . 
있는 교육방법은 여러 교과의 교수법 개별적인 교수기법 체육교과의 신, , 
체활동 관련 교육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사들은 각각의 교수방법. 
을 간헐적으로 우연히 접한다 하지만 이들을 엮는 범주가 부재하여 이내 . , 
흩어지거나 단발적인 실천에 그치기 쉽다 지속적인 수업설계를 위해 움직. 
임통합이라는 이름하에 교육실천의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초등교사 포털 사이트에는 교과별로 그 시기  
에 가르치는 국가교육과정 내용요소와 관련한 각가지 수업안이 탑재된다. 
원하는 수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교사는 일일이 게시물을 열어보는 수
고를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편안하게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 , 
턴트식 수업자료 프레젠테이션 활동지 등 가 난무하여 교사는 수동적인 ( , )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안에서 신체활동을 사용하는 움직임통합 수업 관련 .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은 필요할 때 참고하여 수업에 녹여낼 수 있는 신체움직임 관련   
활동에 한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모든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는 만능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교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 , 
학생의 특성과 사용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수업활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통합 수업 계획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신체움직, 
임 활동 아이디어와 자료를 모든 교과 내 적절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면 더 수월하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 , 
사들이 수업자료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매체의 형태가 텍스트에서 사진, 
사진에서 영상으로 다양화되었다 교사들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 
보다 간편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 
히 움직임통합 수업에 포함된 신체움직임은 동영상을 통해 정확히 전달될 ,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좀� 아카이브로� 정리해서� 영상이라던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
들의� 집합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모든� 사람이� 많은� 것들을� 올�
리다� 보니까� 물론� 자료는� 진짜� 많을� 테지만� 정리가� 안돼요. 그게� 어느�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역할극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정...� ,� ,�
리하는� 거죠 스쿨이�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OO 그런� 신체움직임에� 대해서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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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구요. 체육� 관련해서도� 많이� 없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
홍우주 심층면담( ,� )

스쿨같은� 커뮤니티는� 학습자료는� 많지만OO ,� 신체움직임� 관련� 컨텐츠는� 비교적� 적은� 느낌.
일반 설문조사( F-22,� )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학습� 단원� 수준의� 연결� 프로그램과� 그런� 차시� 연결의� 의미
에� 대한� 설명�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제시

일반 설문조사( M-35,� )

두 번째로 교사들은   ,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제도적 지
원책으로 희망하였다 교사의 정신과 마음이 학생과 수업이 아닌 학교업무. 
에 가있다면 움직임통합은 물론이며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최. 
근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업무지원팀을 따로 두어 담임교사에게 
학급 이외의 업무를 주지 않는다 담임교사는 오로지 자신이 맡은 학급의 .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학급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신수성 교사는 교사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이 있어야 . “ ”
한다고 표현했다 당장 해결해야하는 급선무 업무가 있다면 한가하게 수업 . 
개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급당 학생 수와 담임의 업무를 줄여나간. 
다면 교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에 한 행위주체성을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제� 뭔가� 일.�
단� 하면� 거의� 다� 신체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딴� 생각하고� 궁리할�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다른� 모든� 것들� 시스템들
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심신이� 평안해야 예를�� ,�
들면 당장� 학교폭력� 터졌는데� 이런� 거�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 .�
일이� 산더미� 같고� 그래서� 아홉시� 까지� 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
일� 것� 같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잡생각하고� 딴� 생
각하고� 딴� 짓� 할� 시간을� 줘라.

신수성 심층면담( ,� )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업무
가� 없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한�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학급당� 인원수 명� 정도면� 딱� 좋죠 지금은� 명� 정도인데 그렇다고� 소인수� 학교� 있.� 14,� 15 .� 25 .�
잖아요 명도� 안되는� 학교 그런데� 거기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죠 여.� 10 .� .� .�
기는� 이게� 문제고� 저기는� 저� 문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지원이죠.� .

이화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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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정책 요인 예비교사교육    4) : 

초등교사의 직전교사교육은 전국 개 교육 학교와 일부 학 소속의   10
초등교육과에서 소수정예로 학생을 선발하고 양성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학원 교직이수나 편입이 허용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정원과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관리하여 수급을 조정하고 비교적 일관된 
교육의 질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등예비교사교육은 국가 정. 
책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사로서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예비교사 시기의 경험과   
교육은 미래에 좋은 교사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비교사교육. 
에서 배운 수많은 교양 교직 전공과목은 교사가 되어 학생을 교육하는데 , ,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신규 발령을 받은 많은 초등교사들은 ? 
무방비로 현장에 곧장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겪는다 교사들은 그 원인 중 . 
하나를 교육이론과 교과내용학 중심의 예비교사교육으로 꼽았다 교육학 . 
지식과 이론 중심 수업에 반해 교과교육학 수업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가르치는 방법 을 배운다 교과교육학은 교과내용을 어떤 교“ ” . 
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치는지를 배우는 분야로 교사교육에서 핵심적인 학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초등교사는 종종 전문 교육자가 아닌 만능 기술자가 되도록 교육받  
는다 피아노와 단소 등 악기 연주 뜨개질하기 요리하기 책꽂이 만들기 . , , , 
등의 일상 과제 체조 수영 조소 코딩 영어 회화하기 등 장르를 가리지 , , , , , 
않고 배운다 하지만 초등교사는 이런 다양한 일을 능숙하게 하는 전문. , 
가가 아니라 잘 가르쳐야 하는 전문가이다 강보름 교사는 전문적 학문. 
분야가 아니라 교수법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음악교과를 예시로 설명하였으나 다른 교과교육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등교육의 목적은 전문적인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거리가 있. 
다 초등교육은 평생에 걸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세계를 찾. 
고 이를 중심으로 주체적인 학습의 능력을 행사하는 학습자를 기르는 교, 
육이다 엄태동 그리고 초등교사는 여러 세계를 학생들에게 적절한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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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소개하고 안내하는 전문직이다.
그러므로 예비교사교육은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치우  

치지 않아야하며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교과교육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관점과 기능적 자질을 조화롭게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움직임통합에 . 

한 학습은 체육교과는 물론이며 여러 교과교육학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수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학 강좌에서는 기본움직임. , 
기술을 다른 교과에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하고 과학교, 
육학 강좌에서는 속도의 개념을 달리기를 통해 체감하는 수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 현장과 초등학습자는 교과 영역을 명확히 . 
구분하지 않고 재구성과 통합을 요구한다 예비교사교육 단계부터 교과. 
통합 교육학을 배우기 위해서 신체움직임을 교과통합의 연결지점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의 연구는 과학교수법 강좌에서 실시한 . Goh et al.(2013)
예비교사 상 움직임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교사 개인의 건강 습관
을 향상시키고 움직임통합의 장점에 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고 밝혔다.

제일� 안타까운� 게� 초등음악교육이� 교수법� 전공보다� 음악� 전문가들이� 많아요 피아노� 전공.�
자 성악가 작곡가� 분들이� 많은데�,� ,� 음악� 교수법을� 전공하신� 분이� 초등음악교육을� 가르치시
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네� 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음악과와� 관련한�� ,� .�
전공들의� 전문가이죠 피아노� 교수법이� 있지만�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한� 교수지� 피아노를� 잘�.�
배울� 수� 있는� 티칭은�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음악과는� 아니지만� 음악� 교수법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기본적인� 음악개념�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보
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훌륭한� 음악가는� 아닌� 거예요 지금� 교육대학� 안.� .�
에서도� 부족하니까� 현장에서� 부딪혀서� 알게� 되는� 거고 어떤� 선생님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략.� .� ( )� 몸으로� 하면기� 위해서� 그런� 교사�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애� 학부� 때부터� 오르프� 교수법도� 배우고� 코다이� 교수법도� 배우고� 모�
든� 교수법을� 배우고 체육� 안에서도� 여러� 교수법이� 있잖아요.� .� 그런� 교수법에� 대해� 충분히�
배워야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요.

강보름 심층면담( ,� )

교과교육학의 중요도에 한 부족한 인식과 더불어 현장과 괴리가 있는   
예비교사교육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직교사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려 현. 
장을 익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을 잘 . 
반영한 교과교육학을 가르치거나 교육실습 기간을 확 하는 등의 다양한 ,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은 움직임통합 관련 교육실습. Webster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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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명의 예비초등교사가 움직임통합을 하기 쉽고 중요한 것으로 23 , 
인식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움직임통합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예비교사 

상 교생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규� 나와서� 교대를� 다니면서� 준비되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저희� 교대� 다닐� 때� 내가� 준비�
된� 게� 있나� 생각하면� 교수님들한테� 미안하지만� 교수님들이� 현장의�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저를� 가르치기� 때문에� 거의� 저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교수가� 아니.�
라도� 좋으니까� 현장의� 교사들이� 교대생들을� 만나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가� 없다� 보�
니까� 정장�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한테�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 딱� 현장에� 나와서� 결국은� 가
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런� 다양한� 아이들하고의� 감정싸움에� 지쳐가지고� 교사가�
번아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허천왕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에 한 교육은 예비교사교육 단계부터 교과교육학 교육실  , 
습 교육봉사 등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움직, . , 
임통합의 교육적 장점을 내면화하고 교수학습방법을 익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움직임통합 수업 지원요인[ 48] 

네 가지 사회생태학적 층위에 따라 분류된 움직임통합 수업의 지원요인  
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사회구조적 환경을 마련하여 교사의 
주체적인 움직임통합 실천을 지원한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자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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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움직임만이 학생을 움직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 요인 방해하는 요인 지원하는 요인에   , , 

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생태학적 모델. 
에 근거하여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움직임통합 프레임워크를 미시체[ 49] . 
계에서 거시체계로 나열하면 수업 교사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학교 지, , · · , , 
역사회와 교육정책으로 구성된다 움직임통합 프레임워크는 네 가지 차원. 
의 협력적 상호작용과 지원을 기반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 생태
계를 설명한다.

그림 움직임통합 프레임워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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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3. 

교사가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은 수업에 신체  
움직임을 통합하는 동기 또는 방해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교사. , 
가 인식하는 교육적 장점과 난점은 움직임통합 수업의 유형과 교수학습방
법을 결정한다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효과에 한 교사들의 경험적 지식은 . 
현장의 관점에서 학문적 배경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의 계획에서 실행과 환류까지의 전 .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행한 움직임통합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 물론 교사가 인식하는 . , 
교육적 장점과 난점이 학생의 입장을 직접 변하지 못하지만 수년간 반
복된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의사소통하며 느낀 교육적 
효과와 긴 시간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발견한 교육적 성장은 신뢰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 
교육적 장점과 교육적 난점을 살펴보며 움직임통합 수업이 지속해서 나아
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알아본다.

  가 교육적 장점. 

교육적 장점은 학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모든 측면의 발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먼저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움직임통합 수업. , 
의 장점을 략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적 장점을 건강증진 접근과 체화학습 접근으로 나누어 알아
본다 이를 통해 움직임통합 수업의 여러 실천유형과 교육효과의 관계를 .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체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에서 기 하는 교육적 장점을 묻는 설문 문항  
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학습동기 향상 집중력 향상 긍정 정서 유“ ”, “ ”, “
발 신체활동량 증가 학생 중심 배움이 가능 에 답하였다 그리고 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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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인지 기능 향상 사회성 함양 성취감과 자신“ ”, “ ”, “
감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 을 움직임통합의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정리”, “ ” . 
하면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이 학생의 신체활동량 증가는 물론이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정의적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 .

그림 설문 응답 교육적 장점[ 50]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여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적 장점을 네 영역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움직임통합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를 알 수 있다 심. 
층면담을 통해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의 여러 교육적 효과를 자세하게 공유
하였다 첫째 인지적 측면의 효과는 집중력 수업몰입도 기억력 창의력. , / , , , 
이해력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둘째 정서적 측면의 , . , 
효과는 학습에 한 흥미와 동기 유발 자기표현을 통한 에너지 분출이 , 
있었다 주혜성 교사는 움직임은 학생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고 표현. “ .”
하며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내면을 표
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효과. , 
는 사회성과 협업능력으로 요약되었다 성공적인 신체활동을 위해 친구. 
를 배려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공동체, , 
의식 등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넷째 정의적 측면의 효과로는 . , 
자신감 학습을 좋아하는 마음 친 감 증진이 제시되었다 신체움직임을 , , . 
통한 성공 경험은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학습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도왔다 함께 열기를 올리고 땀 내어 움직였던 경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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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유 감을 높이고 신뢰관계
를 쌓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표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 16> 

영역 내용 심층면담

인지

집중력/
수업몰입도

신체활동을� 하면� 아이들의� 수업� 몰입도는� 확실하게� 더� 많다는� 거죠.�
신체활동이� 없었을� 때의� 수업이랑� 신체활동� 있었을� 때의� 수업은� 엄청
난� 차이가� 있죠 일단�.� 몰입도와� 집중도가� 완전히� 떨어져요 신.�
체활동이�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거의� 참여한다고� 봐
야죠 이화성.� ( )

기억력

몸으로� 익히고� 경험을� 해야� 오래� 각인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여서� 학습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은� 주지교과의� 학습적인� 요소� 때
문에� 오히려� 몸을� 쓰게� 하는� 편이고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애.�
들한테는� 거의� 일상이니까� 그� 외에� 더� 특별한� 경험들이� 가미되면� 더�
기억이� 잘� 날� 것이다 중략 신체활동이� 애들의� 기억이�.� ( )� 장기
기억으로� 옮겨� 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신수성� ( )

창의력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다보면� 창의성이�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새로운�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아이들이� 찾�
아내는걸� 보고 이화성...� ( )

이해력

아이들이� 초등학교� 발달과정상에서� 보면� 지식을� 설명과� 전달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동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중략 초등학교� 시기는� 구.� ( )�
체적인� 경험과� 자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잘 강조 배( )�
우는� 것� 같아요. 잘� 익히는� 것� 같아요 송해왕� .� ( )

학업성취도
년도� 제가� 학년을� 맡아서� 학년� 기초학력� 평가를� 했는데� 거기2018 4 3

서� 명� 중� 명이�20 15 기초학력� 부진이� 나왔어요 중략 월에�.� ( )� 11
가서는� 한� 명� 빼고� 다� 구제됐어요 이화성.� ( )

정서

흥미/ 
동기유발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중략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많� ( )�
이� 노력하는� 편인데� 수업시간� 내내는�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
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요 정목성.� ( )

자기 표현

애들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그래� .�
서� 아이들의�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되는� 데 중략 신체활동...� ( )�
을� 했을� 때� 아이들�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몸으.�
로� 움직인� 것을� 내가� 말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
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움직인� 날은� 글을�.�
쓸� 때도� 더� 잘� 써지고� 훨씬� 더� 수업이� 잘� 되는� 건� 확실해요.�
주혜성( )

사회
사회성

매번� 다른� 활동으로�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거기서� 역동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갈등을� 해,� ,�
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소리를� 조정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
것도� 다� 연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약간� 그�.� social� skills를�
연습 나금성...� ( )

협업능력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움직임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힘든� 부분은�
움직임을� 잘� 하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반대로� 수학은� 정말� 힘들,�



- 223 -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장점은 일반적으로 신체  
와 건강 인지와 학습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정서와 정의적 관점에, 
서도 교육효과를 입증하고 있다(Martin & Murtagh, 2017; Webster et 

교육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신체활동 증진이라는 움직임al., 2015). 
통합의 단면적 목적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 때문에 밝히고 . , 
있는 교육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통합 유형에 한 결과인지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체화된 인지와 교육적 관점에서 움직. , 
임통합이 가지는 잠재적 효과에 해 자세하게 탐색하는 연구는 부족하
였다 이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교사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움직임통합의 . 
교육적 장점을 구체적인 수업 상황 및 일화와 함께 분석한 후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고� 어렵지만� 던지거나� 달리기라던가� 하는� 것을� 잘� 하는� 아이들은� 수
학시간에도�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잘� 하는� 것을� 돋보이고� 뽐
낼� 수� 있고�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것� 정목성� ( )

정의

자신감

전통적인� 방법에서� 빛을� 못� 보던� 친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도�
되면서� 성취도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든� 애가� 있었거든요 옆� 반� 부장님� 반이었는데� 전학을� 오는데�.�
그� 아이가� 일� 당� 백을� 했어요 근데� 제� 수업시간에서� 그렇게� 제가� 저.�
도� 몇� 번� 봤지만� 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는� 거예요 장토성.� ( )

학습을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게� 하는� 게� 결국�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 그냥� 앉아서� 줄치고� 적고� 외워서� 시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
임을� 통해서� 다양하게 특히�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
는� 학생은� 축구에� 대한� 글� 또는�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은� 노래를� 불러
서� 편하게� 공부하는� 과정이� 긴� 시간을� 봤을� 때� 가장� 큰� 투자로� 생각
해요.� 공부를� 좋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
각해요 허천왕.� ( )

친밀감

아이들도� 저를� 더� 이쁘게� 봐주고 제가� 힘들었던� 아이들도� 수업을� 하,�
면서� 무언가� 해소되고� 관계� 측면에서� 증진되어요 항상� 저는� 말로� 설.�
명하지� 않고� 몸으로� 계속� 보여주어야� 하니까� 약간� 완전� 무장
해제하면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저를� 더�
가깝게.� 강보름( )



- 224 -

학습적 효과 건강증진 관점    1) :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적 효과와 신체활  
동을 통해 활성화되는 뇌 기능에 근거한 인지적 효과 및 정서적 효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움직임통합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체활동량 증. 
진을 통한 신체인지와 기본움직임기술 향상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긍정, , 
적인 자기이해와 공동체의식을 길렀다.

가 신체적 효과 기본움직임기술과 신체인지        ) : 

움직임통합의 신체적 효과는 체육교육에서 신체에 한 교육 으로 여겨  ‘ ’
지는 것들과 관련이 있었다 활동적인 수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신체활동. 
량 증가 기본움직임기술 증진 신체인지의 경험을 맛보았다 먼저 움직임, , . , 
통합 수업은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촉진하여 건강증진 관점의 중요한 목적
으로서 신체활동량을 증진하였다 학생들의 좌식생활 시간은 줄어들었고 . 
다양한 강도의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매일 충족하. 
도록 장려하는 하루 신체활동량을 채우는 데에 기여하였다 등하교 시간. , 
체육교과 시간 쉬는 시간으로 절 적인 신체활동량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 
었으나 움직임통합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일일 신체활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체활동량 증가는 건강증진 관점에서 학습효과에 한 논의. 
의 전제로서 인지적 효과와 정서적 효과와도 인과관계를 가진다.

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도� 오히려�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수학이예요.� .� ?�
체육이예요 라고� 물어보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름표� 떼기� 같은� 활동은� 굉장히� 고강?�
도� 운동이잖아요 운동량이� 많잖아요.� . 아이들이� 헉헉� 거릴�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

정목성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린 시절의 발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움직임기술 을 익힐 수 있었(Fundamental Movement Skill)
다 기본움직임기술은 스포츠 참여는 물론이고 모든 일상적 상황에서 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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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신체를 움직이도록 하는 패턴을 말한다 초등학교 시기에 정교한 신. 
체움직임 능력의 발달은 신체활동을 즐기며 신체적으로 유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경우 자연스럽게 . , 
다양한 종류의 이동움직임 비이동움직임 조작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는 , ,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시간뿐만 . 
아니라 모든 교과수업에서 기본움직임기술을 자주 연습하고 숙련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기본움직임기술은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동시에 더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한 교육목적과 내용이 되어 움직임통합 수업의 신체적 효과를 구성하였
다.

아이들은� 일단은� 본능적으로� 움직임�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저학년� 아이
들�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특히� 남자� 애들한테는� 너무� 좋아했던� 거� 같아요 너무� 재밌게�.�
학교를� 어려워� 하지� 않고� 재밌어� 했던� 거� 같고� 학부모님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
응이� 좋았고� 많이� 공감해� 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년을� 꾸준히� 했을� 때는� 그�1 아이들의� 기
본적인� 움직임이나� 리듬� 같은� 데도� 많은� 발달이� 되었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움직임 초등학생들은� 정말� 그�,� 기본� 움직임들 있잖아요� .� 뛰기 달리기 걷기 점프하기� 이런�,� ,� ,�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익혀주고� 같이� 활동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뭔가� 나중에� 좀� 더� 고급�
기술을� 익힐� 때� 있어서� 다�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과목별로� 녹아들� 수� 있
는� 그런�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홍우주 심층면담( ,� )

학생들은 여러 가지 기본움직임기술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었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지를 높여나갔다 직접 . 
시도해보지 않은 신체움직임에 해 신체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 
교사들은 기본움직임기술과 표현요소를 움직임통합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
들의 움직임 경험을 다양화했다 또한 신체활동이 부족하여 마음껏 달려. , 
보고 지쳐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중고강도 운동의 경험을 제공하여 자
신의 신체움직임을 탐색하고 신체적 지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움. 
직일 수 있는 능력의 학습은 신체적 정신적 절차로 구분되지 않으며 신체, 
인지를 발달시키는데 기여한다 움직임통합 (Nyberg & Mechbach, 2017). 
수업에서 학생들은 신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학습하여 신체인지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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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몸으로 터득했다 신체인지는 체육. 
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화교육의 한 흐름인 새로운 움직임 탐색하기“ ”
의 교육지향점 중 하나이다(Aartun, Walseth, Standal, & Kirk, 2020). 
움직임통합 수업은 교과 내용적으로 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신체움직임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육의 체화교육을 실현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건강증진 관점의 신체적 효과에 체화학습 관점을 더한다면 . 
학습내용에 한 신체인지를 통한 체화적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를 통해 체육교과와 타교과 교육의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을� 경험한� 후에� 그런� 다음에� 건축물과� 조형물을� 몸으로� 만들어요,� .�
몸을� 많이� 써봤어야지� 알지 누워봐야지� 누울� 수�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고( ).� . 그냥� 얘들아��
음악� 듣고� 움직여봐� 이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서� 애들이� 표현해야하는� 것을� 꼭� 주어요.�
움직임� 요소가� 많잖아요 더� 빨리� 움직여� 보자라고� 할� 때도� 있고� 공간을� 더� 낮게도� 가고�.�
높게도� 가고� 중간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활용할� 때도� 있어요.

강보름 심층면담( ,� )

신체활동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안� 하죠 부족하죠 왜냐하면� 저도� 안하지만� 그니까�.� .�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불균형해서� 힘도� 없고� 균형� 감각도� 순발력도� 없고 안하.� .�
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식으로서�.� 단어를� 알아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달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렸는데� 더� 달려보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알죠.

나금성 심층면담( ,� )

나 인지적 효과 집중과 기억        ) : 

건강증진 관점에서 움직임통합의 신체활동이 가지는 인지적 효과는 뇌   
과학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 설명할 수 있다 신체활동은 인지 과제 수행에 . 
관여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를 촉진하여 신경가소BDNF
성을 늘리고 해마의 신경세포와 신경 도를 높인다 신경생리학적으로 신, . 
체활동은 인지 작업처리속도를 높이고 기억력과 사고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뇌에 가지는 신체활동의 잠재성 즉. , 인지능력의 향상을 위해 일부 
교사들은 신체움직임을 교과수업에 통합시켰다 이러한 건강증진 접근에서 . 
신체움직임은 교육내용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보다 활동 빈
도와 강도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신체활동이 인지기능을 향상시켜 학습



- 227 -

을 촉진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교사들이 인식한 인지적 효과로는 집. 
중력과 기억력이 표적이었다.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생기는� 건� 사실인데� 활성화된� 뇌세포에� 공부를� 해야지� 이게� 견고화
되어 뇌세포가� 사라지지� 않는데� 공부를� 안하니까� 일주일� 만에� 뇌세포가� 사라진다는� 거죠� .�
활성화가� 되었는데� 엮기질� 않는� 거죠 그렇게� 신체활동을� 해서� 뇌세포를� 키워놓고� 공부를�.�
하면� 그� 뇌세포와� 결합이� 될�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성지구 심층면담( ,� )

계속� 움직여주고� 생각해야지� 뇌가� 꼬불꼬불� 해져 꼬불꼬불� 해져야� 여러분의� 뇌가� 공부를�.�
잘해 중략.� ( )� 뇌의� 가소성을� 생각하면� 가장� 도움� 되는� 것이� 운동이라� 생각해요 건강을� 넘.�
어서� 운동을� 하면� 아이들의� 뇌가� 창의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허천왕 심층면담( ,� )

교사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의 몰입시간 증가와   집중력 향상 
을 경험하였다 여러 교사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운동을 좋아하. 
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습 집중력이 높다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 
있었다 그들은 운동과 집중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에 한 믿음을 형. 
성하여 교과수업에 통합된 신체활동이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참여
도 및 태도를 개선시키고 학업성취도까지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뇌 기능적 관점과 더불어 신체움직임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학습에 한 높은 집중도를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홍우주 교사는 신체움직임을 집중력을 한 번에 모. “
을 수 있는 힘 이라고 설명하였다” .

저글링을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 .�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집중력이� 있고� 집중력� 있
는� 애들이�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실력이� 늘어요 근데� 애들이� 또� 협응성이� 뛰어나요 협� .� .�
응성이� 뛰어나단� 얘기는� 뇌가� 잘� 발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뇌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신체.�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결국� 운동� 잘하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저글링도� 잘해요.

성지구 심층면담( ,� )

강당에서� 하는� 수업은� 아무래도� 달리기나� 잡기활동이라던가� 하면서� 대근육을� 사용하기� 때
문에� 대근육을� 사용하면서� 학습개념을 깨우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구요( )� .� 대근육을� 사용하
면서� 아이들이� 학습했던� 수학적� 개념을� 땀� 흘리고� 운동하고� 움직이면서� 애들을� 계속� 반복
하는거죠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

정목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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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은 학생의   기억력을 향상시켜 중 장기적으로 학습개념을 파, 
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습결과를 기억하는 일은 배운 내용을 응용하고 . 
심화하기 위한 기초와 전제가 되므로 중요하다 교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 
학생들은 중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한 후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였다 전. 
통적인 수업형태에서 개념학습을 반복하는 것보다 신체활동 후 또는 신체
활동과 함께 개념을 익혔을 때 더 장기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오늘� 배운� 개념을� 열� 문제 스무� 문제�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 움직임을� 통해서� 학습
을� 세 네� 번쯤� 반복한� 것이�,� 더� 효과적일� 수� 되겠다 중략 그� 활동� 자체가� 아이들에게�.� ( )�
중기� 기억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이� 된다는� 거죠.

정목성 심층면담( ,� )

다 정서적 효과 나 우리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 : , , 

신체활동이 통합된 교과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 친구들 그  , 
리고 학습하는 교과에 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기존의 학습 . 
접근을 통해 스트레스 좌절 우울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한 학생은 움직임, , 
통합 수업에서 자신감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정서를 가질 새로운 기회를 , 
제공받았다 학생이 수업 중에 느끼는 정서와 감정의 종류는 전체적인 학. 
습과정과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생. 
들이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공부를 좋아하는 심성을 가지도록 
도왔다.

먼저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에 한 긍정적인 이해를 늘려  , 
나갈 수 있었다 수많은 교과공부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학생들도 신체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교과수업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였다 신체활동에 참여. 
하며 느낀 자신의 신체와 신체능력 한 자신감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
어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왔다 움직임통합 . 
수업은 유능한 신체기능과 체력을 교과수업시간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에 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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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약간�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구요 내가� 학기� 초에는� 못� 했는데�.� “
이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자존감은� 높아지고� 그.”
렇게� 신체활동과�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그� 아이에게� 아까� 말했던� 뇌� 발달�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근육이� 발달했다던가� 그런� 쪽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지구 심층면담( ,� )

나아가 학생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상 방과 우리 즉 공동체의 소  , , 
중함을 느끼고 공동체 활동의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 
임통합 수업은 놀이와 게임 또는 단체안무 등의 형태로 여러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상황을 자주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이 있는 팀 활동에. 
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부딪혔지만 팀의 공동 목표
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며 협업하였다 학교는 각가지 개성을 가. 
진 여러 친구들과 교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다 교사는 학급경영을 . 
통해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꾸어나가는 동시에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교과시간에 모둠활동과 프로젝트 활동 등 
학생중심 협력활동을 활용한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신체활동에 더 높은 비. 
중을 두어 공동체가 가진 힘을 효과적으로 체험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
게 하였다 학생들은 노력하여 공동체의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 개인적 성. 
취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한 후 함께 학습하고 협력
하는 일에 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강당에서� 대근육� 운동을� 하는� 수학 체육� 수업은�,� 팀별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
는� 아이들만� 튀지� 않고� 수학을� 못하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튀지� 않게� 서로� 협업이� 되게.�
우리가� 갖추어야할� 역량� 중� 하나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예요 나와� 다른� 친구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양보하고� 들어주고� 맞춰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
요.

정목성 심층면담( ,� )

친구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게� 개성들을� 조금씩� 조화롭게��
같이� 마주� 해서� 아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뭔가� 뿌듯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어
요 중간� 중간에� 역시나�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
었지만� 중략 나중에� 무대에� 올랐을� 때�( )� 애들이� 거의� 희열을� 느끼고� 약간� 울더라구요. 너�
무� 감동받아서 이런� 과정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 .

홍우주 심층면담( ,� )

마지막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은   ,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을 기
를 수 있었다 평소에 지루하다고 인식한 교과를 좋아하는 신체활동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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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학습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고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통합한 교
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지루하. 
지 않게 이해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었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 
생도 덜 권위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교과에 한 흥미와 호
기심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학습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초등. 
학생인 만큼 정 한 수준이 아닌 호기심과 낭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학
생들을 지도했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상기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 
였다.

긴장감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앉아서� 하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서서해야� 진짜� 이동을�.� .�
하면서� 릴레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달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체육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중략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해.� ( )�
요.�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앉아서� 하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이면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지구 심층면담( ,� )

움직임을� 활용한� 수업을� 했을� 때� 평가를� 해보면� 정의적� 영역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긍정적
인� 사고를� 하면서� 수학을� 좋아하고� 수업을� 즐겁게� 하는� 점에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중략.� ( )� 초등학교� 때부터� 싫어하는� 닫힌� 마음이� 얼마나� 앞으로� 수학시간에� 힘들겠어
요 계속� 위계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중략 교실� 안에서� 수학뿐만� 아니라� 강당에서� 이.� .� ( )�
루어지는� 몸이� 즐거운� 수학을� 하는� 게�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태도를� 바꾸는데� 촉매제� 역
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정목성 심층면담( ,� )

교육적 경험 체화학습 관점    2) :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교사들은 신체활동의 강도 빈도 시간에 초점을   , , 
두고 이를 교과학습요소와 적절히 연결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은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불일치하는 이 상황에서 Madsen et al.(2020)
교사들이 느끼는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형적인 신체활동에서 넓은 스
펙트럼의 신체적 감각적 경험으로 초점을 넓혀 신체움직임을 이해할 것을 , 
제안한다 이런 작업은 운동과 인지적 효과의 논의에서 신체움직임이 가지. 
는 교육적 경험에 한 논의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다 현상학적 인지과. 
학자 는 체화된 인지는 감각운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상Shaun Gallag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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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몸 마음 환경. - -
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인지를 설명하는 체화 및 행화주의자는 감각운
동경험과 인지체계의 연결에 근거한 체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서적이
고 상호주관적 측면도 강조한다 왜냐하(Gallagher & Lindgren, 2015). 
면 인간은 신체와 정서적 상태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지적 
특징을 가지고 주변 환경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고 , 

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신체움직임이 교육내용과 행화적  , 

체현적 체화적 관계를 구성해나가는 경험에 집중하고 신체움직임의 교, 
육적 가치를 강조한다 때문에 체화학습 관점에서 교육적 장점을 알아. , 
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서서 신체움직임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건강증진 관점의 교육적 장점은 학습적 효과 로 . ‘ ’
나열한 반면 체화학습 관점의 교육적 장점은 교육적 경험 으로 제시할 ‘ ’
것이다 효과 는 교육의 결과를 학생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에서 평가할 . ‘ ’
때 자주 사용되지만 경험 은 학생의 관점에서 변화한 ‘ ’ 교육적 성장의 과정
을 의미한다 체화된 인지에 영향을 주는 감각운동적 정서적 상호주관적 . , , 
경험으로 나누어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을 알아볼 것이다 세 종. 
류의 경험은 정확하게 나누기 어렵고 두 개 이상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동시에 하나의 교육장면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체화학습 관점에서 설계한 움직임통합 수업의 장점에 해 교사들은 깊  ‘
이 있는 몸이 기억하는 체감 체득 자기화 내면화 등의 추상적’, ‘ ’, ‘ ’, ‘ ’, ‘ ’, ‘ ’ 
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개념의 학습을 주요 장점으로 설명하였
다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 효과와 비교해 과정 중심적이고 현상학. , 
적이며 덜 단정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했다 예를 들어 기억력을 신, , . , 
경세포 간 연결과 인출기능으로 보지 않고 몸에 지닌 지식으로서 오랫동
안 기억되는 인지로 보는 것이다 신체활동 당시 감각운동의 지각 감정. , ,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마다 주관적인 지식을 신체적 경험 위에 
형성하였다.



- 232 -

몸을� 썼기� 때문에 사실� 기억에� 남는� 거죠 중략 그� 후년이나� 그� 다음에� 애들하고� 연락을�� .� ( )�
계속�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활동을�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내용만� 주입.� .�
식으로�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 했고�
라는� 상황을�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신체활동을� 포함해서� 하니까� 그� 활동� 자체를� 기억하는...

신수성 심층면담( ,� )

신체를 움직여 쌓는 앎은 쉽게 잊히지 않고 몸에서 익혀 반응하는 능동  
적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 더 높은 학습효율의 가치를 가진다고 인식되었
다 체화적 교육경험의 중요성을 추구하는 교사들은 몸 경험 머리 뇌를 . , , ,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체화된 인지를 뜻하는 하나의 상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은 몸과 마음이 하나인 학습주체가 목표 개념을 체화
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방법이 되었다.

체감되지� 못하고� 수업의� 효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하고� 맞지� 않다 중.� .� (
략)� 체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신체활동이?� ...

강보름 심층면담( ,� )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키는� 게� 훨씬 강조하며 더� 효과적( )� 이예요 중.� (
략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년� 동안� 안타고� 다시� 탈� 때�)� ,� 30 몸이�
기억하잖아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고� 한� 거� 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신체활동이� 들어가는� 게� 내� 몸이 몸과� 머리가 뇌가� 기억한다고� 생각,� ,� 해요 그래서� 학습적.�
인� 효과도� 훨씬� 더� 그게� 좋다.

주혜성 심층면담( ,� )

나아가 교사들은 움직임을 통한 학습이 몸이 기억하는 지식에 그치지   , 
않고 학생의 실존적 의미와 관련하여 그들의 존재를 자각 및 변화시킨다
고 보았다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습자는 객관적 지식의 본질에 앞선 존. 
재이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였다. 
신체움직임에 기반한 체화적 학습은 세상에 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계 속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송해왕 . 
교사는 오랜 교직 경력에 걸친 연극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흥
미를 발견하고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을 목격했다 체화학습 관점의 . 
움직임통합 수업은 교육내용을 발판삼아 세계를 여러 방법으로 인식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전인적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 
삶이 학습내용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범주 빌둥이 세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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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존재를 위치시키고 세계관을 확장하여 조화로운 인간으로의 도야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존주의적 (Madsen & Aggerholm, 2020). 
관점에서 교육은 성찰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스, 
스로 찾고 자유에 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다 움, (Rumianowska, 2020). 
직임통합의 체화적 경험은 학습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실존적 선택을 존중
하며 의미 있는 교육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경험한� 것들이� 이후� 더� 깊은� 관심을� 넘어가서�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죠 중략 아이들이� 그� 사람을� 통?� .� ( )�
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자기화� 시켜가는� 과정들은�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남지� 않더라도� 시간
이� 지나서� 자기� 몸에� 기억하는�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송해왕 심층면담( ,� )

동심� 자체는� 물론� 순수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게� 뭔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선.�
생님이� 시와� 노래로� 그런� 거를� 깨우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배운� 공부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과� 관련� 있다라는� 거. 이�
런�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김태양 심층면담( ,� )

체화적 경험을 통한 실존적 가치 탐구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생과   , 
학생간의 관계에 기반한 주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되었다 교사는 다양. 
한 교과를 통해 세상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학생은 주체적, 
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지식을 구성하였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구성. 
한 체화된 앎은 학생이 주변 인물과 맺는 인격적 만남과 동등한 상호관
계가 없다면 어려운 것이었다 김태양 교사는 학생이 진정한 관계 속에. 
서 실존성을 회복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포함
시키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단� 거� 자체가� 물론� 굉장히� 주관�
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잘� 관계할� 수� 있는� 거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공부를� 어떻게� 가능할까 중략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들이� 계속� 선� ?� ( )�
생님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와� 아이도� 마찬가지이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감정을�
읽고� 그리고� 관계를� 하고� 상대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더� 섬세하게� 움직이고 어� 그� 다음에��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만큼의� 감각을� 발달시켜야하고.

김태양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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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학습 접근의 움직임통합에 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육적 장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배여 오래 기억하는 앎 효. , 
과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자아의 실존적 의미탐색과 행복으로 확장되는 , 
경험은 전인적 교육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체화된 인지는 신체활동을 양적. 
으로 수치화하지 않고 신체움직임이 학생에게 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지 탐색하도록 하여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분석을 돕는다 이어서 체화된 . , 
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운동적 경험 정서적 경험 상, , 
호주관적 경험을 각각 나누어 자세한 수업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감각운동적 경험 몸에 새긴 앎        ) : 

체화된 인지를 설명하는 주요 부류 중 하나인 행화적 인지는 지각에서   
시작하여 경험하는 감각운동에 의존하여 상을 인식 및 지각하고 앎을 
행위 차원에서 구성한다 체화적 접근의 움직임통합의 경험을 미세하고 현. 
상적으로 관찰하면 항상 감각운동 경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 
화적 움직임통합 을 위한 교수모델의 여섯 가지 신체활동 마임하기(EMI) ( , 
드라마화 제스처하기 모양만들기 모방하기 감각하기 중 감각하기를 제, , , , ) 
외한 다섯 가지 신체활동은 모두 감각운동 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감각하기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감각기관을 활성(Madsen et al., 2020). 
화하여 학습내용을 정서적으로 느끼는 움직임 경험을 제공하며 감각운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감각운동적인 경험에 참여하  
여 무의식적으로 몸에 학습내용의 지식 기능 태도를 익혔다 감각운동적 , , . 
경험은 움직임통합스타일의 감각형에서 가장 중심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감. 
각형 움직임통합은 감각활동을 매개로 외부의 학습 상과 학습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지를 형성하도록 했다 감각운동경험을 통해서만 직. 
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학습내용에 움직임을 통합하였을 때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더 잘 학습하였다 소근육 움직임을 통해 촉. 
각과 시각의 감각을 활용하는 모형조작활동 신체인지를 발휘하여 주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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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이해하는 양감체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오감활, 
용 신체움직임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을 감지하고 상 간의 관계와 개념, 
을 이해하는 감각실험은 학습내용에 한 감각운동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교사들은 감각을 활용한 학습경험이 빠르고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이‘ ’, ‘ ’, ‘ ’ 
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느꼈다 학습자와 분리되어 존재했던 교과 지식은 . 
감각운동경험을 연결지점으로 학생의 삶에 들어와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 , 
사들은 감각운동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앎은 오랫동안 기억되어 몸에 새
겨진다고 생각했다.

각도를� 측정할� 때� 각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수학과� 과학의� 통.�
합이었던� 것� 같은데 하프� 파이프로� 각도를� 맞추어서� 도와� 도의� 각도를� 만들어� 초시.� 30 70
계로� 시간을� 재어서� 어떤� 것이� 더� 빠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 보고� 단번에� 이해를� 하죠. 아무리� 교과서를� 통해서� 이게��
빠르고� 느린� 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애들� 직접� 한번� 측정해보고� 재어� 보면� 바로� 결
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배운� 것은�.� 몸에� 새겨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학습효과가� 있죠.

송해왕 심층면담( ,� )

  형태화형 움직임통합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신체나 인공물을 활용하여  
목표개념을 나타내며 감각운동에 기초한 앎을 구성할 수 있었다 신체 일. 
부가 학습내용이 되었고 신체를 움직이며 변화하는 환경과 신체를 인지함
으로써 학습했다 감각형과 형태화형 움직임통합에서 감각운동을 통한 교. 
육적 경험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스
타일에서도 감각운동경험은 기저에서 체화된 인지 형성을 뒷받침하였다.

동영상 학생들이� 두� 원으로� 서서� 동요에� 맞추어� 손바닥� 치기를� 한다 손바닥을� 도로�( :� .� 90
돌리고� 뒤집으면� 손뼉을� 짝과� 마주친다.)� 손바닥을� 밀고 뒤집고 돌리기,� ,� 를� 한� 거예요 그.�
니까� 밀고� 뒤집고� 돌리기�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면서� 호흡� 맞추는� 리듬활동들이� 수업� 열
기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참�.� 평면도형의� 이동을� 배울� 때� 수업열기� 활동을� 이런� 식
으로� 해서� 아이들의� 감각을� 깨우는� 거죠.

김태양 심층면담( ,� )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이 제공하는 학습내용에 한 감각운동적   
경험은 학습내용의 지식 기능 태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지능력은 다양, , . 
하게 분화되어 제각각 발달하지 않으며 인지의 가장 깊고 오래되고 기초, , 



- 236 -

적이며 중요한 근본에는 신체감각적 지식, (bodily-kinaesthetic 
이 존재한다 감각운동적 경험을 통해 학생intelligence) (Claxton, 2015). 

들은 학습 지식을 몸에 각인시키고 몸에 새긴 앎은 학습자를 이루는 여러 
측면에서 발현되어 다른 영역의 세계와 통합하면서 발전했다.

나 정서적 경험 감정 전이로 느끼는 앎        ) :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 정서 기분은 개념이해와 의사결정 가치판단 등  , , , 
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뇌 과학연구 성과를 통해 정서와 인지가 상. 
호작용하는 하나의 전뇌적 활동 시스템이라고 보는 시선이 힘을 얻고 있
다 체화주의자들은 복잡한 인지기능이 감각운동과의 협응 (Ledoux, 2006). 
뿐만 아니라 온몸의 정서적이며 자율적 측면에 근거한다고 본다

움직임통합 활동에 참여하며 경험하는 (Gallagher & Lindgren, 2015). 
신체적 상태와 반응이 자아내는 느낌과 정서는 학습에 한 인지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 활동이 학습내용과 . 
관련하여 어떤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체화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의 논의가 체화적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경험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
  체험형 움직임통합스타일은 학습내용을 실제적 형태 그 로 또는 비슷 
하게 제시하여 몸으로 체험해 보게 하며 실감나는 정서 반응을 일으켰다. 
신라시  골품제나 조선시  양천제를 배울 때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는 기본움직임기술을 차등적으로 허용하고 역할과 권한을 불합리하게 분배
하여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게임의 승패는 물론이고 . 
중고강도 신체활동 이후 느끼는 신체적 피로도 및 감정을 통해 신분제의 
한계와 불합리함을 깨달았다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과 재현활동에서 느낀 . 
억울함 부끄러움 답답함 슬픔 즐거움 고마움 등의 정서적 경‘ ’, ‘ ’, ‘ ’, ‘ ’, ‘ ’, ‘ ’ 

험은 학습내용에 한 지식형성과 가치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습. 
자는 배우는 상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의, 
지를 가졌다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할 때 학습내용과 학생이 분리되어 . 
존재하는 것과 달리 학습한 개념은 실생활로 확장되어 학생이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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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신수성 교사의 학생들은 화강암 석공예의 어려움. 
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문화유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 
고 실제 문화유산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화가 났으, 
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옮겼다.

화강암� 돌판을� 주고� 거기다가� 석굴암을� 스케치하고� 새기게� 해요 정랑� 망치로� 주고 그런�.� .�
걸� 하면� 이제�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잖아요. 몇날� 며칠� 동안� 만든단� 말이에요 애들� .�
이� 돌아가면서 보안경� 끼고� 그렇게� 하는데 중략 그�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배낭여행을�.� .� ( )�
갔어요 기차� 타고� 가서� 경복궁� 근정전에� 갔는데� 어떤� 아이들이�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월
대에� 몸을� 기대고� 있는걸� 보며� 아이들이� 분개하더라구요 저걸�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데� 그렇게� 해서� 당시에� 조각을� 하는� 사람들 석공예�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만든�,�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그� 문화유산을� 함부로� 대한다.� 저거는� 항의를� 하고�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 저�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 .

신수성 심층면담( ,� )

복합 양식을 사용하여 보다 복잡한 개념과 상황을 나타내는   드라마형 
움직임통합도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적합했다 학생들은 가상적 상황 .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며 감정이입하고 극에 몰입하였다 배역에게 . 
기 되는 행동과 말을 하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경
험하였다 극 속에서 학습자는 주체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살아있는 몸이 . 
되었다 극의 전개 과정 속에서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정서와 감정. 
을 느꼈고 이는 새로운 앎으로 이어지는 힘을 가졌다 주혜성 교사는 학. 
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과 내면을 들여다보
고 감정을 터뜨리는 감동적인 수업 을 할 수 있었다 학습내용의 드라“ ” . 
마화를 통한 체화적 참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정서적 경험을 일으켜 
학생 스스로 앎을 형성하고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연극� 속에서는� 따돌리는� 학생의� 배역을� 한거죠 역할을� 바꾸어서� 완.�
전� 역지사지로� 바꾸어� 하고� 그리고� 교실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가지는� 학생은�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배역을� 연기를� 하게� 된거죠.� 연극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 과정을� 들어봤을�
때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이유나� 실마리들을� 학생들이� 찾
아가는� 경험도� 있었고� 교훈도� 있었어요 또� 이제�.�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어떤� 감정인지� 어
떤� 상황이었는지� 느꼈죠. 연극을� 연습하고� 무대�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초등학생� 가�
운데� 진짜로� 몰입해서� 우리가� 말하는� 메쏘드� 연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게.

송해왕 심층면담( ,� )

수학� 역할극� 같은� 경우는� 역할극을� 해봐야하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중략 동기유발� 내용에� 일상적인� 대화� 역할극을� 넣은거죠 그런데� 그�.� ( )� .� 역할극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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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들의� 궁금증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선에� 대해� 알아보자가� 학습� 목.�
표이면 수선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나와서� 그걸� 수학� 역할극을� 하는� 거.�
죠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게� 되죠 수선이� 무엇일까.� .� .

이화성 심층면담( ,� )

체험형 움직임통합은 감각운동적 경험에 한 느낌과 감정이 바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서적 경험의 바탕이 되었다 반면 드라마형 . , 
움직임통합은 극 속의 다른 인물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호주관
적 경험에 기반하여 정서적 경험을 구성하였다 감각운동 또는 상호주관적 . 
경험과의 연관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행화적으로 인지하
였다 어떤 상황에 해 느끼는 정서에 한 평가는 뇌의 후속작업이 아니. 
라 체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은 감정적으로 자아낸 몸 자“ ” 
체를 통해 감정을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체화적 움직(Colombetti, 2007). 
임통합 수업에 참여하며 얻은 정서적 경험 속의 감정들은 앎으로 전이되
어 체화된 인지를 능동적으로 구성하였다.

다 상호주관적 경험 관계 속 참여적 앎        ) : 

체화된 인지는 개별 자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  
을 구성하는 주관성을 가진다 때문에 체화적 움직임통합이 국가교육과정. , 
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정한 교과의 가치를 학습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의 주관성 사이에는 공통. , 
적으로 인정되거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상호주관성이
라고 한다 움직임통합 활동은 다른 수업과 비교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 
더 많이 동반하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행동은 물론이며 학
습내용에 한 이해를 가다듬는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화. 
하며 학습했을 때 이해력 기억력 문제해결력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 
가 뒷받침하듯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고 개인이 혼
자 이룰 수 있는 인지적 결과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Gallagher 
& Lindgr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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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두드러지는 상호주관적 경험에는   모방 및 관찰학습이 있었다. 
의 사회학습이론은 특정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관찰 후 모Bandura(1977)

델링하는 인지학습에 해 설명하고 학습자의 행동과 환경이 양방향으로 ,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밝힌다 체화학습 관점에서 사회학습이론. 
을 재해석하면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
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과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를 실
행하고 인식세계를 수정 및 확장하는 것이다 신체움직임으로 학습과정이 . 
명백하게 눈에 드러나는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열심히 
또는 잘 하는 학생을 보며 자신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발
휘했다 게다가 자신의 신체움직임이 친구와 선생님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 
지 미리 짐작하여 행동하였다 학습자는 신체활동의 전 중 후 모든 과정. , , 
에 걸쳐 타인을 관찰하고 상 방과 역동적으로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사는 직접 롤 모델이 되거나 바람직한 모델링을 찾아 제시하는 등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경험을 안내하였다.

요새는� 스스로가� 뛰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다� 뛰는데� 자기�
혼자� 못� 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걸� 느꼈는지� 뛰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확실히� 아이들�
이� 함께� 신체활동을� 하게하는� 장을� 마련해주면� 거기서� 뭔가� 스스로의� 개선점을� 찾고� 열심
히�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지구 심층면담( ,� )

신체움직임이라는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도�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
는� 거잖아요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성장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신체활동을� 같이� 하면서�
잘� 하는�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홍우주 심층면담( ,� )

다음으로 친구와의 화와 눈 맞춤 신체접촉과 같은 직접적인 상호작  , , 
용이 활발한 협동학습에서 상호주관적 경험이 두드러졌다 상호주관적 경. 
험은 특정 움직임통합스타일에 한정되어 부각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상
호작용이 있는 인 이상의 협력적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게임2 . , 
토의 질의응답 발표 드라마 표현활동 등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 , , , 
맺은 관계는 두 체화된 존재의 교육적인 만남을 의미했다. Sund et 

은 사회교과수업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체화된 관계를 분리된 al.(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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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가려진 만남 교육적 만남 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적 만남 은 중간’, ‘ ’, ‘ ’ . ‘ ’
에 방해하거나 매개하는 상이 없이 면 면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현재진
행형으로 일어나는 체화된 관계를 형성한다 신체움직임이 있는 협동학습. 
은 학생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적 만남 을 유도한다 교사들‘ ’ . 
은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이 또래 친구와 체화된 관계를 맺어 상호
주관적으로 앎을 구성해가도록 했다.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고� 경험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 ‘ ,�
게� 내가� 가진� 게� 너무� 컸나 너무� 작았나 너무� 길었나 너무� 짧았나 뭐� 이렇게� 계속�?� ?� ?� ?’�
그걸� 생각하고� 변형하는� 게 진짜� 배우는� 거고�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

김태양 심층면담( ,� )

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지적으로� 배우는�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배운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 속에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송해왕 심층면담( ,� )

상호주관적 경험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를   . 
형성해야지만 공동체와 사회에 조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주관성에 그. 
치지 않고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세계를 읽고 앎을 조정해나가
는 일은 관계를 맺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다 김태양 교사는 다른 친구의 . 
움직임을 주시하며 부딪히지 않게 움직이는 학습 경험을 통해 상 의 존
재를 몸으로 인지하고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했다.

시를� 배우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의� 별이지만� 서로� 간의� 관계� 속에� 느낌을� 아이들한테�
좀� 더� 주려고� 너희들이� 모두� 별이� 돼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다�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임이� 이렇게� 별을� 만든다는� 거 이,� .�
런� 것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 암송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중략.� ( )� 나를� 바로� 세우고� 남과� 조화를� 맞추는� 거 그런� 것들로� 나아가는� 기본�
을� 쌓는� 거죠 모든� 교육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관계 아이들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 관계
를� 잘� 하기� 위해서� 남의� 자아를� 읽어야� 되고� 다음에� 사고를� 읽어야� 되고� 남의� 언어를� 이
해해야� 되고.

김태양 심층면담( ,� )

상호주관적 경험은 체화적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했다 유아기 아동이 사회적 관계와 주요타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에 한 인식을 형성하듯이 사회적 상호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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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화적 존재의 앎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 는 상호작용 과정의 관점에서 상호주관성. Fuchs & De Jaegher(2009)
을 바라보고 사회적 학습을 참여적 이해형성‘ ’(participatory 

과 상호적 결합 의 역동적인 현sense-making) ‘ ’(mutual incorporation)
재 진행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런 행화적 상호주관성은 사회적 이해가 개. 
인 내부의 인지모델이나 표상 아니라 상호적 신체성에 근거하여 둘 이상
의 체화된 주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움직임통합 수업은 신체활. 
동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 다수의 학생 간의 교육적 만남을 주선하며 행, 
화적 상호주관성을 가졌다 환경과 신체와 마음의 상호작용을 쉬지 않는 . 
체화적 존재로서 학생은 주변 사람 및 환경과의 관계에 참여하며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하여 인지를 구성하였다.

체화적 움직임통합의 감각운동적 정서적 상호주관적 경험은 교사의 교  , , 
육적 택트 에 따라 교육내용에 알맞게 선택되어 활용(van Manen, 1991)
된다 교육내용과 체화적 관계를 맺는 세 가지 교(Madsen et al., 2020). 
육적 경험은 학생의 체화된 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교육내용과 학생, 
의 일체화를 통해 실존자아의 전인격적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교수적 장점 상호 이해를 통한 학습증진    3) :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습뿐만 아니라 교수적 측면에서 교사에게 학생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사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학생의 크고 . 

작은 신체움직임에 근거하여 발달단계를 파악하고 학습참여도 이해도 응, , 
용력 등의 학습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체화학습 관점에서 신체. 
움직임은 인지를 구성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신체움직임을 통해 상 의 인지를 이해하고 . 
이를 학습을 증진하는데 활용하였다.

교사들은 학생의 인지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신체움직임을 관찰하고   학
생의 교육적 경험과 학습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 
와 제스처의 관계를 탐색하여 인지 형성을 설명하는 인지발달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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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의 제스처가 발화와 상응하지 않는 불일Susan Goldin-Meadow ‘
치 와 제스처와 발화의 의미가 같은 일치’(discordance) ‘ ’(concordance) 
상태가 있음을 밝히고 불일치 는 학생이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준, ‘ ’
비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발화와 제스처(Golden-Meadow, 2009). 
의 불일치를 보이는 학생은 표현하고자 하는 상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거
나 언어로 표현하기에 약간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교사는 학생의 제스처
를 관찰하고 그들의 인지적 상태를 알 수 있다 김태양 교사는 같은 신. 
체움직임 지시 사항에 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제스처로 반응하는 모습
을 관찰하고 이를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습 준비도 이해와 개별 지도에 
활용했다.

학년� 처음에� 오면�1 손가락으로� 직선부터� 그려보게� 하고 곡선도� 그려보게� 하거든요,� . 벌써��
딱� 첫� 날 첫� 시간에� 결정이� 되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딱� 첫� 날� 그걸� 해요 나와서� 칠,� .� .�
판에서� 선생님처럼� 직선을� 곱게� 한� 번� 그려봐 그러면� 그� 때� 이미�.� 아이들의� 발달� 정도가�
파악이� 되죠. 손에� 힘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곧게� 끝까지�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 .�
내려갔는지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거꾸로� 그리는� 아이도�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리는�.� .� .�
아이도� 있어요 중략 오히려�.� ( )� 앉아서�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여러��
가지� 면을� 여러� 가지� 각도로,�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요.

김태양 심층면담( ,� )

학생들이 학습한 바를 몸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는 것은 학습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익숙해졌음을 의미하였다 수학수업에. 
서 손가락 움직임과 같은 최소한의 제스처를 사용한 평균 성취도 그룹과 
제스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낮은 성취도 그룹과 달리 온몸을 활용해 역
동적인 제스처를 사용한 학생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성 교사는 학생이 마임과 제(Gerofsky, 2011; Walkington, 2014). 
스처 등의 신체움직임으로 학습개념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수업목표 달
성을 확인했다 반면 신체표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아직 완전히 개념. , 
을 익히지 못하였음을 알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하고자 , 
하였다.

일단� 알아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
마임이지만 그런데� 푸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 몸으로� 표현하
는� 건� 알아야만� 할� 수� 있는데� 알아도�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확실한� 효과�
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게�.� 정말� 알아서� 몸으로� 표현한� 거라면� 정말� 학습� 효과를� 본거죠.

이화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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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 수업에서 교사들은 학습내용에 한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보고 그들의 인지 구조를 유추할 수 있었다 움직임으로 바로 보여지기 때. 
문에 학생의 학습상태는 한눈에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좋았다 그렇. 
게 수집한 정보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눈에� 피드백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 아이는� 잘� 개념을� 이해하고� 있구나� 아닌� 경우는�� 체크
를� 해놓고� 추후에� 지도를� 하기도� 편하구요.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좋은� 점이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

정목성 심층면담( ,� )

학생의 움직임에 내재한 학습내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체화학습 관점  
을 채택한 교사가 학생의 움직임이 함의하는 신호를 읽고 학생지도에 활
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체화된 인지와 관련한 연구가 생소한 . , 
교사들은 학생의 이해증진을 위한 체화적 처방을 제시하거나 학생의 움직
임이 암시하는 개념적 혼돈을 알아차릴 있는 기회가 적었다(Shapiro & 

예를 들어 건강증진 관점을 가진 교사는 움직임통합 수업Stolz, 2019). , 
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구성한 인지구조에 한 이해로 나아가지 않고 
전체적인 학습참여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했다.
 

성지구:� 학습� 태도가� 적극적인� 것은� 보이죠.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것� 보다� ...�
예를� 들어 얘가� 얘를� 가르쳐주러� 가는구나 얘가� 얘한테� 배우러� 가는구,� .�
나 라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배움이� 일어나고� 있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합.� .�
니다.

연구자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학습이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해본� 적이� 있나요:� ?
성지구:� 신체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성지구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범을 보이며 자신의 신체움직임을 함께 통합시키는 경우가 잦다 또한. , 
학습개념에 한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교사는 자신의 인지구조를 제스처
나 마임 등의 역동적인 신체움직임으로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된다 교사가 . 
학생의 신체움직임을 통해 그들이 형성한 인지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학생 역시 교사의 신체움직임을 관찰하며 학습내용의 핵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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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습 개념과 관련한 교사의 제스처는 학습하. 
는 목표 개념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사의 움
직임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상호주관적 경험을 통해 체화된 인지를 구성할 , 
수 있었다 장토성 교사는 몸짓과 제스처를 과장하여 학습내용에 한 인. 
지구조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하였다.

제가� 말로만�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고� 제가� 평소� 성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애
들� 앞에서� 일부러�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되어� 보여주는� 느낌 저는�.� ?�
좀� 그것이� 애들한테� 필요하다� 생각해요.� 제� 몸짓이나� 제스처를� 크게� 한다던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할� 때도� 손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저의�?� 신체
움직임을� 정제해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학생들의�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장토성 심층면담( ,� )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장점은 학생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체화된 앎을   
위한 움직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았다 움직임통합은 교사와 . 
학생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신체움직임을 관찰하고 상
의 인지에 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인지 상. 
태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 지도를 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지를 이해하는 노, 
력을 함께 병행하여 학습을 증진하였다 신체움직임이 수업에 통합되어 가. 
지는 교수적 장점은 체화학습 관점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즉 교사에게 체. , 
화된 인지와 관련한 교육관이 부재하다면 움직임통합이 교수적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 장점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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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움직임통합의 교수적 장점[ 51] 

  나 교육적 난점. 

교육적 난점은 교사가 움직임통합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  , , 
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서 학습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에 관한 것
을 말한다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활용하면서 느낀 교육적 어려움을 묻는 . 
설문 문항에 절반이 넘는 교사 가 학습 진도에 한 우려 에 응답(56.6%) “ ”
했다 학생의 특성과 관련해 학생마다 상이한 선호 학습유형. “ ”(39.6%), 
학생 관리의 어려움 과열된 경쟁 때문에 교육적 어려“ ”(32.1%), “ ”(30.2%) 

움을 경험했다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가 학습 목표 달성의 불분명. 28.3% “
성 목적 전도 의 어려움을 느꼈고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가 신체움( )” , 34% “
직임과 교육내용의 낮은 관련성 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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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문 응답 교육적 난점[ 52] :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난점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그 성패  
를 좌우하는 네 가지 핵심요소인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 , 
로 재구조화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교육적 난점이 두드러질 수 있는 . , 
움직임통합 수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유의점을 고안할 수 있
을 것이다.

교육목표 동상이몽 재미와 의미    1) : ‘ ’

교사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교사가 움직임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 
나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겁게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을 재미있게 설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때때로 수업은 지나치게 , 재미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의도했던 교육적 의미가 퇴색된다고 느꼈다 특히 놀. , 
이와 게임 형태의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생에게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는 
수업으로 마칠 가능성이 있었다 신체활동이 포함된 활동을 학습이 아니라 . 
놀이라고 인식하는 초등학생의 특성이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 요인이
었으나 반 로 학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놀이만으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기도 했다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재미있게 활동에 참. 
여하는 학생들의 주의를 교육목표로 돌리는 일은 수업 분위기와 흐름의 
전환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재미에서 의미로 의식을 전환하려는 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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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는 깨지기 마련이었다 교사들은 재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활동의 의미. 
를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놀이와� 게임이� 좋아요. 애들이� 다� 좋아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한� 마디로�� .�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있는�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수업의� 질을� 높여보자� .� .

이화성 심층면담( ,� )

선생님들이� 이제� 즐겁게� 참여하라고 논다고� 생각하고� 참여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
들이� 생각하는� 놀이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이랑�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놀아라� 라고� 하더.�
라도� 이게� 의도를� 가진� 놀이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노는� 시간으로� 받
아들이는� 게 좀� 커서� ...

장토성 심층면담( ,� )

교사들은 의미와 재미가 있는 움직임통합 수업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  
다 활동의 구조와 규칙 필요한 시간 과업 발문 등에 세심한 노력을 기. , , , 
울여 수업을 재미만으로 끝내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활동에 의미를 . 
부여하는 것은 항상 교사의 추가 작업을 요구로 하였다 송해왕 교사는 . 
활동 경험을 기반하여 자신의 경험을 사고로 확장하고 기존의 사고에 , 
다른 관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몇몇 교사가 . 
우려한 것 중 하나는 철학과 의도가 부재한 상태로 재미만을 위한 활동
을 소개하는 무분별한 수업 컨텐츠였다 적어도 제작자가 깊은 의도를 . 
가지고 만들었더라도 동영상 사진 글 등의 매체와 자료 중심으로 손쉽, ,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교육철학은 생략되기 쉬웠다 단지 일회성의 재미. 
있는 수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교사가 여기에 더해 자신의 교육의도 
즉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변형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

다만 놀이를� 하고� 나서�,� 교사의� 역할은� 그� 놀이� 했던� 것들에서�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다르게� 가져올� 수� 있게�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놀이로� 끝나는� 상
황을� 만들� 것인가?

송해왕 심층면담( ,� )

재미난�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냥� 이거� 하면� 되겠네 그� 안에� 교수법은� 없어요 게임인거지.� .� .
강보름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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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중심으로 진행된 움직임통합 수업에서는   교육목적의 전도가 일어
날 가능성이 있었다 의미를 부여하여 야심차게 수업을 계획한 교사들은 . 
회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 학생들은 활동 자체에 매몰되기 쉬웠고 . 
그런 학생들을 볼 때 교사는 수업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움직임통. 
합 수업에서 학습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주관식 설문
문항에서 수업목적이 신체움직임에 가려 전도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주객전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설명했. ‘ ’
다.

아까� 문제사냥꾼� 했을� 때� 제가� 의도했던� 것은� 사회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애들이� 피구공을� 가지고� 오고� 피하는� 게임� 자체
에� 집중을� 하는거예요 사회에� 대한�.� 내용적� 측면은� 완전� 뒷전이고� 그냥� 애들이� 정답이� 뭔
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빨리� 공을� 가지러� 가 빨리� 라바콘� 가지고와 어차피� 피하면� 되는�.� .� .�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내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진� 않는구나.� .

성지구 심층면담( ,� )

호떡을� 가지고� 임오군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그냥� 먹자판이� 되는� 거죠 중략 신체.� ( )�
활동을� 계기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신체활동인�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더� 컸던� 거� 같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얻기를� 원했으니까.� 동상이몽.

신수성 심층면담( ,� )

재미와 의미는 움직임통합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의 동상이  
몽이 되어 공존했다 둘 사이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신체활동과 학습활동의 . 
목적이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 기인했다 한 마디로 신체활동. 
의 참여 자체가 학습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으려는 이중 작업을 어렵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신체움직임이 . 
교육활동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에서는 신체활
동에 몰두한 학생들의 주의를 학습목표에 집중시키는 일을 추가적으로 진
행해야 했다 반면 신체움직임 자체가 목표개념의 학습을 의미하는 체화. , 
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유기적으로 신체움직임과 교육목표를 연결 지었
다 신체움직임과 교육목표를 통합하여 수업의 재미와 의미를 하나로 추구. 
하는 체화적 움직임통합은 교육목표에 한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난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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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활동� 자체가� 목적일� 때도� 있고� 그� 활동을� 계기로�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활
동일� 때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 활동�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실패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런다� 라면� 그건� 조금� 이제� 실패할� 수가� 있죠.

신수성 심층면담( ,� )

교육내용 움직임통합이 어려운 학습내용요소    2) : 

교사들은 신체활동의 통합이 수월한 교과와 영역 또는 학년이 있는 반  , 
면 통합이 어려운 학습내용요소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교사마다 신체. 
활동을 통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교과와 영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
나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수학과의 측정과 도형 영역은 . , 
신체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좋았으나 연산 영역은 정적인 수업이 
잦았다 또한 국어과의 읽기 영역은 신체움직임 연계가 드물지만 말하기. , , 
듣기 영역은 역할극과 같은 신체움직임 통합 활동이 교과서에 직접 제시
되었다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장점이 많다고 해도 모든 학습내용. 
요소에 움직임을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통. 
상적으로 신체움직임과 연계하지 않는 학습내용요소를 주제로 움직임통합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점의 변화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사실� 수학� 부분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움직임이� 좀� 적어요 교과� 내.� .�
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 교과서�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게 그�
렇게� 움직임을 넣기� 어렵잖아요( )� .

허천왕 심층면담( ,� )

모든� 수업을� 몸으로� 표현해� 나타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가야죠 몸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하고 말로도� 있어야� 하고 역할극으로도� 있어야�.� ,� ,�
하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몸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
죠.� 한� 영역� 밖에� 없을� 수도� 없는� 거고.

이화성 심층면담( ,� )

초등학생은 활발한 신체적 발달을 거치는 시기에 있으며 학년별로 신  
체적 정신적 특징이 상이하고 그 변화가 역동적이다 때문에 발달특성, . , 
에 따라 배우는 학습내용요소와 학습 성향 및 선호는 학년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난다 저학년 담임교사와 고학년 담임교사는 마치 다른 학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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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이한 학생 특성에 맞추어 수업을 
계획한다 고학년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개념적으로 심화되는 학습내용요소. 
를 움직임통합 수업으로 엮어내기 위해 교사들은 보다 다양한 움직임통합 
방식에 한 고민을 하였다 또한 고학년 교육과정은 학습량이 많아 교사. , 
들은 움직임통합을 할 때 학습 진도에 한 부담을 경험했다 이것은 초등. 
교육현장과 비교하여 중등교과교육에서 움직임통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년은� 학년� 정도부터는� 조금� 사회 과학에� 더� 집중을� 좀� 해요 저학년� 한글을� 깨치기�3 ,� .�
때문에� 이제� 국어가� 그렇게� 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국어
는� 문학적인� 것 시하고� 연극� 밖에는� 별로� 없잖아요,� ? 학년� 정도� 갔을� 때는� 사회 과학� 3,4 ,�
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학년� 쯤� 되면� 학습� 내용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중등� 선생님� 만나�6 ,�
보면� 교과에� 놀이를� 하는� 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과� 내용� 자체가� 전
달할� 게� 많아져버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고민이� 좀� 있�
어요.� 교과내용� 자체에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

허천왕 심층면담( ,� )

특정 학습내용요소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하는 것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것은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 간에 유의미한 연결 즉 직접적 통합을 시도, 
할 때 교육내용에 한 교육적 난점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내. 
용과 신체움직임의 직접적 통합은 체화적 움직임통합의 표적 특징이다. 
교육내용이 신체움직임과 체화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경우 몇몇 교사들은 
체화학습을 잠시 접어두고 건강증진을 위한 움직임통합으로 방향을 틀어 
활동적인 수업을 이어나갔다 신체활동을 의미 있게 연결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요소에 해서 체화학습과 건강증진 접근의 움직임통합은 상호보완적
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두 방식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일이 쉽지는 않. 
지만 각 방식에 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했다.

측정같은� 영역이� 사실� 개념과� 움직임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발.�
걸음을� 재어보았더니� 강당� 앞에서� 뒤까지� 몇� 걸음이� 나왔고� 그걸� 어림해보니� 강당의� 길이
와� 폭은� 얼만큼� 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기가� 좋은데�.� 연산� 영역은� 움직임이랑� 사실�
개념을� 통하게� 활동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굳�
이� 그렇게�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게� 어렵다면� 거기에� 힘을� 쓰지� 말고� 안전한� 움직임�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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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합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움직이면서� 개념을� 반복� 숙달할� 수� 있게� 해주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당� 수학을� 운영을� 했었죠.

정목성 심층면담( ,� )

올챙이에서� 요정도 뭐� 성장할수록� 먼� 거리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뭘� 주고� 받는다든지�,�
뭔가� 움직임을� 약간� 유의미하게� 그� 학습과� 조금� 관련시키던지� 아니면 관련이� 없다� 하더라�
도� 그� 나이의� 아이에게� 꼭� 필요한� 발달을� 돕는� 움직임을�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

김태양 심층면담( ,� )

인간이 형성하는 모든 종류의 앎이 신체 환경 마음의 상호작용으로 구  , , 
성된다는 체화된 인지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내용적으로 신체움직임과 통
합되기 어려운 학습개념도 감각운동적 정서적 상호주관적 경험을 통해 , , 
학생 삶에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체적 참여를 통한 경험이 어려. 
워 보이는 학습내용요소일수록 학생의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존재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런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세계에 들어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학습을 포함하여 새로운 교육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체화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제
안될 수 있다.

교육방법 유의미한 학습경험으로의 고된 안내    3) :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이 어려운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일반적인 학습개념을 신체움직임과 의미 있게 통합하는 수업계획 단계에서 
난감함을 경험했다 이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획한 움직임통합 . 
활동으로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유도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계속
되었다 신체움직임과 함께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 
교육방법에 한 어려움을 교사의 수업 계획과 진행의 절차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행된 국외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국내의 초등교사들도 교육내용과   
신체움직임을 유의미하게 통합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신체움직임을 식별하고 교, 
육내용과 적절하게 연결 짓고 활동을 구상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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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은 이를 . Knudsen et al.(2019)
통합의 어려움‘ ’ 이라고 칭하며 교육과정에 기반해 (integration difficulty)

학습을 촉진하는 교실기반 신체활동 통합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선행된 다. 
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교육내용에 신체활동을 통합시키기 위
한 체계적인 이해와 계획능력이 부족함을 밝히고 있다(Cothran et al., 
2010).

신체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었는데� 그걸� 교과� 융합적으로� 의미� 있게� 녹이기가� 쉽지� 않
아요. 의미� 있는� 수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신체� 활동은� 왜� 해야� 되는데 이� 신체활� .� ?�
동을� 했을� 때� 애들한테� 학업적이고� 인지적으로� 뭐가� 좋아 정의적으로� 뭐가� 좋은데 이런�?� ?�
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수업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교사� 전문성인데...

성지구 심층면담( ,� )

물론 교육내용에 상관없이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놀이와 게임 형식의 움  , 
직임통합 방법은 수업 계획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 주로 . 건강증진 관점
의 움직임통합에서 활용되었고 신체움직임과 교육내용은 내용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 경우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학습을 즐겁게 할 . 
수 있는 도구 수단 기제 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 ‘ ’, ‘ ’ .

대근육을� 사용하면서� 학습개념을 깨우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구요( )� . 중략 수학적� 개념을�� ( )�
몸으로� 체득한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개념과� 움직임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
으니까 그런데� 이제� 움직이며� 생각한다는게� 생각을� 움직임이 움직임이� 생각의� 사고를� 방.� ,�
해하는거� 아니냐� 라는� 우려는� 저는� 별로� 하지� 않아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강당에서� 하는� 대근육을� 사용한� 운동�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즐
거움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학습의� 지루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의� 개념.� ?� ...

정목성 심층면담( ,� )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 방법은 교육내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아 통합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할 때 활동
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학생들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다. 승패구조가 있는 
놀이 및 게임 형태의 움직임통합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높은 흥미와 
수업참여도를 보였으나 경쟁이 과열되어 학습내용요소에 관심을 잃기도 했
다 이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교육목표에 한 교육적 난점과 같은 맥락을 . 
가진다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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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어려움도 승패구조가 있는 움직임통합 방법에 어느 정도 기인했다. 
교사들은 승패에 과하게 몰입하는 한두 학생만 있어도 수업 진행이 끊기
고 재미에서 의미로 주의를 전환하기가 어려워짐을 느꼈다 홍우주 교, . 
사는 게임에서 졌을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이 수업분위기를 저
해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웠고 경쟁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 계획에 , 
많은 고민을 쏟아야 했다.

부작용은� 어떤� 교실� 놀이� 같은� 걸로� 하면� 계속� 그것만� 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가끔은�.�
경계해야하는� 것은 어떤� 승패구조를� 없애야 경쟁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서� 놀이에서�� .�
조차� 아이들이� 자꾸� 경쟁을� 하려는� 거. 그게� 단점이죠� .

주혜성 심층면담( ,� )

물론� 하다� 보면� 경쟁이� 과해지다보니까� 이게� 상황� 통제가� 잘� 안되거나� 또� 이기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긴� 해요. 경쟁요소가� 게임에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넣�
기는� 넣는데� 너무� 과하게�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가� 디자인하면서� 할� 수� 있는�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목성 심층면담( ,� )

도구와 수단으로써 신체움직임은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  
나 종종 매끄러운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교육내용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업진행의 난이도가 높았다 반면. , 체화학습 관점
의 움직임통합은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의 유의미한 통합 방법을 추구했
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학습하는 교육방법으로서 신체움직. 
임이 교육내용과 의미 있는 관련을 가질 때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하, , 
나가 되어 학생에게 체화되었다 이처럼 신체움직임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위해 교사들은 체화적 움직임통합을 계획해야했다 하지만 유의미. , 
한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 신체움직임의 종류와 통합 방식
이 달라져야 했다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는 만능 틀이 없을 뿐만 아니라 . 
교사들이 교육내용에 한 감각운동적 정서적 상호주관적 경험을 예상하, , 
고 수업을 계획해야하기 때문에 통합 계획의 단계에 난이도가 있었다.

그게� 만약� 그냥� 체육수업이었다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목적을� 동기로서� 수학문
제의� 답을� 찾는� 걸�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수학� 수업이었다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 움직인다는�
것과� 그� 수업에서의� 목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 그런� 거� 생각하면서�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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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저는� 이제� 기하는�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사지를� 이용해서�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산수,� ,�
연산은� 리듬� 치기로� 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줬을� 때� 아이들이� 에� 뛰어� 세는� 그� 리듬,� ,� 3 .�
결국� 수학적� 사고로� 연결되는� 움직임을� 사용하려고� 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이 구성하는 교육적 경험과 지식이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학습경험이 되도록 유추하여 학
습자를 안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화적 움직임통합은 학생들이 . , 
신체움직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학습개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과 유
의미하게 관계 짓는다는 점에서 수업 진행 단계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어
려움은 적었다 하지만 체화적 학습을 위한 움직임통합 수업을 준비할 때 . , 
느끼는 통합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이는 종종 . 체화된 인지 개념에 대한 교
사의 이해 부족에 기인했다 몇몇 교사들은 체화된 인지 형성에 영향을 끼. 
치는 경험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체화적 움직임통합의 잠재성이 있는 넓은 
범위의 활동들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심지어 교사들은 자신이 계획한 움. 
직임통합 수업이 체화된 인지를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간과하
였다 송해왕 교사는 학습내용을 그린 연극 및 역할극에 참여한 학생들. 
의 신체움직임을 학습내용 이해 및 성찰과 별개로 파악하며 과소평가했
다 연극에서의 신체활동 이후 질의응답을 통한 사고과정을 통해서만 학. 
습경험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심신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신수성 교사는 가상으로 설정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 
정서적이고 상호주관적인 경험이 체화된 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신 재현을 통한 감각운동적 경험만이 학습개념을 . , 
정확히 변하여 움직임에 근거한 인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체. 
화된 인지 개념과 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경험의 종류를 제
한적으로 알고 있을 때 체화적 움직임통합을 계획하는 일도 훨씬 어려워
졌다 신체움직임이 가지는 교육적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 
업을 진행하면서도 더 깊고 유의미한 경험으로 학생들을 안내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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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대사를� 통해� 무언가가� 쌓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업� 시간� 내가� 좋았던� 기억� ,�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비도� 되어봤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양반이� 되어서�.�
노비를� 대해보다가� 그런� 경험들인데� 놀이적� 측면에서� 아이들과� 했던� 거지� 그걸� 통해서� 과
거� 노비들의� 힘든� 생활을� 경험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수업� 때� 활동할� 때� 보면� 그런� 부분�
으로� 기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략.� ( )�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할� 때 이런� 상�
황에서� 어떻게� 했지 예측해보고� 내가� 그� 상황을� 떠올려보고� 오늘날의� 상황은� 예전과� 비?�
슷할까� 까지� 나오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송해왕 심층면담( ,� )

직접적으로� 과거를� 재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많겠죠.� 사실은� 공을�
차는� 행위랑�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거랑� 약간� 강제로� 연결됐�
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과거의� 물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금속활자를� 애들이� 직접� 만들어본다 청동검을� 만들어본다 그거는� 뭔가� 조금�,� .� .� 더� 직
접적인�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수성 심층면담( ,� )

교육평가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학습결과    4) : 

움직임통합 수업은 학습과정이 신체활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과정중심  
평가가 용이하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참여모습을 관찰하여 학습이해도와 . 
성취도를 파악하고 평가 및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건강증진 관점. , 
의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학습참여와 단순 이해 여부를 단편적으로 확인
하기 때문에 과정중심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때문에 학습결과를 이. , 
후에 평가하는 결과중심평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에 반해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학생이 구성한 인지구조를 신체
활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중심평가의 질이 높다 체화. 
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건강증진을 위한 움직임통합의 평가적 난점을 개
선하고 움직임통합 수업이 가지는 과정중심평가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학습도 과정중심으로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몸과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체화된 인지는 . 
암묵적인 지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어렵다 움. 
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이 형성하는 지식은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지식으
로 명제화될 수 없는 개인의 실존적 의미에 가깝다 교사가 학생의 신체움. 
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실제라기보다 최 한 비슷하게 유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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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조일 뿐이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 수업에 참여하며 얻은 몸에 뿌리. 
내린 지식은 기존의 평가체계로 파악되기 힘들다 명제적 지식을 알고 있. 
는지 학습결과 또는 과정을 통해 평가하는 교육관행은 체화적 움직임통합
의 학습결과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평가와 관련한 교육. 
적 난점은 애초에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는 체화된 인지의 성격과 명
제적 지식을 평가하는 현행 평가체계의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체화학습 관점이 가지는 인식론과 존재론적 철학에 기반한 새, 
로운 평가체계로의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난점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 , , 
평가의 영역에 걸쳐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확
인되었다 교사들이 마주하는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어려움은 건강증진과 . 
체화학습의 두 관점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가지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 
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각 관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각 관점이 가지는 교육적 난점과 이를 상호보완 . 
하는 관계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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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난점< 17>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장점과 교육적 난점 모두 움직임통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 
라 신체움직임의 종류와 통합 방식이 결정되고 교육적 결과물을 해석하는 
측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의 관계. 
는 움직임통합에 한 교사들의 교육적 관점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교사가 가진 움직임통합에 한 교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 , 
움직임통합 수업의 발전 단계와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건강증진 관점 움직임통합 체화학습 관점 움직임통합

교육목표
재미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교육
목적의 전도

신체활동과 학습의 목적을 → 
일치시켜 재미와 의미를 함께 추
구 

교육내용
체화적 통합이 어려운 학습→ 

내용요소를 건강증진 관점으로 
통합

유의미한 움직임통합이 어려운 
학습내용요소 교육환경 조성→ 
으로 체화학습의 방법 다양화

교육방법

체화적 움직임통합 수업 계획의 
어려움 체화된 인지 개념에 → 

한 교사의 이해 증진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인한 수업
진행의 어려움

승패구조가 명확한 게임과 → 
놀이활동 감소

교육평가

학습참여도와 단순한 이해 여부
만 확인 가능 결과중심평가 의존, 

인지구조를 함의한 신체움직→ 
임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강화

명제적 지식의 평가체계로 파악
하기 어려운 암묵적 학습결과 

새로운 평가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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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움직임통합 발달 모형[ 53] 

교사들이 가진 교육적 관점은 움직임통합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 수업  
에서 신체움직임을 활용하는 방식과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를 구성하게 된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을 운영하는 교육적 관점에 있. 
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다 건강증진 관점을 가진 교사 체화학습 . , 
관점을 가진 교사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관점을 모두 가진 교사가 있었다, .

먼저  , 단일관점통합 단계에 있는 교사들은 건강증진 또는 체화학습 중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한다 때문에 단일관. , 
점통합 단계의 교사들은 각 관점이 지닌 교육적 난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일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움직임통합 수업의 활용도와 다, 
양성은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 단일관점보완통합 단계에 있는 교 
사들은 두 관점을 모두 인지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수업에 활용했다 교수학. 
습내용에 따라 적절한 관점을 선택해 움직임통합을 하고 각 관점이 가지
는 교육적 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유연하고 다양한 신체움직임 통합. 
이 이루어졌다 단일관점보완통합 단계는 두 관점이 물리적으로 혼합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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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각자의 성격을 유지하며 서로를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 융합관점통합
은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한 수
업에 함께 녹이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신체활동의 효과뿐. , 
만 아니라 체화된 인지에 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움직임통
합의 교육적 의미를 확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관점보완· . 
통합 상태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체화학습 관점의 교육적 난점은 체화된 
인지에 한 이해와 교육방법에 한 탐색을 통해 융합관점통합 단계에서 
극복 가능하다 두 관점 특히 보다 생소한 체화된 인지에 한 교사들의 . , 
명확한 인식 및 지식은 직관적 수준에 머물렀던 단일관점통합 및 단일관
점보완통합 단계와 차별화되는 융합관점통합의 특징이다.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관점의 융합은 화합적 혼합이며 각자의 특성이 융  
화되어 새로운 움직임통합의 관점을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두 관점이 . 
융합된 새로운 관점을 가진 교사는 건강증진을 위한 움직임통합 활동 속
에서 체화학습을 이끌어내고 학생의 움직임을 체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 또는 체화적 움직임통합 활동에서 신체활동량을 적. , 
절하게 증가시키고 그 효과를 극 화하는 방법을 조화롭게 활용하게 된다. 
융합관점통합은 학생을 심신일원론적인 실존주체로 바라보고 교육내용에 
의미 있는 신체적 참여를 통해 생리적 관점에서 신체의 교육 교육적 관점, 
에서 체화학습을 제공하여 삶에 한 인식과 가치를 확장하는 전인적 도
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초등수업에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은 통합방식 통합요인 통합효과를 설  , , 
명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종합할 수 있다 먼저 움직임통합 수업을 . , 
분석하여 신체움직임과 학습내용요소의 관계와 신체움직임의 자율성을 바
탕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위치시킨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이 통합방식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교사의 움직임통합 실천을 촉진 방해 지원하는 교사 . , , , 
내적 요인과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외적 요인을 나타낸 움직임통합 프레임
워크는 통합요인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관점의 채. , 
택에 따라 경험하는 교육적 장점과 난점의 극복 과정을 제시한 움직임통
합 발달모형은 통합효과를 설명한다 움직임통합 수업이 단일관점통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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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관점보완통합으로 단일관점보완통합에서 융합관점통합으로 발달하기 , 
위해 교사를 둘러싼 사회생태적인 여건이 유기적으로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움직임통합스타일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하나. 
의 도식으로 종합해 표현하면 초등 움직임통합 수업의 생태를 조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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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등 움직임통합 수업의 생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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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4.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수업에 신체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되  
며 초등교사가 움직임통합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움직임통합 수업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에서 .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3 .

  가 움직임통합의 신체활동량 및 체육교육과의 관계. 

움직임통합에 활용되는 신체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신체활  . 
동과 신체움직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건강증진. 
과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신체움직임 이라는 “ ”
용어로 신체활동을 정의했다 이는 . “체력과 운동능력 신장을 위한 중 고강·
도 신체활동은 물론이며 걷기 뛰기 손뼉 치기 등의 기본움직임과 신체의 , ,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경험활동까지 아우른, , 
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의 강도 빈도 시간 .” , , 
등의 세부사항에 초점을 가지는데 반해 체화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
통합은 학습내용과 관련한 신체활동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때문에 두 . , 
관점을 포괄하는 움직임통합의 신체활동은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을 통합하여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수업기법으로써   
교육적 맥락에서 탐색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교육적 관점에서 
움직임통합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신체활동이 학습내용과 통합되는 . 
관계와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해 가지는 자율성을 근거로 움직임통합스타
일사분면을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내용 학생 교사 간의 신체활. , , , 
동을 매개로한 교수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움직임통합의 여러 유형별 특
징을 파악하였다 자연스럽게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관점을 이루는 체화학. 
습의 국면이 발견되었고 신체움직임의 교육적 가치는 설득력을 가지게 되
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증진 관점에서 추구하는 신체활동량은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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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확보되었으며 어떻게 신체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움직임통합은 최초에 공공보건의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좌식생활 시간   
감소와 신체활동량 증가를 위해 제기되었다 인지(Webster et al., 2015). 
기능에 한 신체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뇌 과학 분야의 연구는 움
직임통합의 학습적 효과를 뒷받침했다(Ratey & Hagerman, 2008;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학생들이 신체Rosenbaum et al., 2006). 
활동을 높은 강도로 자주 오랫동안 참여했을 때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 , 
다 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지기능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 , 
정 수준 이상의 신체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신. 
체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며 학습활동과 혼재되어 개별적으로 상이하게 나, , 
타나기 때문에 신체활동의 강도 빈도 시간을 양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 , 
다 움직임통합을 통해 과연 얼마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 

한 비판의 여지가 남는 것이다 움직임통합이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한다 하더라도 체육교육의 필요성 감소와 시수 감축에 
한 염려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움직임통합에서의 신체활동의 의미를 건. 
강증진 관점의 맥락과 체육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움직임통합의 상이 되는 광범위한 신체활동의 종류는 신체활동의 너  
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체화학습에서 초점을 두는 신체. , 
활동이 학습내용과 가지는 통합관계는 신체활동의 깊이 개념으로 건강증, 
진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체활동 참여정도 즉 신체활동량은 높이 개, 
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신체활동량은 신체활동의 종류나 움직임통합스타. 
일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특정 신체활동이나 유형이 신
체활동량을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신 신체활동의 강도 빈도 시. , , , 
간에 한 교사의 의도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의 신체활
동량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균형잡기 라는 낮은 강도의 신체활동도 여러 . , ‘ ’
번 통합하면 신체활동량을 높일 수 있고 달리기 라는 높은 강도의 신체, ‘ ’
활동도 일회적으로 통합하면 신체활동량이 많이 증가시키지 못한다 또한. , 
건강증진 관점에 가까운 율동형 전환형 놀이형 스포츠형 숙달형 움직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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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뿐만 아니라 체화학습 관점의 체험형 형태화형 드라마형 감각형, , , , 
표현형 움직임통합도 수업 설계에 따라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질 수 있다.

그림 신체활동의 종류 너비 와 양 높이 과 질 깊이[ 55] ( ) ( ) ( )

여러 종류의 신체활동이 제공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양적 측면을 고려  
하여 이를 촉진한다면 움직임통합의 신체적 효과를 의심하는 부정적인 시
각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움직임통합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활동. 
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적인 좌식 수업과 비교하여 분명히 신
체활동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신체활동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 
고 그 양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움직임통. 
합 수업만으로 학생들에게 권장되는 하루 신체활동량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움직임통합. 
은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여러 방
법 중 한 가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절 적인 하루 신체활동량을 채우기 . 
위해 모든 수업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할 필요도 없고 항상 높은 신체활동, 
량을 고집할 이유도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움직임통합의 신체활동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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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학생을 고려하여 선택되고 신체활동량과 학습내용과의 관계를 적절
히 설정하여 수업에 조화롭게 녹아들 수 있다.

다음으로 움직임통합의 신체활동이 체육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 
수 있을지 살펴봄으로써 움직임통합과 체육교육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기본생활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인 반면 체. 
육교과는 신체활동에 한 지식과 기능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움직임통합은 학교 체육교과를 체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아니다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에서 추구하는 신체(Webster et al., 2015). 
활동량 증가가 체육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움직
임통합과 체육교육의 독자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움직임통합 수업과 체육. 
수업은 각각 다른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고 두 수업의 공통분모로써 신체
활동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임통합과 체육. 
교육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움직임통합에 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호혜
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을 실현하는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에의 입문을 목표로 한다 최의창 이를 ( , 2010). 
위해 학생들은 운동을 잘 하도록 배우는 직접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운동, 
을 잘 알도록 배우는 간접체험활동에 참여한다 간접체험활동은 스포츠를 . 
내용으로 하는 인문적 지식을 읽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보고 들으며 , , , , , 
스포츠의 정신과 안목을 체험해보도록 돕는다 타교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 
활동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신체활동으로 느끼지 못한 스포츠 안의 도적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움직임통합은 그 반 의 흐름을 갖는. 
다 체육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체활동을 타교과 학습에 활용하여 . 
신체활동에 동반하는 신경생리학적 효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내용을 , 
체화하여 살아있는 앎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육. , 
은 신체활동이 모든 교육 맥락에 녹아들어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교육적으
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내며 움직임
통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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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간접체험학습과 움직임통합[ 56] 

역으로 초등교육현장에서 움직임통합은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작점  , 
이 될 수 있다 많은 초등교사들이 체육수업에는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 
을 느끼는데 반해 움직임통합에 해서는 유능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 
구에 참여한 핵심교사들은 명을 제외하고 체육교육에 한 전문성이 특2
별히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통합하는 신체활동을 보다 편
안하게 여기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교과 수업에서 신체활동을 활. 
용하며 경험한 성공 사례는 신체활동의 교육에 한 자신감과 체육수업전
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움직임통합의 체화. , 
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체육교육에서의 체화와 움직임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전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움직임통. 
합 수업과 체육수업의 경험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호혜적 관계
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움직임통합에서의 신체활동은 너비 높이 깊이를 가지는   , , , 
입체적 개념으로 일반교과 수업에서 건강증진과 체화학습을 모두 성취하는 
잠재성을 가진다 체육교과에서 주된 목적과 수단이 되는 신체활동은 움직. 
임통합에서 또 다른 의미의 목적 체화학습 관점 과 수단 건강증진 관점 이 ( ) ( )
되어 활용된다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에 한 전문적 지식체계를 제시하여 . 
움직임통합을 지원하고 움직임통합은 학생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교사의 , 
신체활동 교육에 한 자신감을 높여 체육교육을 촉진하며 호혜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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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움직임통합의 두 관점에 대한 교사인식의 중요성  . 

움직임통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핵심요인은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있  
음을 확인했다 교사의 행위주체성은 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성취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교육철학이라는 내적 요인이 자리
하고 있다 움직임통합에 한 가치지향은 크게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 
관점으로 나뉘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움직임통합 수업이 다양. 
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움직임통합에 한 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교육현장에 움직임통합은 아직 소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초등교사  
들은 각자의 교육철학을 토 로 신체활동을 수업에 통합하고 있었다 교사. 
들이 움직임통합을 하는 여러 의도들을 분석하면 결국 건강증진 또는 체
화학습의 목적으로 수렴하였으나 교사 스스로 두 관점에 한 명확한 이
해와 인식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신체움직임을 통합하는 뚜. 
렷한 교육적 의도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피상적 수준의 움
직임통합 수업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초등교사들이 움직임통합을 하는 가. 
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학습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었다 재미있는 수업에 초점을 둔 경우 교사들은 그 이상의 교육. 
적 의미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기 어려웠다 전통적 교과 수업에 부재한 신. 
체활동을 수업에 통합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었
으나 신체움직임의 표층적인 부분만으로 만족하고 심층적 의미를 담지 못
했고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효과는 제 로 발휘될 수 없었다 두 가지 관점. 
에 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에 한 이야기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건강증진 관점에서 교사들은 뇌 과학적 관점의 학습효과에   , 
긍정적이었으나 신체적 효과에 한 인식은 비교적 부족하였다 신체활동. 
이 집중력을 강화하고 인지기능을 촉진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믿음은 
상식처럼 확산되어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의도적으로 간편한 신체활동을 . 
수업 전후에 개별적으로 통합하거나 학습상황에 간접적으로 기본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합했다 반면 일반 교과수업에 통합한 신체활동으로 학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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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식은 부족했다 체육교육에 . 
관심을 가지고 건강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교사 일부를 제외하면 움직임
통합을 통한 신체적 건강 증진은 수업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교사들은 체육수업에서 일어날 법한 높은 강도. 
의 신체활동량을 일반 교과수업에 녹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중고강도 , 
신체활동이 교과학습을 방해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를 경험하며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과 . , -19
비만 증가에 한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초등교사의 건강교육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움직임통합의 건강증진 관점은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어 . 
교과수업에 활용되는 신체활동의 신체적 효과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교사들은 체화학습 관점을 직관적으로 추구하여 움직임통합    , 
수업에 활용하였으나 체화된 인지에 한 개념적 이해는 부족했다 교사들. 
은 체화 를 체득 체감 몸으로 익히고 아는 지식 경험에서 오는 지식 등 ‘ ’ , , ,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했다 신체움직임으로 학습지식을 체험하고 몸에 기. 
반한 생생한 앎을 효과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체화에  . 

해 알지 못하더라도 교사들의 움직임통합에 한 교육적 접근은 체화된 
인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의 교사는 체화. , 
된 인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나 들어보았더라도 개념에 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다.

연구자 인지가� 뇌와�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있:�
는데� 들어보셨나요?

김태양 아니요 그�:� .� 용어� 자체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새로운� 용어이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딱� 그� 단어만� 들었을� 때�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
던� 거� 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양 심층면담( ,� )

연구자 혹시� 체화된� 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신수성 체화된� 인지라는� 말은� 그냥� 주어들었어요:� .� 체화된� 인지는� 약간� 제가� 하는� 것과� 조

금� 뭔가�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에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누군가� 이야기�
를� 했는데� 꽤� 똑똑한� 선생님이� 저랑� 차� 마시면서� 한� 이야긴데� 제가� 잘� 모르겠어
요.

신수성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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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핵심교사와 일반교사 집단 모두 체화된 인지 개념에   
한 설명을 들은 후 적극적으로 동의하였고 수업에 반영하고 싶다는 긍, 

정적 반응을 보였다 체화된 인지는 지금껏 교사들이 경험적으로 믿어왔던 . 
신체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는 개념이 되어 수업 이면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해온 암묵적 학습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체화된 인지에 한 교사의 . 
인식은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유능하게 설계하고 학생의 움직임, 
을 통해 인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
이다.

움직임통합의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철학  
에 반영함으로써 교사는 신체활동의 재미라는 표면적 차원을 넘어 신체활
동의 교육이라는 내면적 차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관점의 핵심개념에 . 

한 명료한 교사인식은 교육철학으로 심화되어 움직임통합을 꾸준히 안, 
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이 된다 또한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 , 
관점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에게 신체활동을 수
업에 통합할 설득력 있는 근거와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움직임. , 
통합에 한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두 관점을 한 수업에 함께 
녹이는 융합관점통합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다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움직임통합 교육으로  . 

포괄적 학교 체육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움직임통합은   (CSPAP)
교과수업에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발상과 함께 몸에 기초한 
체화적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움직임통합으로 길. 
러내는 학생은 단지 신체가 건강한 학생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학습에 최. 
적화된 생리적 상태를 갖춘 후 배우는 상이 신체와의 의미 있는 움직임
을 통해 몸에 지식화 기능화 태도화 된 학생을 길러낸다 움직임통합으, , . 
로 길러내는 학생의 모습에 해 알아봄으로써 움직임통합의 의미와 가능
성을 확장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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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통합을 통해 길러낼 수 있는 학습자의 모습은 학습지식이 학습자  
의 몸 위에서 하나가 되어 실존하는 양상을 띤다 흔히 전인의 모습을 설. 
명할 때 우리는 지 덕 체를 떠올린다 최의창과 전세명 은 전인을 , , . (2011)
지덕체가 역동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지덕체가 구분이 없이 융합된 상태는 전인의 심신일원론적 성격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심신일원론적 학습자는 신체움직임을 통해 학습내용과 . 
전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에 . , 
한 지식 태도 기능을 온전하게 학습자의 마음 몸에 일체화하는 교육인 , , -
것이다 이러한 전인적 방식의 교육은 학습내용에 한 지식 기능 태도. , , 
의 목표를 따로 설정하고 세 영역을 골고루 성취하도록 하는 결과론적 전
인교육과 차이가 있다 움직임통합은 학습자를 이루는 지 덕 체의 총체. , , 
적 측면이 학습내용의 지식 태도 기능과 전인적 관계를 이루어 하나가 , , 
되는 교육을 실현한다 그 결과 학생은 더 이상 학습내용과 유리될 수 없. , 
으며 학습내용과 유의미한 체화적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인식세계로 입
문하게 된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은 전인적 교육의 과정으로 지덕체가 온. 
전한 인간을 길러내는 전인교육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과의 가치가 우선인가 학생의 발달이 우선인가 교육철학의 양  산  , ? 
맥과 같은 두 가치에 한 논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는 교육. Klafki
내용과 학습능력에 각각 초점을 두는 교육접근의 안으로 범주 빌둥을 
제시하여 학습자 삶과 관련이 있고 확장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교과와 
학생을 함께 강조했다. 은 움직임통합이 교Madsen & Aggerholm(2020)
육내용과 신체적 움직임이 융합되어 학습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에 영
향을 주는 교육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신체활동에 의한 체화된 지식의 학습. 
이 그 지식의 문화적 배경과 실천전통으로 학생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신. 
체움직임을 통한 지각과 감각경험은 새로운 지식세계와의 만남을 주관하는 
실존적 주체의 학습과정이다 그러므로 움직임통합은 객관적 진리에 앞서  . 
학습자의 주관적 실존을 발견하는 실존주의 교육의 의미를 가진다.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은 움직임통합의 전인교육과 실존주의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은 체덕지가 조화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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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적 토 가 된다 건강한 몸과 정신은 .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상태
를 만든다 이렇게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신체적으로 활성화된 학. 
습자의 실존 상태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체화학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후 신체움직임을 통한 학습내용에 한 체화적 경험으로부터 학생들은 자
신의 삶에 근거해 의미 있는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이는 신체움직임을 동. 
반한 학습내용에 한 감각운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상호주관적 경험을 통, , 
한 학습내용과 실존적 자아의 전인적 통합 과정이다.

움직임통합은 학생을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능동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전인적 실존주체로 길러낸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 관점과 체화학습 관점을 . 
모두 활용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이상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 
든 학생을 상으로 하는 것처럼 움직임통합의 교육실천도 어떤 학교급의 
어떤 학년이든 성별이 어떻고 타고난 능력과 희망하는 진로가 어떻든 간, 
에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지향되는 교육이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 관. , 
점의 움직임통합스타일과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스타일은 저학년 고, 
학년을 가려 양자택일로 선택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두 관점. 
은 학년을 넘어 학교급을 초월해 채택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즉 움직임, . , 
통합은 단순한 교육기법이 아니며 학습자와 학습에 한 철학을 담은 교
육관이자 교육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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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Ⅴ

1. 결론

본 연구는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효과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현  
장에 적용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에 . 
연구의 목적은 움직임통합에 한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양식을 탐색
함으로써 움직임통합이 초등수업에 가지는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고 
학생의 몸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 
연구문제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교사들은 수업에서 신체움직임. , 
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들의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 , , 
방해 지원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움직임통, ? , 
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은 무엇인가 움직임통합에 한 초등교사들? 
의 인식과 실천을 탐색한 후 도출한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수업에 활용되는 움직임통합은 가지 스타일로 제시되었고 , 10
신체움직임의 특징과 학습내용과의 관계를 통해 교수적 특징을 분석하였
다. 교육내용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을 활용해 교육주 , , Didaktik triangle
체 간 상호관계를 탐색하며 움직임통합 실천의 교육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체화학습을 목적으, 
로 하는 관점을 포괄하는 움직임통합 실천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두 .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서로 다른 배경학문과 통합목표에서 비롯된 차이점을 
보였는데 신체활동의 자율성과 신체활동과 학습내용의 통합관계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열 가지 움직임통합스타일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율동형 움직  . 
임통합은 교과수업에 스트레칭 리듬치기 안무 등의 신체활동을 통합시키, , 
는 유형으로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 학생이 정해진 신체동작을 일제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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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는 특징이 강하다 주의환기 집중력 강화 즐거움 협동심을 높여 학. , , , 
습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환형 움직임통합은 수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 
신체움직임이 통합되는 유형으로 학생중심수업 활동 시작과 마무리의 신, 
체활동 루틴 동선변형이 표적이다 수업활동의 전환에 따라 우연적으로 , . 
통합되거나 효율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동선을 줄이거나 늘리는 의도가 반, 
영되어 사용되었다 스포츠형 움직임통합은 체력운동 운동기능 스포츠 게. , , 
임을 통합해 교과내용요소를 학습하는 유형으로 중고강도 신체활동 빈도가 
높았다 상과 벌로서 신체활동과 체육통합수업이 있었고 교사는 규칙을 변. 
형하고 학생은 운동기능을 발휘하며 신체활동량 증가 학습동기 부여 개, , 
념의 반복학습 학습기억력 강화를 이루어내고자 했다 놀이형 움직임통합, . 
은 학습놀이와 학급경영놀이에 수반되는 신체움직임이 교과학습 내에 통합
된 유형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도 흥미 유 감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 . 
스포츠형과 유사하게 교사는 의도한 교과학습내용이나 창의인성요소를 놀
이에 녹여 학생에게 제시했다 숙달형 움직임통합은 반복적인 암기나 연산 . 
등의 기본 학습기능을 신체움직임과 함께 연습하여 숙련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교사의 지시에 학생은 몸으로 반응하며 학습기능과 운동감각을 . 
지속적으로 연결했다 체험형 움직임통합은 학습내용을 몸소 겪을 수 있는 . 
신체움직임을 수업에 통합하기 위해 재현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가상현, , 
실 학습을 구현한다 교과내용과 신체움직임이 동일한 값을 가졌고 실제와 . 
비슷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학생들은 생생하게 역할을 수행했다 형태화형 . 
움직임통합은 신체 신체움직임 인공물로 모양과 형태화될 수 있는 학습, , 
개념을 표현한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학습내용을 구체화하며 학습했다. . 
드라마형 움직임통합은 복합양식을 사용해 학습내용의 의미를 극으로 나타
내는 유형으로 과정에 초점을 두는 드라마적 접근과 완성도에 초점을 두
는 씨어터적 접근이 있었다 감각형 움직임통합은 경험의 감각적 측면에 . 
주의를 기울여 교과학습내용을 감각운동적으로 이해하는 유형으로 모형조
작 양감체험 오감활용 감각실험 감각비유활동이 있었다 표현형 움직임, , , , . 
통합은 학습내용의 특징이나 주관적 느낌을 자유로운 신체움직임으로 표현
하는 유형으로 상호주관적 이해를 나타내는 주제표현과 감정을 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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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표현이 있었다.
움직임통합스타일의 특징은 두 가지 체계를 통해 설명되었다 첫 번째로   . 

내용요소 신체움직임 통합관계 스펙트럼은 학습내용요소와 신체움직임의 -
관계에 근거해 낮은 관련성부터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통합까지 우연적 
통합 개별적 통합 간접적 통합 직접적 통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 , , . 
움직임통합 신체움직임 스펙트럼은 학생이 신체움직임에 해 가지는 자율
성에 따라 한정된 움직임부터 다양한 움직임까지 모방움직임 동반움직임, , 
기본움직임 개방움직임 자유움직임으로 구성되었다 각 스펙트럼을 축, , . y
과 축으로 하여 제시한 움직임통합스타일사분면은 움직임통합에 한 교x
사의 구체적 의도와 이를 성취하는 학생의 신체움직임 참여방식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움직임통합스타일을 사분면에 위치시켰을 때 건강증진 . 
관점에 가까운 율동형 전환형 스포츠형 놀이형 숙달형은 제 사분면을 , , , , 3
중심으로 분포하며 신체활동에 초점을 두는 건강증진 관점을 형성했다 체. 
험형 형태화형 드라마형 감각형 표현형은 제 사분면을 중심으로 분포, , , , 1
하며 학습내용에 초점을 두는 체화학습 관점을 이루었다 신체움직임의 자. 
율성과 학습내용과의 관련성이 높은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에서 교육
내용 학생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견되었다, , .

초등수업에서 여러 종류의 신체움직임이 다양한 교육적 의도에 따라 모  
든 교과와 교수학습단계에 걸쳐 빈번히 통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간접적 통합을 많이 하는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전 교과에 만. 
능 틀로 적용하기 쉬워 활용도가 높았고 직접적 통합을 주로 하는 체화학, 
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은 몸에 기반한 효과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초등교사들의 움직임통합 실천을 촉진하는 요인 방해하는 요인, , , 
지원하는 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초등교사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
이다 교사 개인 내 개인 간 제도 지역사회 및 정책 수준에서 움직임통. , , , 
합을 실천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움직임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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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움직임통합을 촉진하는 교사 내적 요인에는 교사의 성향 경험  , , , 
철학 정서가 작용하였다 활동적인 성격 선호하는 교수법 등의 개인적 , . , 
성향과 움직임에 한 긍정적인 과거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
체움직임을 통합하는 교육철학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경험중심 교육. 
과정관 발도르프 교육 뇌 과학 미래역량 정의적 발달 등 다양한 철학에 , , , , 
따라 움직임통합을 하며 교사는 행복 만족 성취 등의 정서를 느끼고 움, , 
직임통합을 이어나갔다 개인 간 촉진요인은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 , ,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 초등학습자의 발달특성 수업에 . , 
한 학생의 반응 동료교사와의 협력 학부모의 지지를 통해 교사는 움직임, , 
통합 수업의 자료 지식 기술 자신감을 길러나갔다 제도적 촉진요인에는 , , , . 
넓은 실내 공간과 교수학습 자료 등의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유연하고 혁
신적인 학교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및 정책적 촉진 . 
요인에는 시( )市 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었
다.

다음으로 움직임통합을 방해하는 교사 내적 요인에는 움직임통합 수업  , 
에 한 지식 부족이 중심에 자리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 
수업활동과 교구를 개발하는 등 수업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다. 
더불어 나이 듦에 따른 교사의 체력 부족과 전통적 수업에 한 관성도 , 
내적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변의 비협조적인 개인과의 상호작용은 개. 
인 간 방해요인이 되었다 부적응 및 반항 행동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부. , 
정적 반응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산만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교사를 , 
지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도에 무관심하거나 눈치를 주는 동료교사와 교. 
육적 공감 가 부족하여 섣부르게 오해하고 간섭하는 학부모가 방해요인이 
되었다 이에 응해 교사는 신체움직임의 교육적 가치를 설득하는 노력을 . 
들여야 했다 제도적 방해요인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할 . 
수 없는 물리적 제약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교사의 의견이 존. , 
중받지 못하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풍토와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 
업무와 잦은 회의 등의 과중한 업무가 사회문화적 제약이 되었다 정책적 . 
방해요인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많은 학습량과 학습 진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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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이 작용하였다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을 해야했으나 어려움이 따랐다.

마지막으로 움직임통합을 지원하는 개인 내 요인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 
성취로 확인되었다 행위주체성은 움직임통합 아이디어를 교실수업에 주체. 
적으로 성찰 탐구 적용하는 전문적 판단으로 움직임통합 지원요인의 핵, , 
심이 되었다 이는 자질이 아니라 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통해 성취. 
될 수 있는 상태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네 가지 사회생태적 수준의 지
원을 필요로 한다 개인 내 지원요인에는 활동 중심 교사 연수 개인 간 . , 
지원요인에는 학생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성장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제도, , 
적 지원요인에는 체계적 자료 축적과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환
경 정책적 지원요인으로는 예비교사교육이 제시되었다, .

초등교사의 움직임통합을 촉진 방해 지원하는 요인을 사회생태학적 모  , , 
델에 근거해 수업 교사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와 교육정, , · · , , 
책 수준으로 종합하여 움직임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 네 가지 층위의 . 
협력적 상호작용과 지원을 바탕으로 움직임통합 수업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움직임통합 수업의 교육적 장점과 난점은 건강증진과 체화학습 관, 
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어떤 움직임통합에 대한 교육결과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교사들은 움직임통합을 하는 접근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적  
장점과 난점을 경험했다 난점을 해결하고 장점을 최 화하기 위한 움직임. 
통합 발달 단계를 제시하여 두 관점의 융합을 강조했다.

교육적 장점은 건강증진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학습적 효과와   
체화학습 관점에서 학습과정에서의 교육적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먼. 
저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장점은 신체활동량 증진 기본, , 
움직임기술 신체인지 향상의 신체적 효과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능, , 
력 향상의 인지적 효과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 , 
을 기르는 정서적 효과로 요약되었다 다음으로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 , 
통합은 체화된 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감각운동적 경험 정서적 , 
경험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지각에서 시작하는 감각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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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앎을 몸과 행위 차원에서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감각운동적 경
험 신체적 상태와 반응이 자아내는 느낌과 정서로 인지형성과 가치판단을 , 
하는 정서적 경험 모방 및 관찰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하며 교육적 만남을 경험하고 참여적 앎을 형성하는 상호주관적 경험 
속에서 학생은 세상에 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계 속에 실존하는 자
아를 실현하고 전인적 존재로 성장했다 움직임통합은 학생과 상호작용하. 
는 교사 차원에서 교수적 장점을 가졌다 교사와 학생은 각자의 인지구조. 
를 반영하는 신체움직임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상
의 인지에 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교사는 학생의 제스. , 
처 몸짓 등을 통해 학습이해도를 파악하고 개별지도에 활용했고 학생은 , , 
교사의 신체움직임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상호주관적 인지를 형성할 수 있
었다.

교육적 난점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로 나누어 파악  , , , 
했다 교사들은 움직임통합 수업이 지나치게 재미 중심으로 흘러 교육목적 . 
전도가 일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는 신체활동과 학습활동의 목적
이 일치하지 않은 건강증진 관점에서 두드러졌다 신체활동과 학습활동의 . 
목적을 일치시키고 신체움직임을 의미 있게 학습내용에 통합시키는 체화학
습 관점에서는 움직임통합이 곤란한 교육내용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교. 
육방법 측면에서 교사들은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위해 움직임통합을 계획하
는 어려움과 놀이와 게임 등 승패구조가 있는 활동에서 경쟁과열로 인한 
수업 진행의 난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체화된 지식이 주관적이고 실체. , 
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기존 명제적 지식 평가체계가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교육평가의 난점으로 드러났다 두 관점이 가진 각각의 교육적 난점. 
은 서로 상호보완하며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교사가 움직임통합에 해 취하는 관점에 따라 움직임통합의 발달 단계  
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움직임통합을 하는 단일관점. 
통합 단계에서는 교육적 난점들이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 두 관점 중 한 . 
가지를 선택해 움직임통합을 하는 단일관점보완통합 단계는 상호보완적으
로 난점을 극복한다 두 관점을 하나의 수업에 함께 녹여 움직임통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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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합관점통합 단계는 양 관점의 시너지 효과로 교육적 장점을 확 심·
화한다 이는 움직임통합의 두 갈래에 한 교사의 명확한 인식과 지식을 .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밝혀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 ,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신체활동량을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신체활동량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육교육과 호혜적 관계를 가짐을 알
아보았다 높이 너비 깊이의 의미를 가지는 신체활동의 입체적 개념을 . , , 
활용하면 건강증진과 체화학습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움직임통합. , 
의 신체활동은 체육교육의 맥락과 다른 목적과 수단이 되어 활용되므로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에 한 전문적 지식체계를 제시하여 움직임통합을 지
원하고 움직임통합은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초등교사의 신체활동 교육에 , 

한 자신감을 높이는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 , 
교사가 움직임통합의 두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철학에 반영함으
로써 움직임통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미라는 표층적 목적을 넘어 신체활동 및 체화적 교육이라는 심층
적 목적을 보는 안목을 기름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움직임통합은 전인적 . , 
교육과정과 실존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을 전인적 실존주체로 길러내는 교
육원리이다 그러므로 학교급 학년 교과를 가리지 않고 건강증진과 체화. , , 
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현재 초등수업에 분산되어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에 한 활동  
사례들을 한데 모아 움직임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
력했다 이는 교육장면의 배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신체움직임을 . 
정면에 내세워 바라봄으로써 신체움직임의 교육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움직임통합에 한 논의가 체육교육. 
과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타 교과교육과 중등교육으로까지 확 되고 
그에 따라 움직임통합이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교육양식으로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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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 

  첫째 움직임통합을 초등학교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신설하여 명시함으로, 
써 움직임통합에 대한 초등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을 고양하고 이
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 사례를 살펴 
보면 미국은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움직임통합을 장려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학교에서 분 이상의 의무적인 신체활동을 정책 문서로 , 45
권고함으로 움직임통합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공식적으로 소개된 움직임통. 
합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한 학문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교육실천은 정책 수준에서 제안됨으로써 . 
교사들이 그 정책을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 ,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을 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현장은 . ,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교육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움직
임통합을 반영한다면 현장실천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움직임통합에 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교  
육의 중요성에 한 사회적 공감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움직. 
임통합의 건강증진 관점은 움직임통합의 정책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적절하다 신체활동량 증가와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효과는 교육주체. , 
들에게 움직임통합에 한 명료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더해 체화. , 
학습 관점은 움직임통합을 교육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요소가 되어 교사로 
하여금 교육실천에 한 합리적인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둘째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움직임통합 수업 설계에 , 
필요한 교사 개인의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여 
움직임통합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년 교사는 같은 학 
교의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사용 가능한 학습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학년 
교육과정을 꾸려나가는 존재로서 수업연구를 함께하기 가장 적격의 조건을 
가진다 동학년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해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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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 학습내용을 연구하고 움직임통합 수업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더 
많은 교과와 차시에 신체움직임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학습 자료의 공. 
유 공간 사용 계획 수립 수업성찰 협동수업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 , , 
을 활용하고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움직임통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결  
정요인이었다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는 무관심하거나 비관적인 동료교. 
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줄이고 동료교사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와 비교해서 접근성이 . , 
뛰어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교사에게 매력
적이다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는 움직임통합 수업의 성공 경험을 제공. 
하고 이를 통해 교사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또한 학. , 
교의 물리적 제약을 공동의 자원으로 극복하고 폐쇄적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는 움직임. 
통합을 개인 내 개인 간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허브가 되어 움직임통합에 , , 

한 교사 전문성 함양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움직임통합 연수의 방법 및 방향을 설정하고 ,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사전에 움직임통합 교수 학습자료를 체계적으로 축·
적해야 한다. 연수는 교사가 스스로 움직임통합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및 체화학습 관점에 한 이해를 확 하고 직접 움직
임통합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움직임통합 . 
유형과 사례를 살펴본 후 연수동료와 상의하여 직접 움직임통합 수업을 
설계하는 실습을 제공하여 주체적인 수업설계능력을 기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움직임통합 연수를 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움직임통, 
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 , , 
다양한 표현양식을 사용하고 책자 웹사이트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해 접근, 
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직접 수업에 사용되거나 움직임통합 수업을 개발.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움직임통합 수업을 공유할 수 있. , 
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고 축
적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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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에 통합되는 신체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 
필요하다.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학습내용을 통합하는 저학년 통합교 
과 수업에서 신체움직임은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저학년 학생. 
들은 운동감각적 경험을 통해 학습 상을 이해하고 활발히 세계에 한 
인식을 형성해나간다 그러므로 저학년 통합교과 수업의 신체움직임은 체. 
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으로 저학년 학. , 
생들이 참여하는 체육시간이 부족하다면 건강증진 관점의 움직임통합을 활
용하여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기본움직임기술 습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움직임통합이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통합교과의 운영구조는 타 , 
교과에서의 움직임통합 방식에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움직임통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체화적 경험을 직접 관찰하, 
고 학습과정을 현상적으로 밝힐 수 있는 실행연구가 필요하다. 신체활동으 
로 인한 집중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확인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반해 신체움직임을 동반한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탐구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움직임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의 신체움. 
직임과 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체화학습의 장면을 분석하는 
실행연구는 체화학습 관점의 움직임통합의 실제와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맥락에서 움직임통합의 교육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화, 
하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과 북유럽권의 교육철학인  
빌둥 에 근거해 움직임통합의 교육적 해석을 시도했다 현재는 ‘ (Bildung)’ . 

유럽을 중심으로 체화 관점의 움직임통합 연구가 진행되어 관련한 교육적 
접근이 생소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하. 
고 친근한 방식으로 움직임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탐구를 시
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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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is Movement Integrated

into Elementary School Classroom?

-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n movement integration -

Sanga Y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educational 
potential and value of movement integration(MI) and set up a 
foundation to center students’ bodies in education by exploring 
elementary classroom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n MI. 
The research questions are: First, how do elementary classroom 
teachers integrate body movement into classrooms?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promote, hinder, and support 
elementary classroom teachers in implementing MI? Third, what 
are the educational advantages and difficulties of MI recognized 
by elementary classroom teacher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m paradigm,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ith a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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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at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widespread use of 
MI in South Ko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12 months 
from July 2020 to June 2021 through plann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Participants in the 
study are composed of 2 groups. First, group1 consists of 53 
randomly sampled elementary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questionnaire. Second, group2 consists of 12 purposively 
sampled elementary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The selection criteria were five years or more of 
teaching experience and having experiences of implementing MI 
in clas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line open questionnaires, local documents, and 
online materials. Data analysi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Wolcott, 1994).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Also, the 
researcher complied with the research ethics and follow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regulations.
  The findings from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practice form of MI appeared in ten types: 'rhythmic-type', 
'transition-type', 'sport-type', 'play-type', 'repetition-type', 
'simulation-type', 'shape-type', 'drama-type', 'sensory-type', 
'expression-type'. The didactic triangle(Gundem, 2000) that 
consists of the irreducible three-way relationship linking teacher, 
student, and subject was used for educational analysis. By 
asking questions like “what is learned?”, “how is it taught?”, 
“why is it taught?”, and “by whom is it taught?”,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relationship 
with content knowledge were found in the latter five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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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This study built up two systems to explore various types of 
MI. One is ‘content knowledge-movement integrational 
relationship spectrum’ that includes ‘incidental integration’, 
‘individual integration’, ‘indirect integration’, and ‘direct 
integration’ from low to high intensity of integration between 
content knowledge and physical activity. Another is ‘MI body 
movement spectrum’ that includes ‘imitation movement’, 
‘accompany movement’, ‘fundamental movement’, ‘open 
movement’, and ‘free movement’ from low to high level of 
student autonomy in body movement. Each spectrum became 
the y-axis and the x-axis to form a quadrant. Distribution 
positions of ten MI styles(types) on the quadrant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they focus on physical activity or subject 
matter. The 'rhythmic-type', 'transition-type', 'sport-type', 
'play-type', 'repetition-type' that centered on promoting physical 
activity were located near third(lower-left) quadrant and 
provided a health promotion perspective of MI. On the contrary, 
the 'simulation-type', 'shape-type', 'drama-type', 'sensory-type', 
'expression-type' that focused on improving subject matter 
learning were located near first(upper-right) quadrant and 
brought an embodied learning perspective of MI.
  Second, factors that promote, hinder, and support MI in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by employing a socio-ecological 
model(McLeroy et al.,1988) from the four levels: intrapersonal ①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② ③ ④ 
community and public policy factors. The facilitators of MI were 
characterized by teacher’s characteristics, experiences, beliefs, ① 
and emotions regarding the value of physical activity, positive ② 
interaction with students and cooperation with fellow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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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ents, schools that are with a flexible and innovative ③ 
culture and provide sizeable indoor space and support for 
educational activity, and city-based education program ④ 
connected to the school curriculum. As for the barriers of MI, 

required time and effort to make up for the lack of ① 
knowledge about MI, uncooperative students, fellow teachers, ② 
and parents,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and ③ 
authoritative school climate, and difficulties of reorganizing ④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derived. Above all, the core state 
of continuing the practice of MI was confirmed as teacher 
agency tha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king professional 
decisions on MI. In the sense that teacher agency can be 
achieved when the working conditions surrounding the teacher 
are supported, support factors were also analyzed from the 
socio-ecological perspective. Support factors were proposed to 
provide activity-oriented teacher education, positive ① ② 
feedback from students and participation in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systematic MI data construction and research ③ 
environment at school,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By ④ 
synthesizing facilitators, barriers, and support factors, 
components that promote MI at the level of teachers, 
students·fellow teachers·parents, school, community and 
educational policy were drawn to organize MI framework.
  Third, the educational advantages and difficulties of MI 
recognized by elementary classroom teachers were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s they are based on either health promotion 
or embodied learning. First of all, the advantages of MI from 
health promotion perspective were presented as learning effects 
and they were closely related to changes follow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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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in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They were specified 
as physical effects of improving fundamental movement skill ① 
and body awareness, cognitive effects of enhancing ② 
concentration and memory, and emotional effects of building ③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learning. Next, the advantages of MI from embodied learning 
perspective were presented as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constitute an enactiv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matter and 
students and realize existentialism in education. They were 
specified as sensory-motor experiences that form embodied ① 
knowledge engraved on the body, affective experiences that ② 
create emotional understanding through emotional transference, 
and intersubjective experiences that include participatory ③ 
learning developed in a relationship. In addition, MI had several 
instructional advantag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individual 
education for teachers and opportunities of modeling for 
students by observing each other's body movements that reflect 
their cognition. Lastly, the educational difficulties of MI were 
analyzed in terms of educational purpose, content, method, and 
evaluation. There were difficulties in pursuing fun and ① 
meaning together to achieve learning goals, learning content ② 
that is difficult to integrate movement, difficulties in ③ 
meaningful integration with learning concepts and smooth class 
progress due to an overheated atmosphere, and learning ④ 
outcome that is hard to assess explicitly. Teachers experienced 
different educational difficulties depending on their point of 
view between health promotion and embodied learning. These 
educational difficulties were found in the ‘single perspective 
integration’ stage, which takes one perspective of MI.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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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overcome by ‘single perspective complementary 
integration’ stage, which chooses either one of two perspectives 
of MI depending on the situation. ‘Convergence perspective 
integration’, which takes both perspectives of MI, is a stage to 
expand and deepen the educational advantages of MI, requiring 
teachers’ clear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two viewpoints 
of MI.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activity integrated into 
the classroom that consists of intensity(height), type(width), and 
integration relationship(depth) is a three-dimensional concept so 
that can increase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in academic 
subjects and accomplish embodied learning. This concept 
provides physical activity of MI its independent position that can 
form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one of physical education. 
Second, it is suggested that teachers can continue to practice MI 
at an in-depth level beyond the superficial dimension of fun by 
understanding and internalizing the two perspectives of MI. 
Third, it was urged that MI, which nurtures students as holistic 
existential subjects who live actively and compose the world, 
should not be limited to elementary school classes, but should 
be understood as general educational principles that contain the 
philosophy of learners and learning.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of MI are as follows: First, MI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curriculum to raise 
awareness and suppor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econd, 
through activating a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MI classes should be designed efficiently by reducing required 
time and efforts for preparation. Third, it is essential to s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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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systematically 
accumulate MI teaching materials for successful teacher 
education. Finally,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body movements are 
integrated into the integrated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econd, a study needs to be 
conducted to observe students' embodied experiences 
participating in MI classes and reveal the learning process 
phenomenologically. Third, academic research is required to 
explore and support the education philosophical basis of MI in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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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teachers’ perception, Health promotion, Embo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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