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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Nrd ÕÉp$«M-$0)1 T-U V2$4$.$øtC$ û C$FGHG≤ x$

17$+h-$./$0)1z$Nâ-$´ÕN$ñ‘Y®md$./$0)1$$$

+hVt 17$+h-$./$0)1z$nÓ-$R5 .q Õ1XY$cÿx$ C$ C$

r�$ÿlpXY$Z—r�-$./$0)1-$+hW$mˇY$ºtmõ ,C$

&y$R=p4$S1N$17W$º;$./W$6¨md$°9W$-Aft @û

n- z$.+pV*$ú]'r�$ød$R50XYd$C$ FGHò≤x$ ¸”% ∞ûH’Iî≤ö
./$–K-$⁄Zp$)Zu$;Ó4$.$óX∂ ,&y$0)4XYJ$zC$

{�^$4$@AXY$S1p$&*u$z{�^$ft*$ÑKmìt Bf$x$

8ó´ z$./W$w$md$,&d$t©$,&e$N;$´Õ-$./e$ûFGGH≤

Lf$S1p$hfiW$´Ñm∂$V<f$.lW$Ûft*$mìt V˘/$x$

*lpV*$.+p4$./$0)1W${cftnit ñáód$S1p$C$

17W$º;$./W$6¨;$ˇyd$&V$S1p$+h-$./$0)1V2$

4$.$øtx$

Líp$+hXYd$Vñı V$p0p$./$0)1-$6˙W$Z—$$ ûFGFG≤

mìt p0p$./$0)1z$&∏ }ΩN$ñ‘Y®md$./$0)1$x$ C$

+hVt ./$0)1V$™Àm%$Ä'md$–L$&∏:$,"}Ω-$*x$

1W$S˝mR$Øftd$fÚu$zdt*$Rpm J 1Y¸$)Z$ñáC$

eJ$#bm* U-pV∂$2ÕpXY$)Zu$;Óm* R=pXY$7C$ C$

0md$°9XYJ-$àNp4$·Lu$-Amd$p0p$./$0)1-$

V<1W$(@f$&Vtx$

R’èR$,&-$0)1$µ$πÕV2$4$.$ød$./$0)1-$6˙$$

N ./$0)1e$Lf$õÜ$+hW$£‰i˜t Vu$G†XY ./$C$ x$ C$

0)1$67e$+f$¨q$bcu$,&R5$µÕ$_à ‚9$µÕ$_àC$ C$

17$µÕ$_à k‰*$)$6$Vñ-$_àV$?tpXY$Z—ˆ$?tp$C$

_àXY$ˇ3�$£‰i*´$f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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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µ+,&-$./$0)1$+,$bc$$ x$

,&R5$µÕ$_à$$$$H≤$

,&R5$µÕ-$./$0)1$67$_àz$,&-$0)$R5W$z4X$$

YJ$./$0)1W$yè$.$øt*$id$+hVt ,&-$0)R5z$x$

-$,&R5$bcy$LúpVt z$,&-$0)$¸%†ØÆ≠∞ûH’Iî≤ x$ ¸%†ØÆ≠∞

R5XY$ ,"ä®R5 ,"NlR5û”¢∞‘¶∞‘$ P∞¢+Ø¶*±¶≤C$ û”†°°§”†Ø†Æ$

ä®,.R5 Y$Z—mìtP∞¢+Ø¶*±¶≤C$ ûü¶*≠±¢±§”≠Ø$”¢∞‘¶∞‘$P∞¢+Ø¶*±¶≤ x$

Vµ$ä®,.R5 z$,&y$›$ÿ^$0)yit$5�x$R5W$zû(Â)≤

*$øR$«ÔeS$,"ä®W$w$yH6$.$ød$0Œ$Ç5e$+f$R5

XY ,&u$›$ÿ^$0)yYçé$cÿ$7d$*#f$n]hV$ˆt VC$ û

ñıC$FGFG≤x$

+,$./$0)1$67$bcu$£‰i N#$,NeJ$ß7m$$(Â)$ C$

%$bcy$⁄—rsX∂ ^� Ô8 A◊$,NeJS$bcy$PqrsC$ C$ C$

t ˙˝b z$µ+$N#,&?V$9md$ä®,.R5 -$-Ax$ ûFGGï≤ û(Â)≤

:$67$Çíe$L;$£‰i˜t bce$™õf$,&?z$ y$89x$ (Â)

W$ºmõ$67V$y°m∂ plf$RMN$ísìW$º;$67V$y=C$

≤$.$øt*$V^nmìt Bf$N#$,&,"eJ$R¶;^$4$Ç¶x$

XY$vw ,⁄$./W$6¨mn$';Jd$ e$+ÕW$nKõ^$fC$ (Â)

td$hW Ã1∞ ~wYd$´1ˆ$,.#˚$´…u$Z"md$&û C$FGGï≤C$

V$h8$#Ë?V$V;mn$�Å* ,&?S$yHDn$�¿:md$ä®C$

W$µÕXY$ &ˆu$7;mõ$Z";^$ftd$hW$Z—mìt(Â)$ x$

<XY$,¥-$0)1W$Z*mn$';$/{;$jk ,&$´À$—æ-$C$

Õ=S:$!∑S$Z* +‰´-$Ω˝$°9$=$oú$-5$Z* ,&-$C$ C$

R=p4$´n67e$Lf$4lV$V<mt*$Zímìtx$

˙˝b -$bceJd$_á$,&-$ΩQ$./e$Lf$S1p$⁄$$ ûFGG’≤

˛itd$#Ë—l$ç¸$Ç5LY$./W$md$Ω¶V$7Rrst Bf$x$

˚{y$≥h$./]Nˇ$./e$L;$Tº4$n∏y$ó�$ÑÄ-$!Ú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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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óV$>´$�¿`W$?Ÿˇy*$øÔW$≈44$.$øst _á,x$

&u$RMmn$'mõ$–KeJ$áñΩæ u$@W$.$û”Ø§∞§”≠Ø$¶Aü¶°§¶∞”¶≤

ød$n∏u$çõm* ⁄Z$./W$µÕXY$ u$çK$.$ød$ÏYC$ (Â)

kÌW$67;^$ft*$ÑKmìt *u$ d$,N√Y$67r�$_x$ (Â)

á,&e%$Z"r�^$m∂ ./0)y-$B·u$j1;^$ftd$hC$

V$ÓäXY$Z—rstx

“bh$g d$N#,&-$ÒN$0)1W$ËΩ&p$_àW$º;$$$ ûFGH∑≤

23mõ$N#,&-$0)1XY$R5$0Œ ä®,.É #™$+C$ û(Â)≤C$

‰ ql$/{ ,¥MN-$4‡+Úu$Z—mìt ^�$,NeJd$,C$ C$ x$

&®$RSJy$^�$,&-$ Ù -$0)1$¶ñe$�Äf$S`W$(Â)$

Ñ*$ødRe$Lf$N˛p$*7V$øst VΩ' T–˝ V0$û C$ C$FGH∑≤x$

,"Nl-$RSJe$N;$ 6l$^�N$,"Nl-$RSJd$gpFGG’$ C$

äpXY$⁄Zp4$R5N$´…u$àNpXY$Z—m*$øsR0C$(Â)$

Ù eJ$^�$./$⁄˛e$V<f$,&-$0)p4$çΩ$R5W$Z"m

d$çÿz$¬$ñÛm%$Z—≤$V<y$øt*$Rpmìtx

‚9$µÕ$_à$$$$F≤$

./$0)1-$‚9$µÕ$_àz$B·C ./$DÙ ,&#˚"ë!$$ C$ C$ C$

ë…$,& #ËN$V$!4N-$‚9$Bd$!4-$S`W$º;$./$C$

0)1W$67m*´$md$89Vt B·Cz$z$,NeJ$0)1W$x$

zE$B·$,&u$ƒ4©]Y$‹h$_á$,&?W$yd$&Vt 0'˝$x$

g -$_á$µ+$N#,&u$LñXY$f$./$0)1$bceJ$_ûFGG’≤

á$,&-$—qFGu$H6$.$ød$B·$,&$7;N$B·C$ÏYkÌ

W$(@mìt #∆¤ S$&∏N$,&-$./$0)1$67$Çíe$x$ ûFGGî≤

Lf$bceJ$./$IXJ ‚ëp$K#N$z$./$K#W$(@mìC$

tx$

ë…$,&:-$‚9W$ºf$./$0)1$67$89S$õÜ$,NeJ$$$

VE�Kt üT–N$VÎ˘ z$^�$,NeJ$./$DÙW$ºf$x$ ûFGH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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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ÕK$ÇíW$bcmìt ./$DÙz$aùp4$˘Çitd$x$

./$"6$,&y$´Õ-$)ZhW$ππY$45m*$1K4$.$øS`$

ydßëV∂ ,&y$,&u$SK$.$ød$nS4$2c"ë!-$c1VC$

V$(@ˆt c´„ z$^�$,N-$./$0)1$ÕKW$'f$Çíx$ ûFGHò≤

XY$ë…$,&-$./$(<W$Z—mìt ^�$./W$^�$,&it$x$

¬$w$+7m*$V;m∂$ÿ%mõ$<y;H$.$ød$&Lz$ót*$(

@m J$ë$,N$,&-$(<W$ºf$./$0)1$67W$(@mìtx$

Ô8$,NeJd$ÕR∞ y$Ô8$,&$‡-$‚ëV$,&$0)ûFGH÷C$FGHò≤

1$67e$ADd$àNe$L;$*7mìX∂ Ô8$,&$⁄q"ë!-$C$

bc$ë¶W$ÿ%mìt bc$ÓN Ô8$,&-$‚ëN$⁄q$"ë!$x$ C$

ßëz$,&-$0)1$ÕKe$@lp4$˝¶W$ADd$&XY$ˇ!5tx

-24$MN1ãu$ºf$0)1$67$–á$bcS$øst ü%˝N$$$ x$

„%˝ z$µ^�$,&-$-24$MN1ãe$Lf$ÿ%W$º;$,ûFGH’≤

&$0)1$67e$Lf$µ^�$,&?-$+Õ .< k‰*$+Õ-$ùC$ C$

¶1W$O8mìX∂ -24$,&$MN1ã-$Líp$y°1W$PamC$

ìt VyM e$-;$L#N-$bÚu$ºf$‚9p$_à$bcS$⁄x$ ûFGH÷≤

—rsd§ Ô8$,NeJ$#, L#$‡-$0)1$ÕKW$'f$O'pC$ B

P4$ W$º;$–¥,&:$L#,(Q¸û(°¢R¶££§¢∞≠Ø$Q¶•¶Ø¢üÆ¶∞‘$¸”%¢¢Ø£≤

.-$⁄èp$‚9-$NlN$ÓNu$!æm%$\XYJ$./$0)1$¶ñ

W$#Smìtx$

$$

17$µÕ$_à$$$$∑≤$

./$0)1$bc-$17$µÕ$_àz$,&u$.ëp4$R5-$0Œ´$$

Y$V;m* ./$0)1W$n◊p XY$G2id$⁄flÑC$ û‘¶”%∞¢Ø¢±§”≠Ø≤

-p$ÖÜtáW$N˛m∂$+Kmìt TΩ- V$_àeJd$.û C$FGG∑≤x$

/e$Lf$,&$ππY-$17p$⁄˛W$º;$,&u$°ëp4$R5-$

ËS´Y$G2at V’¨N$(Tn d$.#$,&-$./$S1-$x$ ûFGGI≤

à¡p4$⁄˛W$'f$S1p$ÿ%-$]âu$*7m*$ZímìX∂ 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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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d$A◊$,&-$0)1$67-$πÕp$<TY$S1p$&*u$ûFGHG≤

Z—m*$S1p$&*u$!Ú' c@'mõ$67m*$˚+'$4$.$øC$

d$ÇíW$©3md$§$µhW$)st Bf$(L– z$&∏N$,&x$ ûFGH∑≤

-$0)1$7ŒW$∆tpXY$ÿ%4$.$ød$UW$Z—m∂$nÓ-$.

/$0)1$n]e$S1p$⁄˛yYJ-$0)1$(-u$∫\mìtx$

?tp$_à$$$$÷≤$

,.R5$µÕ$_à ‚9$µÕ$_à 17$µÕ$_àV$ÿlpXY$$$ C$ C$

bcrR$«*$?tpXY$Pqˆ$bcS$ß7m%$Pqrst ,.Rx$

5$µÕ$_àN$‚9$µÕ$_à-$?tp$_àXYd$zR® V$äûFGG’≤

®,.R5W$µÕXY$f$B·C$ÏYkÌW$67$bcy$øt Bf$x$

–„ V$&∏N$./$0)1$œä-$jñW$fi·mõ$ä®,.R5ûFGHG≤

W$ºf$./$IXJV$ÑY$VE�R*$øÔW$VWäst B·CN$x$

./$IXJ$z$‚9W$º;$ä®,.R5W$JY$"#m* 0)1W$C$

67m*´$mìtx$

,.R5$µÕ$_àN$17$µÕ$_à-$?tp$_àXYd$ü¨h$$

y$S1p$&*u$º;$µ+$A◊,&-$ä®,.R5$M1W$SûFGHH≤

K$.$ød$⁄ZpV*$c!p4$ÇíW$23mìX∂ %)Ñ y$C$ ûFGHï≤

Ô8$,&-$0)1$\jW$'f$n]XY$,NR5 ⁄˛p$R5C$ û(Â)≤C$

S1p$R5XY$ˇ3�$*vN$c1W$(-mìtx$

‚9$µÕ$_àN$17$µÕ$_à-$?tp$_àz$^�$,N:$˝�$$$

,NeJ$ÑY$bcy$Pqrst üT– z$^�$./$N<$"ëx$ ûFGHò≤

!u$ºf$./$+7N$./$17W$º;$´Õ-$./V$z*$ød$Ka

hW$rXhid$S1p$n∏u$yYXYJ$./$0)1W$¶ñ—F*´$

mìt œˇb$g d$,& #Ë ë…$,&-$‚9p$17W$ºf$x$ ûFGHï≤ C$ C$

˝�$./$0)1$\j$ÇíW$23mìX∂ V–˝N$T˝b z$C$ ûFGHî≤

,&$‚-∏u$ºf$ë…$,&:-$‚9p$17V$˝�$,&-$0)1$

67e$nõmd$Gu$23mì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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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ò≤$

$$

R’èR$µ+,&-$./$0)1$67e$+f$¨q$bc$ë¶W$,N$$

√Y$ˇ3�$£‰id$&V$h8 bc-$µÕ$ÑZe$_hW$)*$ghC$

i˜t bc-$µÕ$ÑZd$Z%$,.R5 ‚9 17-$Û$yRY$»x$ C$ C$

Ñ'4$.$øsR0 f$»Ñ0W$t[$bcitd$ 6$Vñ-$»Ñu$C$ F

?tpXY$t[$bc?V$LçÿVst Bf f$ó-$,&y$õÜ$Nx$ C$

oW$yHDd$_+#,:$Œ‰$µ#,:$*+#,eJd$f$ó-$,&

d$mˇ-$,Nu$yHDn$Ç)e$›$,N√Y$0)1W$67mn$'f$

bcy$ß7m%$Pqrstd$hV$µ+,&$./$0)1$67$bc-$

*vV2*$4$.$øtx$

VgeS$,&-$,.$R¶W$t[$bc üΩÑ çAl ü-ì$$ û C$FGHF¨$ C$ C$

:$(\p$#˚ÑZu$ºf$ƒ&$./-$0)1W$23f$bc ÇFGHG≤ û

RM lLp$R5V$h8$ñáp$R5XYJ-$A◊$./$0)1C$FGH’≤C$

e$Lf$bc üAº +N$V$Líp$_à-$bcS$⁄—rsû C$FGHï≤$

t Vd$./$0)1W$l-md$+hV$tjf$0] 1Y¸$_à$Çx$ C$

5-$bcS$ß7m%$VE�R*$ød$&V2$4$.$øtx$

µ+!",&-$´èN$!"./$0)1$Fx$

~J$£‰a$µ+,&-$6Sp4$./$0)1e$Lf$V;u$G†X$$

Y a$leJd$µ+!",&-$./$0)1W$£‰i*´$ft Vu$C$ x$

';$µ+!",&y$z{�^$4$0Sp$´èe$L;$ghi* Vu$C$

G†XY$c!p4$!"./$0)1N$+,ˆ$bcu$£‰i*´$f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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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µ+!",&-$0Sp$´è$$ x$

,&-$´è$$$$H≤$

$$,&-$´èz$,"ßëeJ$Q.f$1Ûu$VEd$GL¥f$,&e%

J$6+1$ø%$ˇ!ˇd$äp$*1XY ,"ßë-$1"z$,NR5N$C$

./$n◊0XY$V◊$.$ød$&V$h12 41ÜSyD++-$îe$C$ ‧ ‧
iVR$«d$ä p$*èN$Ótmõ$c!p4$qëXY$sÜ^$Ç$NY

T$y°mt V„5$g 1"p4$,"ßëW$';Jd$./W$w$û C$FGGî≤x$

md$&/0$h12$,&-$ä èRS$GL¥;^$ftd$&Vt À_x$

® z$,&-$´èW$,"&@:$,"ßë k‰*$#,Ω˝W$n]ûFGGî≤ C$

XY$cÿmìX∂ Vu$™*Y$mõ$,&-$´èW$c!pXY$£‰iC$

 $tÔN$tx$

Q¨$,"&@e$ÿ©$cÿXY$aèÑ- ÍÓÑ- PiÑ- ≥AÑ$$ C$ C$ C$

- 4‡µÕ,"$+hV$øX∂ ›$&@-$˘#p$+he$ÿ2$,&-$C$ C$

´èz$tH%$(@ˆt aèÑ-$+heJd$,"W$º;$nÓ$&∏-$x$

R5 lin◊$+W$tÔ$ÛLY$0Œmd$&W$µ<m%$õCt ÿ2x$‧ ‧
J$V$+heJ$,&d$R5$Bd$)'-$0Œ´YJ-$´è #Ëe$LC$

f$&`N$,"e$Lf$Éáj Î¡$RS:$œ' Ω^Õ$+-$´èW$C$ C$

z{�^$ft ÍÓÑ-$+hz$aèÑ-:$,&µÕ-$," aÀf$x$ C$

1Ûn] RpS,p$7ŒW$(@ftd$heJd$#&mR0 ,"$äC$ C$‧
®$Ù eJd$«Vu$i4t ÍÓÑ-d$aèÑ-eJ-$–≥$&∏)x$

'u$ 0.md$ ,"W$N˛m∂ õÜ$ ÛL-$ )'u$+ºmd$ÍÓC$

md$&?W$yHŸ^$ft*$at ÿ2J$,&d$*0-$û¶•¶°Ø≠£‘§∞±≤ x$

ä®W$#Ëe%$yH6$.$ø�^$m∂ #Ë?V$"V$ø*$ÿ%pVC$

∂$U-p4$&*u$4$.$ød$°9W$bÜÑ�^$ft Bf$#Ë?-$x$

Rp$‘nÕW$´>4$.$øS`$cJ:$·äW$RS4$.$ø�^$ft

*$at PiÑ-$+hz$aèÑ-:$ÍÓÑ-eJ$,&µÕ-$,"W$x$

(@f$&Nd$Œ‰$#˚´$µÕ-$,"W$ÑKm*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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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f$iK;^$ft*$(@ft ,"ä®z$#Ë?-$+ÕïAËß$x$ ‧ ‧
=$ΩæW$µÕXY$c1;^$m∂ #Ë?-$ïA:$dcu$Óµ4$&C$

W$<cft ü„Ü Jl' 8∆- ÿ2J$V$+heJ$,&-$û C$ C$ C$H’I÷≤x$

´èz$#Ë-$dc:$ïAu$ehä*$#˚-$ënu$#7md$°9C$

&∏-$Ä'e$ÿ2$,"ä®N$ÇÉW$.lm*$i´md$°9 #Ë-$C$

´nÑSp$#˚W$yd$@|´‚@´–Ñp$RS´YJ-$´è #™C$‧ ‧
W$–ÑpXY$¸˝md$°9V$(@ˆt ≥AÑ-$+heJd$#Ë?x$

V$&∏-$®"le$L;$)Z-5W$z*$;Ómn$';$89;^ft

*$(@ft &∏eJ$6�ˇd$4∆«√ 1«√ }ΩGf gh$+-$x$ C$ C$ C$

)Zd${R eJ$Niˆt*$i∂ #Ë?e%$®"lW$yHIXû ≤ C$無知
YJ$"lf$&∏èJu$M14$.$øt*$at V$+heJ$,&d$#x$

Ë?V$¡Ñ6$&∏)Zu$ÿ%m*$;Ó4$.$ød$]Nu$;Ñ�^$m

* JY$t©$ùaW$V;\XYJ$#Ë?e%$yH6$.$ø�^$m∂C$ C$

lDe$+ÕW$z*$©3$&L?-$q?W$flP—Fd$ÇÉW$yHD∂C$

*0W$N˛pXY$V;4$.$øS`$cJ$RSu$(@;^$ft 4‡x$

µÕ,"$+hz$R5nS&∏y$Sjm J$V<1V$L)rst N#x$

n◊-$70V$@lp4$Ù /0$h12$4‡Tg:$kè0°Ñ-:$

z$çlp4$Ù W$yÑG J #Ëe%$4Àp$j'u$H$.$ød$4C$

‡Ñ-p$,&y$<crst Vd$⁄ÓÑ--$,"˘#V$p®ˆ$©˚x$

XY$‡$.$øX∂ ,&e%$<crd$´èY$P⁄ˆ$,& hëe$LC$ C$

f$Óµ "jp$V; ΩlW$(@ftC$ C$ x

tÔXY$,"ßë$+,$,&-$´èW$£‰i ,"ßë-$0)1$$$ C$

+hN$,"ßë-$1⁄1$+hXY$ˇ3�$£‰‡$.$øt ,"ßë-$x$

0)1$+hz$,"ä®N$ÇÉe$Lf$R5 n° k‰*$#Ëe$Lf$C$ C$

V;u$(@m∂ ,"ßë-$1⁄1$+hz$#Ëe$Lf$ΩlVˇ$&óC$

jN$z$,&$÷XY$ˇ!x$äp$*1W$(@ft ,"ßë-$0)x$

1$+heJ$,&d$#™Ω˝N$./¸˝ k‰*$4‡-$7Œe$+f$C$

R5W$z{*$ø�^$ft Vu$G†XY$#Ë-$Ëß"‡XYJ-$#x$

™W$Ω˝m* à¡pXY$./W$Pqm∂ #Ë?-$64«u$V;\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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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J$#˚W$'f$89W$#S;^$ft ,"ßë-$1⁄1$+heJ$x$

,&d$n˘f$&ójXY$,"ßëe$™õ;^$m∂ #Ëe$Lf$ΩlC$

N$,"ßëe$Lf$¤lp4$ÜS:$\ $S,pXY$GL¥f$41N$

l1W$z{�^$ftx$

#,Ω˝$Ù -$,&$´èz$,"opW$Œ1mn$'mõ$#,$äg$$

-$c1MN$M0m%$‚9m* /{u$˘‰md$°9W$-Aft VC$ x$

u$';$,"Nl$¸˝ /{ÿK #,$)'$=$ô·$@1N$z$#,$C$ C$

äp$˝ƒ-$/{${P$°9N$\ #ç© Rƒ&∏ ëU∏:$z$C$ C$ C$

#,$gp$˝ƒN-$,mu$º;$#,y$Mßm%$n°m*$#,-$,"

opV$Œ1≤$.$øS`$´èW$z{�^$ftx

!"$,&-$´è$$$$F≤$

#,!"V${cmd$yK$Vñp4$oúd$04,"V∂ !"$,N$$ C$

d$! R ,W$©)$t[td$Ù eJ$�fi$,NitS$04,"$⁄C$ C$

–-$ƒ4W$ZLY$œ∑4$.$ød$,NVt T-U ÿ2J$!û C$FGGî≤x$

"$,&d$n°N$R5/0$h12$ÜS$Ù èR$©)$t◊$.$ød$´

èV$<cr∂ Vu$T-U z$nÉp$´èN$ÕÉp$´èY$cÿC$ ûFGHG≤

mìt nÉp$´èz$qëXY$sÜˇ∂ y—pXY$oÀr* |�px$ C$ C$

XY$ó…m%$ú–r∂ .+pXY$∫FV$y°f$n°N$R5$«M-$C$

Ù ?V* ÕÉp$´èz$¡ÔV$+õr∂ îXYd$¥_$iVR$«C$ C$

*$9N$nY$!%$ú–rRd$«X∂ ñáN$de$=eJ$fioXY$0C$

;Rd$j1N$,1-$«M-$Ù ?Vtx$

DL$ VÖ !"./bc ÿ^y$ 70m J T-U !$$H’îG C$ ‘ ’ û C$ FGG∑≤C$

"./W$V;m*$6¨m¿d$89V$ß7m%$VE�Kt *u$!"$x$

,&-$´èW$nÉp$Ù eJ$G2i*$!"./e$V<f$R5N$n

°W$!"./$6¨-$πÕ$<TY$G2i∂ Vu$z{S`$md$&V$C$

$$./W$6¨m*$./$0)1W$¶ñ—Fd$bV2*$Ë›mìt Tû

-U ¸ën°-$b˚N$N#p #)p$6˙W$!"$,&y$zC$FGHH≤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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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è-$πÕXY$õn J$!"./z$≥z$70W$4$.$ø

stx

mR0$ZN,&$aÚeJ$ç¸$#)p$6˙?V$⁄Z$./eJd$Z$$

LY$p®rR$«h$–K-$!"$,&y$�¿`W$¿sX∂ ¸ë¨.y$C$

h8$6S$#Ë?e%$¸ën°-$Q.f$.qz$k‰$µ<mR$«td$

&W$,&y$pq%$r J !"$,&y$TTf-$./$ä®W$nÚpC$

4$./$ÇÉW$º;$yHD%$rd$)Zy$7Ëmìt T-Uû C$ FGHG≤x$

Bf$!"$,&:$¸ëç$DD-$ΩÚy$©‘;Rd$+$nÉp$´è-$

\j0XYd$è$¤z$!"./W$4$.$ótd$RpV$Znrstx$

nÉp$´è-$VÜf$fÚu$>?mn$';$ÕÉp$´è-$\jV$<$$

crst ÕÉp$´èz$≥°N$R°XY$VE�P$nÉp$´èNd$Œx$

‰$j1 41 lJ:$z$Õ1N$41XY$VE�P$«M-$´èVtC$ C$ x$

,&-$Õ1p$´èed$4Àp 4Rp ç¿p$Ù V$∆tpXY$∫C$ C$

\r∂ Vd$ ,&-$ ˘#N$ ?˚f$ ˛a9$ =eJ$ sÜˇ%$ ˆtC$

*u$!"$,&d$#Ë-$04p$7ŒW${cftd$Ùû¸¢”P¶‘‘C$FGGï≤x$

 eJ ¸ën°Vˇ$N#p$R5N$z$nÉp$´èN$\ $ππY$C$

Õ1p$´èW$z{*$#Ëe%$yH6$.$ø�^$ft !"$,&-$&x$

Lr 4‡1 1l$´!y$ÕÉp$./$ßëW$;äd$&Vt T-UC$ C$ û C$

FGHG≤x$

R’èR-$(-u$∆t;$‡$Ç !"$,&d$nÉp$´è/0$h1$$ C$

2$ÕÉp$´èèR$0SpXY$z{�^$ft !"$,&-$0Sp$´x$

èe$Lf$bcd$ÑY$41N$,1$Ù W$µÕXY$.qrst T-x$

U z$!"0)4-$0)1e$Lf$<cy$¤hR J$Õ1p$´èûFGHH≤

-$µ<1e$Lf$45V$≈Lr*$øtd$hW$(@m J !"0)4C$

e%$V.p4$Õ1p$´è-$ä®N$,"ÇÉe$Lf$bcu$G†XY$

"5pV$,"V$VE�Ñ^$ft*$Z|mìt TÎı z$!",x$ ûFGHî≤

&-$41z$#Ë-$41e$•$˝¶W$Ñn$Ç)e$41$\j-$b}$N

lW$ºmõ$41$\jW$';$89;^$ft*$(@mìX∂ #¤lC$

z$ZN!",&,"$aÚçé$41,"W$;^$ft*$ÑKm ûFGH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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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ZN,&,"aÚ-$©3$NoeJ$R5 n° ÜSu$º\mõ$yC$ C$

HD* 41W$('mn$'f$,"NlW$67mõ^$ft*$ZímìC$

tx$

ˇ µ+!",&-$!"./$0)1$$ x$

!"./0)1$$$$H≤$

./$0)1z$,&-$´èN$s_f$+Úu$t*$øt ,&y$GL$$ x$

¥f$./W$'f$´èW$z{*$ø�^$./eJ$0)1W$7â4$.$

øn$Ç)Vt ~J$£‰a$!"$,&-$´èW$G†XY$f$!"$,&x$

-$0)1z$#ËV$04pXY$1K4$.$øS`$!"W$w$yHDn$

';$!"$,&y$z{�^$4$0)1XY nÉp$°9$Ù /0$h1C$

2$ÕÉp$´è$Ù W$∫umd$6˙Vt T-U õnJ$nÉp$û C$FGHG≤x$

0)1Vv$,N$ä®-$àNp4$0Œe$+f$«MV∂ ÕÉp$0)1C$

z$#Ë-$Õ1\jW$Vw�x$.$ød$¡Ô-$´èVt T-Uû C$FGHH≤x$$

!"ßë?V$t›SeJ$p>p4$+ÕW$Í%$r* !"+,$¥∆$$ C$

V$Ûÿ' 0)' T-U r J$!",&-$./0)1e$Lf$C$ û C$ FGHH≤

+ÕS$¤hKt !"./z$,⁄eJ$VE�Rd$./Nd$t©$*1x$

W$zdt ,⁄eJ$yh$ød$t©$,N:d$Œ‰ ¸ëKN$!"+ex$ C$

J$#Ë?V$´#z%$`¥6$.$ø* z$—‡e$õÜ$#™V$¸ëKC$

N$!"+$+-$"‡W$\ $&®;^$ft Bf$⁄geJ$./md$#x$

6f$,NVne$^{:$nÖ-$˝¶S$*¿;^$m∂ ./$n´≥-$C$

]N$lSe$ÿ2$./-$èV$Z%$«Vy$ˇn$Ç)e$plf$—X$]

N:$mÿf$,c$]Ny$V.pVt V˘/$6Sp4$µ+,&-$./$x$

0)1Nd$t© !"./0-$0)1e$Lf$*–V$V<mt Ve$C$ x$

a$leJd$µ+!",&-$./$0)1-$tjf$+hW$£‰i*´$

f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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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0)1$bc$$$$F≤$

µ+!",&-$!"./0)1ee$Lf$bcd$~J$µ+,&$Lñ$$$

./$0)1$bceJ$£‰a$,&R5$µÕ$_à ‚9$µÕ$_à 1C$ C$

7$µÕ$_à-$Ue$<y$0)1N$—‡-$|}e$ÿ©$1—W$¬mõ$

£‰i*´$ftx$

,&R5$µÕ$_àXYd$@A∞$g y$!"N-$ m'<T$$ ûFGH∑≤ (Â)$

u$c@'m*$1Ûn]W$c1mìt ,&-$./$0)1e$Lf$+Õx$

V$¤hR J$!"NeJS$ -$›$c1<T:$m'<Tu$lr4$(Â)

V<1V$ZnrsX∂ -$m'$ä®<T: !"N$,"Nl-$LC$(Â) C$

˝ƒ$√$ 1Ûn]W$c@'mõ$Z—mìt PbΩ z$)$ó(Â)$ x$ ûFGH∑≤

-$Ω9$!"$,&-$&ˆu$º;$ M1$NlW$23mìt bc$(Â)$ x$

ÓNY$!"./0)1$¶ñW$';$,&?-$70W$'f$89N$!"$

,&-$ 67W$'f$ÏYkÌ$67-$V<1V$Znrst(Â)$ x$

-$,&R5$µ$,"Nl$R5 :$+,$$¸%†ØÆ≠∞ û”†°°§”†Ø†Æ$P∞¢+Ø¶*±¶≤

;$,"Nl$67´YJ-$0)1W$(@f$bcS$øst üMlN$#x$

lΩ d$ Ω9$ !",&?V$ !","Nl-$ 67´YJ$ –KeJ$ûFGHG≤

./W$⁄˛m∂$¿d$Ωæ-$-Au$~�¡:$⁄q$0ÄW$µÕXY$V

Wäst Bf$#lΩ d$^y$,"NlV$h«$L('$r�y∂$x$ ûFGGò≤

,&-$,"Nl$67$Ù -$0)1V$(@r*$øÔW$V^nm JC$

bc-$ÖÜtáW$!"./0)1eJ$,"Nl$0)1XY$0}4$&

W$Zímìtx$

‚9$ µÕ$_àXY$l–˘N$üLP z$ µ+!",Nbc∏e$$$ ûFGHI≤

™õmd$,&u$LñXY$f$bceJ$V?V$R5W$"#m* \ $C$

*–m∂ 0)1$Ú7W$VE J$64N$"ë-$1KW$S©m*$øtC$

*$VWäst œ–lN$üΩ— z$./IXJW$ºf$µ#,$!"x$ ûFGHH≤

,&-$0)1$<Tu$23mìt ™õ$,&$‡-$.<p$+Úu$na$x$

M‰Y$md$./IXJW$º;$,N-$*1ñ$ˇ!ˇd$dep$<4e$

ÿ©$!"./$0)1-$<Tu$O8;ˇy*$ø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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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µÕ$_àXYd$„–. y$6ñp4$./ñáeJ$n`f$$$ ûFGH∑≤

176Ru$ÿ%f$bceJ _á!",&y$./$176Ru$º;$ÅC$

#%$´Õ-$./W$Xhi* Ç+N$*–W$Z"\XYJ$0)1V$7C$

Œmìt (bl S$µ#,$!",&-$./6nu$º;$S1p$!x$ ûFGH∑≤

",.u$⁄˛md$,&-$&ˆu$sÜäsX∂ VÜf$17-$NlW$C$

º;$#Ëe$Lf$V; ,&$´Õe$Lf$S1 Ò-$ÜS$Ù eJ$0C$ C$

)1V$¶ñrsÔW$ÓNY$Z—mìtx$

<y$0)1S$!"./0)1-$Ñ<$<TY$Z—rst l–˘N$$$ x$

ÀR} z$µ *+#,$!"./-$NlµÕ<y$&ˆu$º;$6¨ûFGFG≤ ‧
ÇíN$⁄˛W$'f$@AW$23mìt µ+$!"./eJ$NlµÕ<x$

y$ß1'$ÇíXY$,&-$89 ,&-$õA$@1 <y-$"l1$≈C$ C$

i ./ <y n`-$6!'u$Z—mìt Gµà z$ 6l$C$ B B x$ ûFGFG≤ FGHò$

,"NleJ$(@r*$ød$NlµÕ<yY$4;$,&-$<ye$Lf$

´¡1V$('r J$<ye$Lf$,&-$0)1V$¬√¬$<cˆtd$

hW$(@mìt #lΩ d$µ+#,$!"N$<y-$èp$6¨V$x$ ûFGGò≤

V<mt*$(@m J ,"-$.<´4$#ç©:$#ËV$�Äf$45C$

W$z*$ødRu$ÿ%mìt bc$ÓNeJ$¸ën°µÕ$<y ÓNx$ C$

µÕ$<y 6+1$ód$<y$n]$+-$çlp$45W$6¨mn$';$C$

!",&-$<y$0)1$ÕK-$V<1W$Z—mìt Vjc$g d$x$ ûFGHH≤

!",&-$ <y$ 0)1$ ˝ƒ$ µ$ <y-$ „‰1 V$ yK$ µ—r∂‘ ’ C$

#9V$¤W.` b.$Ω9V$≥W.`$!"./-$<y$0)1V$¤hC$

Pt*$VÉt V˘/$,"Nl$«MeJ$,&-$´¡1V$h«$≈Lrx$

 J ,&-$<y$0)1V$(@r*$øtC$ x$

µ+!",&-$./0)1z$an‡e$M1rd$&V$h1∂ Kn‡$$ C$

e$∫Ÿ$?tpXY$ñ‘Y®m∂$M1rd$&Vt VZq$g Vû C$FGGò≤x$

Üf$+heJ$—‡-$|}e$ÿ2$µ+!",&-$!"./0)1$Ä'$

NlW$23f$bcS$øst QR0 z$lDÑáW$~Ö$µDn$x$ ûFGHI≤

!",&-$,¥ËΩu$º;$./$0)1-$M1NlN$-Au$23mì

t bceJ$,¥ËΩ-$—‡p$|}z$!",&-$yD+W$Ä'—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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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le$L;$Ä'u$yÑ≠X∂ _án 7Œn µánC$ C$ C$ C$

Ω9n-$ aÚ$—nu$âD∂$./$0)1W$M1mìt Vu$º;$,÷ x$

&-$-R:$89V$n_y$ˆ$ñÜeJ$µ+!",&-$Ω9e$ÿ2$!

"./0)1V$1—\W$g$.$øtx$

6l$,"NlN$*+#,$!"./∑x$FGHò$

y *+#,$!"N$,"Nl-$*v$$ x$

*+#,$!"N$,"Nl-$Ä˛$$$$H≤$

Q‰ˇ2-$,"Nlz$ D$›™$#,$,NNl4$Z «$,"Nl$$ H’òò H

V$"∫r J$—Yrst @A∞$g VÖ$ ı-$6lW$âŸû C$H’’î≤x$ HG C$

D$–≥$ 6l$,"NlV$0 $—qr*$øt Vı$leJd$FGFG FGHò$ x$

Z «$,"Nlçé$¥0$,"Nl4$ 6l$*+#,$!"N$,"NH FGG’$

lèR-$Ä˛$NlW$—‡bXY$£‰i*´$ftx$

Z «$ ,"Nl-$ *+#,$ !",N$*vW$£‰i Noz$ !$$ H C$ ‘
" -$a6$NoXY$ù1rsX∂ a'’ C$ ï H≤u$oD$ù1mS`$Îlm

ìt Bf$¨±,Ne$ù1r�$ød$,,$./W$º´$*+#ËV$Vx$

.Y$oD$ a'Ü$V.mS`$;$á&$ı,W$⁄—mìtd$*vV$ø÷

t Z «$,"Nl-$RS$ä®z$à“$!@ π∫ª {® 'Ë !"x$ H C$ C$ C$ C$

Vä-$ 6$ ˝ƒXY$ c1rst Z «$ ,"NleJd$ !" a6$ò x$ F ‘ ’
NoW$V.,Ne$ù1mõ$ a'u$V.mS`$mìX∂ RS$ä®F÷ C$

e$�Z‰eVâV${yrst Z «$,"NleJd$á&lœV$?�x$ ∑

J J$,,No-$—.y$≈Lrs* VY$4;$ a'ì�$*+#,$C$ F÷

!",N$—.y$ a'Y$H�?st RS$ä®z$nÓ$ 6$˝ƒeH÷»HI x$ ï

J$ 6$˝ƒXY$Ûÿ'rsX∂ b}$¸ëV${yrst Z «$,"’ C$ x$ ÷

1) 단위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주당 시간의 수업을 운영하는 시간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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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eJd$V.Y$ a' ¨±XY$ a'u$ù1mS`$äX∂ï»I C$ I»HG C$

RS$ä®e$+S ãåN$z$<Ë$π∫ª:$^g$ßë$˝ƒV${yrC$

st Z «$,"NleJd$RS$ä®W$Õëp 4Rp l-p$˝ƒXx$ ò C$ C$

Y$cÿmõ$Z—mìX∂ "ºV.$ a' Nl√$¨±$ a'$ê$ aC$ ï C$ I H÷

'u$ù1mS`$ät Z «$,"NleJd$˘ÔXY$!",N-$Nox$ ï

óV$ "º$ V.No4 !" N$ Nl√$ V.No4 !" Y$ cÿr‘ Ê’ ‘ ÊÊ’
sX∂ !" Noz$ a' !" Noz$ a'u$ù1mS`$;$ê$C$ Ê$ I C$ ÊÊ$ ï H÷

a'u$V.mS`$mìt Z «$,"NleJd$Z «$,"NleJ$x$ ï ò

Õëp 4Rp l-p$˝ƒXY$RS$ä®$˝ƒV$cÿˆ$&N$Œ‰C$ C$ C$

"ñ !@ .˝$+$›$˝ƒ$äeJ$n° R5 ÜS$ÍoW$)d$!ZC$ C$ C$ C$

Y$Gçst Z «$,"Nlz$ÛÚ':$li'-$|}$=eJ$#˚´$x$ î

µÕ-$tjf$¨±œW$≈Lmd$Ç¶XY$6lrst Q¨$_+#,$x$

#Dçé$ *+#,$ #DèRu$ ^–$"º$ na$ ,"Nl XY *H H ‘ ’ C$

+#,$ #DW$ ¨±$ µÕ$ ,"Nl XY$ cÿmìt VY$ 4;$FC$ ∑ ‘ ’ x$

*+#,$ #Ded$!"$NoW$ a'u$V.Y$V.mS`$mìR0H ÷ C$

*+#,$ #Ded$!",N !"N$A( !"Vä !"⁄n$NoFC$∑ û C$ C$ ≤

y$Ô8 A◊$,N:$Z!°$NoáXY$ù1r�$¨±NoXY$Gç%$C$

rst VY$4;$Z!°$NoáeJ$Ô8Vˇ$A◊W$¨±md$#Ë?x$

z$!"./e$0W$™õmR$Ømd$)Zy$Ëø5tx

6l$!"N$,"Nlz$ä®$!ÚeJ$•$Ä'y$6�x$,"N$$FGGî

lVt RS$ä®-$˝ƒV$nÓ-$64¸ë a!¸ë$+-$∆o$µÕx$ C$

XY$cÿrs�$!ÚeJ$Õ!ßë$A( S0 Ω\ ú– õy-$ 6C$ C$ C$ C$ ò

-$yD$µÕXY$Ä'mìt *+#,$ #D$!"$NoV$V.$NoXx$ H

Y$RlrsX∂ *+#,$ #De$;∑md$¨±µÕ$,"Nl-$C$ FC$ ∑

NoS$ ¸ëN$ A(Ëß π∫ª$ )' π∫ª$ N# XY$ 6‘ ’C$ ‘ ’C$ ‘ ’
ùrst Bf Z «$,"Nlçé$Ó≥äR0 Dçé$¨±NoXx$ C$ H C$H’’î

Y$0}r�$&⁄ñ$¸˝rR$«�$*+#,$,,$,Ny$)JñXYS$

´0u$&2Kt 6l$,"Nlz$Õ!ßëW$ºf$U- 41-$x$ FGG’ å

\je$_hW$)sX∂ #Ë$!9$:me$Lf$&∏p$+ÕV$¤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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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ÉV$.rrst ,"ç -$#,!"$ß1'${PÚx$ ûFGH∑Q≤

ée$-;$Ô8 A◊$,N:$\ $…õ$¨±,NY$ a'u$V.m%$C$ HG

r�$ø�$*+#,$!"./z$!",N$acXY$ D‡$TT$ a'$∑ HG

Vñ o$#n$ù1mS`$6lrst Vd$*+#,-$W—$'Ñ$!ZC$ x$

eJ$!"./V$ód$#D Bd$#ny$7ËmR$«S`$mn$'\VC$

st Bf$^–$"º$na$,"Nle$∫\r�$ø�$*+#,$ #D$x$ H

NlV$¨±$µÕ$,"NlXY$∫\r�$*+#,$ 6$#D-$,"Nl$∑

0!y$¨±$,"NlXY$∫\rst lÉpXYd$ De$#,!"x$ FGHî

PïÉV$Zlr�$#,!"V$ílpXY$704$.$ød$nSV$rs

tx$

«. Noó$ iº,N$6S¨±$Noû ≤ TTV.a'

Z «H !" ï

Z «F !" F÷

Z «∑ !" H÷

Z «÷ !" H÷

Z «ò !" H÷

Z «ï !" !"ÊC$ ÊÊ H÷

Z «î !" !"N$A( !"Vä !"⁄nC$ C$ C$ ÷

6lFGGî !" ¸ëN$A(Ëß π∫ª)' π∫ªN#C$ C$ C$ ÷

6lFGG’ !" ¸ëN$A(Ëß π∫ª)' π∫ªN#C$ C$ C$ HG

ú$ *+#,$!"N$,"Nl-$Ä˛è Hê$

∆tm´ Z «$,"Nl$—nçé$V.NoXY$Rlr�$ù1r$$ C$ H

�$*+#,$!",Nd$Z «$,"Nl-$¨±$µÕ$,"Nl *+#,$î û

#D$Nl eJ$Ô8 A◊$,N:$\ $Z!°$NoáXY$ù1r FC$∑ ≤ C$

J$¨±$NoXY$Gçst VY$4;$L#W—$'Ñ-$*+#,$!Zx$

eJ$!"./—‡z$ÑR,N-$"çu$'f$´˚—‡XY$ß®rnS$

md$+$NlñpXY$,"NlV$¸˝rnS$mìX∂ „Ñ%$gû C$FGH’¨$

VLµ$g VY$4;$*+#,$!"./-$èz$Ú=;J$‹�RC$FGF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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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 6l$,"Nle$VHÜ$!",N-$,"Nl$Ù eJ$x$FGGî$

ä®$˝ƒV$LÅ$≥c@'$rsX∂ ,"4p´Mç V:$\ $û C$FGGî≤C$

ëTD$A(e$Lf$Q¿ 41$,"e$Lf$!"-$É{1$(@ k‰C$ C$

*$!"$,&?-$R=p4$89e$íW�$#,!"V$≥z$70W$VE

%$rstx$

6l$*+#,$!"N$,"Nl$$$$F≤$FGHò

6l$,"Nlz$Aj$&∏y$<cmd$πÕƒ;-$\jW$µhX$$FGHò

Y G©$ 41W$zE$ U-ìtM$ 4≥ u$ j1m*´$6lrst ,C$ ‘ ’ û

"ç V0$,"Nl4$ 6l$,"NlN-$«VhW$‡ÄmC$FGHò≠≤x$ FGG’

%$£‰i ,"Nl$êä$)Je$πÕƒ;-$6˙V$∫\rs* ,C$ C$

"Nl$)J-$c1V$6ç$Ä'mìt #,™√$Ñ<$Ä'Y$_+#,x$

-$ U-p$ !æßëe$ í0f$ Ëß V$ ÕXrsX∂ TÏ'î�$ ƒ‘ ’ C$

;$\jW$';$µ#,$n◊yl$,Ne$li$NoV$ÕXrst Bf$x$‧
µ#,e$PY$23W$∫\f$!æ$µÕ-$ßëW$';$´##nZy$Õ

Xrst ,"ç *+#,-$ΩQ$ #Dçé$ #DèR-$,"û C$FGHò*≤x$ H ∑

Nl$ óÙV$ nÓ- ¨±$ ,"Nl eJ$ ¨±$ µÕ$ ,"Nl XY$‘ ’ ‘ ’
ÄΩrstx$

*+#,$,"Nl-$óÙz$,"Nl-$6le$ÿ2$Ä'mìt ,"$$ û

ç ,"4p´Mç ,"N#n◊ç ,"çC$H’’î¨$ C$FGGî¨$ C$FGG’¨$ C$FGHò≠≤x$

Z «$,"NlN$ 6l$,"NleJd$*+#,$ #DW$ ¨±$î FGGî FC$∑ ‘
µÕ$,"Nl XY$ù1mìty$ 6l$,"NleJd$*+#,$’ FGG’ H

#DW$ ∫\mõ$ #DW$ ¨±$ ,"Nl XY$ ù1mìt 6H»∑ ‘ ’ x$ FGHò

l$ ,"NleJ$ t—$ óÙW$ ¨±$ µÕ$ ,"Nl XY$ 6lmìt‘ ’ x$

Bf$ 6l$,"NleJd$) VN$ºtM$4≥$"1W$';$*+FGHò$ ‧
#,-$iº$,Ne$n_$Tj$\jW$'f$"º$NoW$6XmìX∂C$

f^&u$©3$#ËV$ 6$#n$Vñ$V.$V.mS`$mìt ,"çF û C$

FGHò*≤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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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N$,"Nlz$ !" No-$oúeJ$g$.$$$FGHò ‘ ’
ø≈V$ µ#,eJ$#˚f$ä®W$G†XY$¸ë π∫ª$+e$Lf$“ C$

it$Õ'ˆ$Õ!ßë$R5W$˚”m* !"e$Lf$@lp4$íoN$C$

<Ë$!"XY-$⁄˛$°9W$\j ,"ç W$opXY$m*$øû C$FGHò”≤”
t Vu$G†XY$*+#,-$!"N$,"Nlz$V0$,"Nl4$x$ FGG’

6l$,"NlN$N,mõ$tÔN$z$ yR$Ù eJ-$•$Ä'y$ø÷

st #U´ vw 6l$,"NleJ$6SNoe$¸ëN$Aû C$FGHI≤x$ C$FGG’

($Ëß π∫ª$)' π∫ª$N#-$ No$ù1rs�$&V 6l$C$ C$ ∑ C$FGHò

,"NleJd$6S¨±$Noe$!" ¸ëN$A($NoN$PY¨±$NC$

oe$π∫ª$Ëß !"$2c-$NoXY$Ä'mìt 6S¨±$No$µ$C$ x$

!" Noz$µ#,eJ$#˚f$ä®-$Õ'#˚W$ºf$<Ë$!"X‘ ’
Y-$⁄˛$°9W$\jmd$NoV∂ ¸ëN$A( Noz$A(f$ÒC$ ‘ ’
W$ £hyd§$ V<f$ ¸ë$ ⁄˛$ °9W$ \jmd$ NoVt ,"çû C$

PY¨±$ No$ µ π∫ª$ Ëß Noz$ π∫ªe$ Lf$ ê!pFGHò”≤x$ ‘ ’
4$V;u$G†XY$π∫ª$™õu$ºf$ßnï$ÒW$£hyd$°9WC$

!"$2c Noz$!"-$Õ'ˆ$Väp$R5W$V;m*$Õ!ßëN$‘ ’
PYXÚe$p®4$.$ød$°9W$\jmd$NoVt ,"çû C$ FGHò”≤x$

~w !",N-$No√$,N$ƒ;V$Z—rst ,"Nl$êäeJ$C$ x$

Z—f$πÕƒ;N$√6Y !",N0-$,N$ƒ;XY$ A($+‰$°C$ ‘
9 Õ!$ .,$ °9 Ωn$ .q$ °9 Õ!$ ú–$ °9 W$’C$ ‘ ’C$ ‘ ’C$ ‘ ’
Z—mõ$ƒ;$\jW$!",N-$opXY$Z—mìt ,"çû C$FGHò”≤x$

Åw !"2c$NoW$ Zgf$ˇñR$ 6$ Noe$ í0 ˝ƒV$ÕXC$ ∑ ‘ ’
rst Vd$í0$,"e$Lf$¤hP$<cy$S˝ˆ$&V2$4$.$øx$

t ów ,.#˚N$<y-$6¨W$(@mìt JR˝$gx$ C$ û C$FGHò≤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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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v$$ x$

*+#,$!"./$$$$H≤$

*+#,$!"z$µ+!"-$»Ñe$µ#,-$!"N$\ $…õøR$$

0 *+#,$!"./0V$zd$*vXY$4;$µ#,$!"Nd$t©$C$

jñW$i4t *+#,$!"./-$*vz$,"Nl$Ù N$P#$Ù x$

XY$ˇ3�$£‰‡$.$øtx$

vw _+#,:$µ#,-$ΩQ$!"$,Ny$"º$,"Nle$=;$$$ C$

ø�$©3$#ËV$ë6f$NoW$V.ft mR0$*+#,$!"$,Nx$

-$ΩQ$¨±$µÕ$,"Nle$=;$ø�$*+#,$ #D-$"º$NoW$H

Zgf$ˇñR$Noz$#,$,"Nl$¸˝e$ÿ2$¨±mõ$V.4$.$

øt #Ë-$´nÑSp4$PYXÚ$ƒ;W$\jmn$'mõ$ 6l$x$ FGG’$

!"N$,"Nl-$ NoVs�$No$.y$ 6l$!"N$,"Nle∑ FGHò$

J$ NoXY$ò�5X∂ ,"4p´Mç ,"ç ´Õ-$÷ C$û C$FGG’¨$ C$FGHò”≤C$

PYe$ÿ2$JY$t©$NoW$V.4$.$øS`$No$¨±œV$≈Lr

d$|}z$ D$*,#hZy$—qr $¬√$Õ'4$&Vt #U´FGFò û C$

FGFG≤x$

mR0$*+#,$!"$,N-$tjf$¨±$NoV$›$No-$ope$$$

ª%$ä⁄$ø%$RSr*$øt*$ind$�Åt #U´ e$ÿHx$ ûFGHIQ≤

 !"$,&-$lS$VñV$¨±$No$cÿ$ÛRe$L;$mÿu$V;C$

mR$Øm*$ øX∂ PY¨±No4 !"$2c NoV$!"#$ #)p$C$ ‘ ’
Vä-$NµV$¤* !"Ú¤$PYe$+f$ä®W$∫\m*$ø�$6S$C$

*+#Ë-$<ced$çtmR$«dtd$hV$Rpr*$øt No-$1x$

ÀN$ä®e$+ÚóV$π∫ª$∆o$µÕXY$./V$VE�R*$øX∂C$

Vd$,"Nl$)J:$,"Nl$⁄˛$‡-$ô‰u$#7mõ$,"Nle$

Lf${+ÕW$^nm*$øt #U´û C$FGHIQ≤x

~w *+#,$!"$,N-$ΩQ$1pV$ñ™#,-$P#e$˝¶W$$$ C$

ADR$«dtd$hVt 1pW$S[mR$«d$_+#,u$(gY$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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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 *+#,$W#$äÕ$1pe$S˝rd$µ#,-$!"./z$*+#C$

,e$N;$#Ë?V$!"./e$çõmd$yDy$¬$Zt VÈ0 V˘û C$

' –≥$*+#,-$!"$äÕ$1pz$L#W—e$S˝rR$«*$C$FGHI≤x$

øR0$Q‰ˇ2eJS$Nâ$*+#,$!"ßëV$L#W—e$S˝ˆ$p

V$øst Dçé$ DèR$!9K$h.y$L#W—e$S˝rsx$H’î÷ H’’F

* !"Ú¤$RM´e$f;$ Dçé$ DèR$!"Vä—æV$—C$ H’Iî H’’F

qr�$N#$No$µ$f$NoW$L!4$.$øst #lΩû C$FGH÷≤x$

,"e$Lf$+ÕV$¤* ","-$TL$oúy$L#W#XY$õøR$$ C$

d$Q‰ˇ2-$–⁄eJ ñ™#,$P#$1pe$S˝rdR$õçd$•$C$

˝¶9W$z*$ øt L#W—e$S˝rd$ ,Nd$öu$ Ñ<No Xx$ ‘ ’
Y kƒR$«z$,Nd$ NÑ<No XY$®‰∂ NÑ<No$./z$C$ ‘ ’ C$

p∑u$æd$—‡XY$õøRâˇ Ñ<No$./W$';$L!rd$)ZC$

hV$9]u$Rprst „Ñ%$gû C$FGH’≤x$

∆tm *+#,-$!"$,Nd$t©$#,™Nd$t©$*vW$z*$$$ C$

øt mˇd$¨±No√$oú:$ä®V$tH* #Ë?e%$No$¨±x$ C$

œV$çõˆtd$&V∂ t©$mˇd$ñ™#,$P#e$!"./$1pV$C$

S˝rR$«dtd$&Vt VÜf$*vXY$4;$*+#,-$!"./x$

z$–KeJ$ ,"Nle${+Õ m%$VE�Rd$ΩQy$LçÿVt‘ ’ x$

*+#,$!"./$+,$¨qbc$$$$F≤$

*+#,$!"./$+,$bcd$!"./e$˝¶W$ADd$tjf$<$$

4$‡-$+Úu$Vud$bcy$ÑY$VE�KX∂ *+#,-$*1W$C$

*¿f$./$0)1$+,$bcd$A∆f$⁄lV∂ bcr¬2S$µ#,C$

:$\ $ µ+!" -$»ÑY$…õ$bcrd$ΩQy$LçÿVst‘ ’ x$

Tà$ D$‡-$*+#,$!"./-$˝¶W$ADd$<4$‡-$+Úu$$$ HG

t[$jp$bcu$„:$£‰i õ´*+#,$!",&-$./$RS#C$

MV$#Ë-$áO:„'$R›N$!"./$™õ45e$ADd$˝¶e$+

f$bc l1® *+#ËV$45md$!",&-$0)1N$,N$û C$FGF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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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A$=$2VÏπõ-$+Úu$t[$bc „ï. ü–5 !",&û C$ C$FGH’≤C$

-$N|�p$MN1úVâN$,& #Ë$ñ‘Y®V$!"./$ÜS$=$0B

òe$ADd$˝¶e$+f$bc Ã#ï !"$,&-$RS#MN$û C$ FGH’≤C$

#,Ëß$p0-$+ÚeJ$!"./$0òS-$o6àNu$t[$bc ˙û

X˝ V≥{ !",&-$ç¿:$+ÚM1$=$./$0òS-$cC$ C$FGH’≤C$

@p$+Úu$t[$bc „ï. ÃΩ% !"./$0òSy$6ñN$û C$ C$FGHî≤C$

#/$ π'�πe$ ADd$ ˝¶e$ +f$ bc áVù TñP Tó.û C$ C$ C$

!"./$0òS:$#,Ëß$π'�π #,Å9$1¶-$+Úe$FGHî≤C$ C$

+f$bc *-% !"./$MÜe$ÿ©$Õ!ßë;N$45W$ÿû C$FGHî≤C$

%f$bc ˙zU$g !"./-$≥Aâ‰:$¸ëûW ./0ò$û C$FGHî≤C$ C$

=$¸ëR=-&-$c@p$+Úu$Vü$bc T≥6 !"./}û C$FGHï≤C$

ΩV$./$ûW$=$./$0òe$ADd$˝¶W$t[$bc ÃÜ- V∆û C$

Ω !"./-$≥A<4V$¸ëR=e$ADd$˝¶e$+f$bcC$FGHï≤C$

ÃñP$g !"./$™õën:$./0ò$=$¸ëR=-&-$+û C$FGH÷≤C$

Úu$t[$bc üë} ì-˝ !"$,.që nap$Õ‰dcû C$ C$FGHH≤C$ C$

0ò$ =$ ¸ëR=-S‡-$ c@p$ +Úu$ Vü$ bc üÚÑ ü,Pû C$ C$

,&-$RS#MV$!"./$0òSe$ADd$˝¶e$+f$bcFGHH≤C$

TM% (PO !",&-$‰¬P$#MN$!"./$0òe$+f$û C$ C$FGHH≤C$

bc üïÜ$g !",&e$Lf$Õ='$#˚-d ,NÜS-$4û C$FGHH≤C$ C$

N+Úe$Lf$bc ÃΩ% +V$.qrstû C$FGHH≤ x$

Tàed$*+#,$!"./e$Lf$èp$bcS$ß7m%$.qrs$$

t *+#,$!"./eJ$176Ru$ß®;$04,"$Ù eJ-$,x$

"p$-Au$23f$bc m2 ÃLM 4)Ú$*+#,eJ$!"û C$ C$FGFG≤C$

ßëW$ß1'mn$'f$!",&-$tjf$⁄˛p$89W$T6f$bc

VLµ$g Tà$DYˇ ñáeJ$Ω9!",&y$-24$!"û C$FGFG≤C$ H’$

./W$⁄˛m J$¿d$�¿`W$sÜ†$bc V"j$g *+#û C$FGFG≤C$

,$ #DV$G2a$!"./-$-Au$23f$bc „Ñ%$g *∑ û C$FGH’≤C$

+#ËW$LñXY$f$ÕŒ$ œW$º;$,&:-$-&Tº$NleJ$¿

d$�¿`W$sÜä* k$;Ó$Nle$Lf$Väp$©]W$Z—f$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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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á–Ñ y$Lúp4$!"./$+,$èp$bcVtû C$ C$FGH∑≤ x$

*+#,$!"./e$Lf$¨qbcu$∆t;i 6ç$bc „Ñ%$$$ C$ û

g VLµ$g ü®, á–Ñ ˛È– u$ZgmC$FGH’¨$ C$FGFG¨$ C$ C$FGH∑¨$ C$FGHF≤

*d$*+#,-$*#f$*1V$ZLY$*¿rR$«* abu$bc$™C$

õ´u$*+#ËVˇ$*+#,$!"$,&Y$¨l;$.qätd$fÚhV$

sÜx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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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ÇÉx$ê

bc$XÚ$=$l«Hx$

y bc$ÖÜtá$=$(‰$$ x$

ÖÜtáz$f$—L-$$$ N#p$yX É$ Vä °Ô ⁄æ-$ê!VC$ C$ C$ C$

∂ bc-$ÇÉäp$+hz$›n$t©$ÖÜtáe$n_mõ$û)%†∞C$H’îG≤C$

èp$bc:$jp$bcY$cÿ4$.$øtx$bce$~J$bc´-$ÖÜt

áN$ÇÉäp$+hW$Vud$&z$µ<mt bc´-$ÖÜtáz$bcx$

´y$ÛÚu$G2id$+hN$Õ˙!Úu$S˝m* Vd$bc$#M bC$ C$

c$op bc$ÓN$+W$�‚%$ú–4Ru$Ólmn$Ç)Vt ˙˝bC$ û C$

Ve$a$leJd$bc´y$±f$bc-$ÇÉäp$+hN$ÖÜtFGG’≤x$

á k‰*$c!p4$bc$ÇÉW$„:$Vu*´$ftC$ x

a$bcd$èp$bc-$_àW$Ûm*$øt èp$bc$ÇÉz$Ön⁄$$ x$

flÑ-p$ÇÉe$Lf$R=p4$N˛N$\ ´bÑ-pV*$;%pXC$

Y$bc$ÑZe$_àmd$ÇÉ Vt !"#eJS$ûQ¶∞§∞C$¢§∞”¢Ø∞C$FGGG≤ x$

èp$bc$_àz$ DL$µSçé$A^N$˝^W$µÕXY$"5pXH’IG

Y$ÑKrsX∂ ⁄flÑ-p$45äW$G†XY$f$jp$bc´?N-$C$

D¤f$(\W$âD∂$´‰u$˚%$rst T-U ˙˝b V$û C$FGGH≤x$ ûFGG’≤

Z—f$èp$bc-$*vW$·LY$a$bcy$èp$bc$ÇÉW$Ûf$à

âu$£‰i $tÔN$tx

vw èp$bcd$´bÑ-pV∂ J◊pVn$Ç)e$ÑÄ-$⁄Z$$$ C$ C$

ñá$=eJ$bc$´…y$¥_$.ùˆt *+#,$!"$,&-$!".x$

/0)1e$Lf$´…d$⁄æ⁄Vˇ$t©$Ä4V$ºZˆ$ñáitd$b

c$™õ´-$V^n:$bc$™õ´e$Lf$+7W$º;$ød$kLY$G

2id$&V$àNpVn$Ç)e èp$_àV$it$àNpVt ~w bC$ 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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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ÓN/0$h12$bc-$NleS$+ÕW$yR∂ -A-$O8W$C$

µ<—ft *+#,$!"$,&y$!"./0)1W$67;$ÓNpXY$x$

�Äf$©˚V$ˇ!ˇdRu$ghid$&S$µ<mR0 ,&y$!".C$

/0)1W$�‚%$45m* �Äf$ÚnY �Äf$89W$nKìdRC$ C$

:$z$Nle$Lf$23W$µ—ftd$heJ$èp$bc$_àV$a$b

ce$¬$!∑f$_àV2$4$.$øt Åw £§pVt *+#,$!"$x$ C$ x$

,&-$!"./0)1W$23md$&z$VA$l;Ñ$ød$VäW$6√$

&ˆY$flómn$'\V$h8 6√$,&-$V^n:$z$c!p4$´C$

…u$·LY${ñp4$6˙W$M1;yd$&Vn$Ç)e$èp$bc-$_

àXY$bcmd$&V$¬$àNpV2$4$.$øtx$

d$èpbc-$ÖÜtáW$⁄flÑ- ;%Ñ- N˛Vä$$¢≠‘%¶°ûFGGï≤ C$ C$ C$

;!Ñ--$•$yRY$cÿmìt õnJ$ÖÜtáz$ 4‡-$qëW$x$ ‘
V¶d$nap4$Õ˙!Ú Y VÜf$Õ˙!Úd$bc´-$ûÔ†Q≠C$H’’G≤’ C$
45$õç:$+ÚóV$bce$RLf$˝¶W$Aßt ÿûÂ°¶£+¶ØØC$FGH∑≤x$

2J$bc$XÚ$aÚeJ$bc´y$yP$ÖÜtáW$Vud$&z$µ<m

t*$4$.$øtx

a$bcd$ -$ÖÜtá$#M$µ$;%Ñ- u$$$ ¢≠‘%¶°ûFGGï≤ ûÊ∞‘¶°ü°¶‘§•§£Æ≤

·LY$mìt ;%Ñ-$ÖÜtáz$⁄≥y$.+pXY$Ó≥md$&V$x$

h8 &∏pXY$c1rd$&V∂ Ñ�P$ñáN$de$=eJ$ÛñW$C$ C$

�‚%$c1;ˇydRu$V;m*$;%md$§$bc-$πÕV$øt*$

at ü˝˛ *+#,eJ-$!"./0)1z$iùpV*$lLû C$ FGHï≤x$

pXY$l;Ñ$ød$&V$h8 !"$,&y$ΩæN$;%W$º;$M1;C$

ˇ‡t*$id$&Vt Bf *+#,$!"$,&y$!"./0)1W$x$ C$

67md$NleJ$¿d$�¿`N$Vu$>?md$Nlz$.+pV*$i

ùpXY$Ó≥md$&V$h8 !4N-$ñ‘Y®N$)'p$Î»e$-;$C$

M1rd$&XY$‡Ñftx$

VÜf$;%Ñ-$ÖÜtáW$G†XY$a$bceJd$äÜãå$bcu$$$

ß±mìt äÜãå$bc d$ V$Z—f$èp$bx$ û∞≠°°≠‘§•¶≤ Â°¶£+¶ØØûFGH∑≤

c-$t®$yR$ÇÉ4$äÜãå –ñ# àû∞≠°°≠‘§•¶≤C$ ûü%¶∞¢Æ¶∞¢Ø¢±Ê≤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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âVä )'n◊R &ˆ$ bcû±°¢†∞*¶*$ ‘%¶¢°Ê≤C$ û¶‘%∞¢±°≠ü%Ê≤C$ û”≠£¶$

µ$mˇY 4‡-$ΩæW$yK$w$Xó4$.$ød$bc$ÇÉ f£‘†*Ê≤$ C$ û

R— Vt a$bceJd$*+#,eJ$!"./W$⁄˛m J$,C$FGG∑≤ x$

&y$äp gpXY$@z$ΩæW$ÕŒpXY$V;m*$-Au$çõm*C$

´$mìn$Ç)e$äÜãå$bcy$!∑f$ÇÉV2$4$.$øtx$

ˇ bc$l«$$ x$

a$bcd$ D$ Eçé$ D$ EèR$ê$ 6Ee$∫Ÿ$Úé$a$$ FGFG î FGFH ï HF

Ú ´…$.ù$=$ÿ%$aÚ Óä$aÚ-$ê$ aÚY$PqrstC$ C$ ∑ x$

n‡$$$$$$$$$$$$$$$$$$$$$

bc$l«$$

D$ E$ D$ E$ 6EFGFG î »$FGFH ï ûHF ≤

DFGFG DFGFH

î I ’ HG HH HF H F ∑ ÷ ò ï

Úé$

aÚ

bc$ÑZ$=$bc$

)Z$Xl

)ö$ÿ%

bc$Úé$.r

´…$

.ù$

=$

ÿ%$

aÚ

bc$™õ´$¨l

´…$.ù

´…$ÿ%

Óä$

aÚ

´…$;%$

Óä$S[

.l$=$i´

ú$ bc-$l«$=$aÚè F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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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Úd$Úé$aÚY bc$ÑZ:$bc$)Zu$Xlm*$+,$)öW$$$H C$

ÿ%mõ$c!p4$bc$ÚéW$.rmd$aÚVt bc´d$*+#,x$

eJ$!"$,&Y$≥¥$µV∂ <T$*+#,eJ$!"W$w$yHDd$C$

&e$L;$≥z$+ÕN$*–W$z*$øt VÜf$+Õz$*+#,$!"x$

,&-$!"./$0)1V2d$bc$ÑZu$Xlmd$§$•$˝¶W$A©

X∂ Vu$G†XY$c!p4$bcu$.qmn$';$bc$ÑZ:$+,C$

ˆ$¨qbc:$)öW$ÿ%mìt ¨qbcd$!",Nu$∫\f$tjx$

f$µ+$,N:$,&u$LñXY$.qˆ$#◊() #'()N$\ $,C$

"NlN$,&-$0)1e$+f$)ö lÉ É$+-$´…?W$Å#%$C$ C$

ÿ%\XYJ$bc-$Väp$·Lu$tR*´$mìt ¨qbc$=$)ö$x$

ÿ%z$bc$ÑZu$¨lmd$NlN$Ã™pXY$VE�KX∂ ´…u$C$

.ùmd$aÚçé$´…u$ÿ%md$aÚèR$R=pXY$.qmìtx$

aÚd$´…$.ù$=$ÿ%$aÚY bc$™õ´u$¨lm*$´…u$$$F C$

.ùmõ$ÿ%md$aÚVt V$aÚeJd$a$bce$ptf$bc$™x$

õ´-$¨l$n]W$Ólm* bc$™õ´u$¨lmìt Úé$7ú$VC$ x$

Ö$bc$™õ´u$LñXY$f$ÕŒ$ œN$bc$™õ´-$–R$)J$+

-$´…u$.ùmìX∂ ÕŒ$ œ$ä®W$0&m* 0&f$ œ$´…C$ C$

u$»Ñ'md$´…$ÿ%-$NlW$.qmìtx$

¡R¬$ aÚd$ÓäW$S[md$aÚY aÚeJ$ÿ%ˆ$´…u$b$$ ∑ C$F

c´-$+heJ$;%mõ$ÓäW$S[md$aÚVt V$aÚeJd$bx$

c$´…:$)ö$ÿ%$´…u$·LY$*+#,$!",&-$!"./0)

1e$Lf$ÕŒp4$;%W$º;$bc$ÓNu$Û,'$md$NlW$.q

mìtx

bc$™õ´Fx$

èp$bceJd$bc-$ope$yK$m⁄f$Zu$œ*$ød$&ˆu$$$

¨lmd$&V$µ<m∂ ü˝˛ Q.f$§Véu$ön$';Jd$û C$FGGï≤C$

Q.f$bc$™õ´u$ed$&V$+AVt Ve$ÿ2$a$û˝¢°£¶C$FGH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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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Jd$bc$ope$çtmd$Q.f$§Véu$é”mn$'mõ$o

p$úù W$ß®mìt op$úùz$bc$è)-$*ûü†°ü¢£§•¶$£≠ÆüØ§∞±≤ x$

1W$w$sÜäd ôçf$liu$yP$&ˆu$¨lmd$N≈´p$úùC$

É-$mˇVt ÿ2J$*+#,eJ-$!"./$⁄˛W$yû(≠‘‘¢∞C$FGH÷≤x$

K$w$sÜx$.$ød$&ˆu$¨lm*´$op$úùW$⁄—mìtx$

z$ _á$,&Y$7ÈÍz$Öçé$ DèRu$ ËÓN$$$¨†Q¶°Æ≠∞ûH’I’≤ ∑ ‘
7R -$aÚY$ i˜t V$aÚeJd$ ËÓp$ –⁄ e$ ¥ mn$Ç’ x$ ‘ ’
)e 0)1$ 67V$ VE�Rn$ �¿¸$ —nY$ ˛amìt ÿ2J$C$ x$

D$–≥$*+#,e$ D$Vñ$≥¥$µ4$!"$,&$µ$bc∏ ,&FGFG ∑ C$

#˚"ë! L#M$P#$+-$./$+,$0)1$67$ßë-$ΩæV$øC$

d$,&$ óW$bc$™õ´Y$¨lmìt Bf &ˆbceJ-$&ˆHò x$ C$

¨lz$tj1W$≈i;^$m≠Y ˙˝b *+#,$!"$,&-$û C$FGG’≤C$

1√ Rƒ Ω9$+-$tj1V$S˝≤$.$øS`$bc$™õ´u$¨lC$ C$

mìtx$

bc$™õ´$¨l-$pt1W$Z*mn$'mõ$bc´y$T=r�$ø$$

d$L#-$RS$,.$ 4N$π∫ª,"#$Ã&$ ó Ã&Nl$L#MË$F F C$

óN$\ $0)ykÆW$c1mõ$-R´)W$<ëmìt T∆pXY$$F x$

a$bce$™õf$bc$™õ´-$*1z$tÔ-$ ú$ N$tè ∑ê x

순번 성명 성별 경력 지역
학생�

성별
비고

1 임진로 남 년20

16

~

20

년차

경기 공학 스포츠교육학� 박사

2 조인성 남 년20 경기 공학 체육수업연구회

3 이하나 여 년17 서울 공학 체육수업연구회

4 김배려 남 년16 서울 남고 체육교과연구회

5 이만능 남 년16 서울 공학 체육교과연구회

6 최흥미 남 년15 11

~

15

서울 공학 체육교과연구회

7 이공감 남 년14 경기 공학 체육교과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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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bc$™õ´-$*1è ∑ê$

´…$.ù∑x$

y ÕŒ$ œ$$ x$

ÕŒ$ œ z$bc$™õ´-$äp$ÛÚu$V;m*$$$ û§∞B*¶ü‘%$§∞‘¶°•§¶+≤

7Rmn$';$&®4$.$ød$yK$àNp4$´…$.ù$ÇÉVt ü˝û

˛ a$bcy$*+#,2d$*.f$deN$ñá$=eJ$!"./C$FGGï≤x$

W$⁄˛m*$ød$!"$,&-$ΩæN$45W$LñXY$m*$øtd$h

eJ ÕŒ œz$bc$™õ´?-$Ñ+p4$ΩæW$œhäne$yK$pC$

tf$ÇÉV2$4$.$øtx

ÕŒ$ œz$t—$M5e$ÿ2$c@'ˆ$ œ S$$ û£‘°†”‘†°¶*$§∞‘¶°•§¶+≤C$

c@'ˆ$ œ Nc@'ˆ$ œû£¶Æ§B£‘°†”‘†°¶*$ §∞‘¶°•§¶+≤C$ û†∞£‘°†”‘†°¶*$

+XY$cÿ @˝Œ r∂ c@'ˆ$ œz$è)N$ØÄ§∞‘¶°•§¶+≤ û C$ FGHò≤ C$

V$A‰$l;Ñ$ø�$0Ø´y$´#Y¸$Ë›W$ú–mn$�¿¸$S C$

Nc@'ˆ$ œz$l;P$è)Vˇ$ÑZ$óV$0Ø´-$´#Y¸$ØÄ$

µ$µ<m%$Ë›rd$ÑZu$¬√$"V$ œ4$.$ød$*vW$i4t

8 김역량 남 년12

년차

경기 공학 체육수업연구회

9 민성실 남 년11 인천 공학 체육수업연구회

10 정존중 남 년11 서울 남고 체육수업연구회

11 조협력 남 년9

10

년차

이하

경기 공학 스포츠교육� 석사과정

12 전자율 남 년9 경기 공학 체육수업연구회

13 이기록 남 년8 서울 공학 체육교과연구회

14 유열정 남 년7 서울 남고 체육교과연구회

15 이사랑 여 년5 서울 공학 스포츠교육�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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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Sc@'ˆ$ œz$ œ-$c@:$@¥z$A‰$l;Ñ$û C$ FGHï≤x$

øR0 6ÇM$è)W$º;$0Ø´-$@’$¬$ôçf$S0W$Vw�x$C$

.$øtd$heJ$~J$£‰a$)$yR-$ œ$M5V$KahV$lmˆ$‧
ÇÉV2*$4$.$øt a$bceJd$bc´-$ œ$n◊e$ÿ2$Ëb$x$

.$ød$ œ$ÓN-$«Vu$ÇRm JS$bc$™õ´-$Ë›N$ΩæW$

N,p$"V$ø%$Vw�än$';$Sc@'ˆ$ œ$M5-$ÕŒ œW$

Pqmìtx$

Sc@'ˆ$ œ-$ œ$yVsd$tjf$bc$™õ´?W$LñXY$$$

f$ œeJS$6+1$ød$´…$.ùV$y°mtd$heJ$k$µ<1V$

(@ˆt ÿ2J$ œ$V0e$⁄—f$&0$6ÇM$X)W$G†XY$ x$

œ$yVsu$Y1mõ$a$ œe$á4$ZlV∂  œ$yVs$ä®z$0C$

)ykÆ-$fi·u$º;$T∆$Ólmìt  œ$∞.d$T∆$™õ´u$x$

LñXY$ ∏$⁄—$ZlV∂  œV$Pqre$ÿ2$ œ$yVsu$ñH»∑ C$

áe$ª%$.lmõ$àNpXY$´…u$.ùm*´$ft Bf y™p$x$ C$

L $ œW$M$XY$mr DYˇ ñáe$ÿ2$L $ œV$�¿:C$ H’$

è$ΩQu$LNf$NL $±Ç¶$≤≥¥W$&0e$]Nmõ$bc$Pqe$

«èV$óS`$mìtx$

ˇ –R$)J$$ x$

–R$)J d$bc:$+,ˆ$)J ˝ñ URµ k‰p$´$$ û*¢”†Æ¶∞‘≤ C$ C$ C$

…$+W$RÙmd$∫up4$®�Vt bc$™õ´y$=û˝¶°°§≠ÆC$FGG’≤x$

f$bc∏-$´…ù ./$ÚéJ #˚ßë$´…$+W$bc$™õ´-$C$ C$

ë-$Öe$.ùmõ$´…$ÿ%$=$;%e$ß®m* bc$™õ´-$ΩæC$

W$V;md$§$i@$´…Y$ß®mì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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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x$

y ´…-$n◊$$ x$

´…-$n◊ z$bc´y$a$&W$c´y$i% md$$$ û*¶£”°§ü‘§¢∞≤ û£%¢+≤

&Vt V$aÚd$6ÇM$X)N$ÕŒ$ œ k‰*$–R$û“¢Ø”¢‘‘C$H’’÷≤x$ C$

)Ju$º;$.ùf$´…u$ød$kLY$l‰md$aÚVt a$bcex$

Jd$6ÇM$X)$ÓNu$)Í√Y$l‰m* ÕŒ$ œ-$ΩQ$ œ$¥C$

Ö-$0& u$º;$ œ-$ä®/0$h12$ÿ'n ∂Ô$+û‘°≠∞£”°§Q§∞±≤ C$

W$n`XY$ºn*´$mìtx

ˇ ´…-$ÿ%$$ x$

´…-$ÿ% z$bc´y$a$&W$c´y$g% md$&V$$ û≠∞≠ØÊ£§£≤ ûP∞¢+≤

t V$aÚd$~J$´…-$n◊$aÚeJ$l‰ˆ$´…?û“¢Ø”¢‘‘C$H’’÷≤x$

W$bc´-$-Se$ª%$≥çDmõ$!Ú'md$aÚVt a$bceJ$x$

d$0&ˆ$´…u$·LY$md$D∑ W$ÿ%-$Ñ<$NlXY$‹û”¢*§∞±≤

dt d$D∑-$#MW$6Çp$D∑ k$D∑x$¸‘°≠†££ûH’Iî≤ û¢ü¶∞$”¢*§∞±≤C$

¨±p$D∑ XY$cÿmìt Vu$·Lû≠A§≠Ø$”¢*§∞±≤C$ û£¶Ø¶”‘§•¶$”¢*§∞±≤ x$

Y$6ÇM$X)$ÓN ÕŒ$ œ$0&$´… –R$)Ju$∆tpXY$!C$ C$

Ú'mn$';$ÿ%$_ned$6Çp$D∑W$º;$8s u$»Ñ'$û∞¢*¶≤

m* VÖed$k$D∑W$º;$µÕ$ke$ÿ2$∏π*‰u$ç¤m∂C$ C$

¨±p$D∑W$º;$´…u$6o<bm%$l‰mìt @®}û C$H’’’≤x$

t ´…-$;%$$ x$

´…-$ ;% z$ bc´y$ a$ &W$ c´y$ V;m%$$ û§∞‘¶°ü°¶‘≠‘§¢∞≤

md$&Vt V$aÚd$ÿ%ˆ$´…u$·LY$û†∞*¶°£‘≠∞*≤ û“¢Ø”¢‘‘C$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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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y$bc$ÓNu$S[m* bc$ÓNy$�∫$-Au$zdRu$ÓC$

lmd$aÚYJ bc´-$º7V$<crd$πÕp4$aÚ2*$4$.$C$

øt a$bceJd$D∑W$º;$!Ú'$ˆ$»Ñu$·LY$*+#,$!x$

",&-$!"./0)1e$Lf$45N$67W$'f$89 :;<4N$C$

>?@AW$∆tpXY$c@'mõ$Z—mìtx$

bc-$P⁄1$=$„‰òx$

y bc-$P⁄1$$ x$

$$èp$bceJd$bc-$P⁄1W$≈imd$&V$µ<m∂ P⁄1W$C$

≈imR$Øf$bc-$ÓNd$yDu$zn$�Åt ÿ2J$jp$bc-$x$

!∑S Õ=S:$¡ïyRY$èp$bceJ-$P⁄1W$¤Vn$';$pC$

®f$0ÄN$V#u$n◊4$V<y$øt #lΩ *u$a$bceû C$FGG÷≤x$

J$bc´d$*+#,$!",&4$bc$™õ´:$V$*+#,eJ$!

"W$yHD*$øn$Ç)e$bc´-$Ñ+1V$6W≤$õRy$Zt ÿx$

2J$bc-$P⁄1W$Z*mn$'mõ$ N$ y$Z—f$¢§∞”¢Ø∞ Ô†Q≠ûH’Iò≤

Õ=1$]â$µ$‹›fifl ë…$‡$‚- c1M$fi·$Y/W$ß®mìC$ C$

tx$

‹›fifl$$$$H≤$ û‘°§≠∞±†Ø≠‘§¢∞≤

a$bc-$Ñˆ$´…$.ù$ÇÉz$ÕŒ$ œVt mR0$‹›MeJ$$$ x$

)$6-$hN$)$6-$›V$Ñ�è$Ç$t©$f$hN$›V$l;Rd$&˘

/ èp$bceJS$f$yR$ÇÉe$-Ómnit$õÜ$ÇÉW$º;$–C$

ñW$ G2i $ ¬√$ l≈f$ 23N$ V;y$ y°4$ &Vtû˝≠‘%§£¢∞C$

Ve$a$bceJS$ÕŒ$ œN$\ $–R$)J ./$&ˆ$ˇ[$H’II≤x$ C$

˝ñ´…$+W$º;$–ñe$Lf$it$!∑f$V;u$ö*´$mì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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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M$‡$fi·$$$$F≤$ ûÆ¶ÆQ¶°$”%¶”P≤

èp$bceJd$bc´-$Ñ+1W$çZm* –ñW$ød$kLY$G$$ C$

2in$';$89;^$ft a$bc-$bc´d$*+#,eJ$!"W$x$

yHD*$øX∂ VY$4;$*+#,$!"$,&u$LñXY$md$bcC$

eJ$Ñ+1V$6W≤$õRy$Zt ÿ2J$bc-$ÓNu$bc$™õ´x$

?e%$Vª6Y$0Œmõ$bc$™õ´-$+heJ$f$ı$¬$≈4m*C$

⁄Z$bc$™õ´-$+hLY$ÓNy$S[rsdRu$≈4md$NlW$

âIXYJ$P⁄1W$≈im*´$mìtx$

ë…$‡$‚-$$$$$∑≤$ $

ë…$‡$‚-d$ 4$bc´y$»4$.$ød$ÇÉp ;%p l«p$$$ H C$ C$

Gmu$HVn$';$ë…$bc´u$bc$Nle$™õ—º$hfiW$Íd$

&W$9ft ü˝˛ a$bceJd$èp$bc$ΩæV$ôçf$Rû C$FGHï≤x$

S$,.:-$‚-u$µÕXY z$bc⁄eJ$\ m*$ød$ë…?N$C$

ñ‘$hfi W$Pqmìt *u$bcu$Pqmd$NleJ$û”°¢££$ ”%¶”P≤ x$

bc⁄eJ$\ $()W$Ω*$ød$ë…?-$-RW$.—Y$Ñ*$ÍÔX

YJ bc´-$´-p$;%W$>?m* bc-$P⁄1W$≈im*´$C$ C$

89mìtx

ˇ bc-$„‰$$ x$

bcu$.q4$Ç bc-$.qXY$4;$bc$™õ´y$®VæVˇ$$$ C$

í;u$WR$«S`$›√u$#-;^$ft *u$a$bc-$LñV$*+x$

#,$!"$,& ¢$4‡V2d$heJ bc-$„‰u$V;m*$Rºè$C$ C$

.$øS`$89md$&z$oQ$µ<mt Vu$';$bc$Úé$aÚeJ$x$

," W$VÂÊÁÊ ûÁ%¶$Â¢ØØ≠Q¢°≠‘§•¶$Ê∞£‘§‘†‘§¢∞≠Ø$Á°≠§∞§∞±$Ê∞§‘§≠‘§•¶$(°¢±°≠Æ≤

.mõ$bc„‰-$nap$&ÍW$—RmìX∂ RS,.$=$ë…:-$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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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º;$bc„‰u$'SmR$«S`$›√u$89mìtx$

Vu$';$bc$™õ´$¨l$NleJ$bc-$opN$l«$+$bc-$$$

0Sp$ä®W$Z"mõ$bc$™õ´y$™õ$õçu$mÿu$fi·4$.$

øS`$mìX∂ V$NleJ$bc$™õ´y$ø9Vˇ$(<u$fi¿R$C$

«S`$›√u$Ñ-mìt Bf$bc$SµeS$®ù\W$fi¿âˇ$a4x$

-$-&e$ÿ2$|Z3$bcu$µa4$.$øÔW$&0e$"Rmìt Õx$

Œ$ œ$´…e$∫\ˆ$1óN$n+óz$©)$yóXY$ç‘'mìX∂C$

M´…d$¡‘'mõ$í0m%$i+mìtx$

VÜf$89eS$®cm*$bc´y$-5mR$Ømd$bc„‰$'S$$$

)Zu$fi·Í* bc$.qW$È4Í*´$bc$Úé$aÚeJ$JKL#C$

,$Ëó„‰'M∏ u$º;$bc-$l« ÇÉ$+$bc$0SW$fiflûÊÏÌ≤ C$

Íh$bc$ÚéW$È4Í˜X∂ È4Íz$bc$Úée$ÿ2$bcu$.C$

qmì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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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ÓN$=$(-x$ë

*+#,$!",&-$!"./0)1$45Hx$

a$leJd$*+#,$!",&y$45md$*+#,$!"./-$0)$$

1W$£‰i*´$ft JäeJ$|™f$G:$V a$bceJd$6Sx$ C$

p4$µ+!"./$0SeJ$tE*$ød$0)1itd$–¥$*+#,$

!",&y$45m*$ød *+#,-$*vW$w$sÜäd$!"./-$C$

0)1W$sÜä*´$ft bc-$ÓNY$S[ˆ$*+#,$!"./0x$

)1-$L»Ñd$ ,"Nl$0)1 PYP#$0)1 Ò$bÚ$0)1‘ ’C$‘ ’C$‘ ’
-$Û$˝ƒXY$sÜ5tx

y ,"Nl$0)1$$ x$

,"Nl -$6˙z$—Lˇ$&∏-$Ä˛e$ÿ2$tjm%$$$ û”†°°§”†Ø†Æ≤

&®r�$≠* ,"Nl-$MÜˇ$#MS$Ú=;J$Ä';≠t Vl?C$ û C$

V˘/$,"Nl-$6˙ MÜˇ$#MW$l-u$ä‰nd$�ÅRFGG∑≤x$ C$

0 6SpXY$#,$–K-$,&?z$,"NlW$ ^y.]-$,"Nl$C$ ‘
XY$V;md$Ω¶V$øt ü–} VÜf$45W$nSXY$4$’ û C$H’’’≤x$

Ç –K-$,&e%$,"Nl$0)1z$abu$^y.]$,"Nl$)JC$

e$Lf$0)1XY$flr�$Íh?õRn$!tx$

mR0$ -$ +he$ ÿH ,"Nl$ 0)1$$ ¬∞∞§£ûH’’÷≤ C$ û”†°°§”†Ø≠°$

z$ *lf$dep$}ΩN$ñáe$ød$#˚´e%$plf$ä¶Aü¶°‘§£¶≤ “
®W$¨lm*$0Œ4$.$ød$,&-$°9 XY$l-ˆt Vd$,"N” x$

l$)Je$Lf$V;e$¬®� #˚´e%$0Œ4$./$ä®W$¨lmC$

* deN$ñáe$ª%$0Œ4$.$ød$°9èR$,"Nl$0)1XY$C$

id$+hVt VÜf$+heJ$,"Nl$0)1z$abf$,"N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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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Ò�$,. #˚$Nl-$0Sp4$˝ƒeJ$7ârd$,&å

-$°9W$-Aft ./-$ä®W$plm%$¨lm* ñáe$ª%$0x$ C$

Œmd$°9XYJ-$,"Nl$0)1z yHDd$6V$yK$µ<f$/C$

{4$,&e%$yK$napXY$z{�Ñ^$4$0)1V2$4$.$øtx$$

VÜf$deeJ$*+#,$!"./-$,"Nl$0)1z L#W—$$$ C$

'Ñ-$#,$)'2d$dep$ñáe$√õ$ød$*+#Ëe% !",&C$

y$plf$,"ä®W$¨lm*$àNpXY$0Œ4$.$ød$°9XY$l

-4$.$øt VÜf$6˙$l-u$G†XY$a$leJd$,"NlV$cx$

–rd$.]e$ÿ2$V˙p$.] )Jp$.] ⁄˛p$.]XY$cÿmC$ C$

õ$!","Nl-$0)1W$£‰i*´$ftx$

V˙p$.] ˜¯f$./$˘#$$$$H≤$ >$

y ./$˘#-$µ<1$$$$$$ ≤$

4S-$14 ¡m'¡$‡Ud$ °Ôz$Ë›V$r* Ë›z$9V$$$ û ≤$ “ C$聖人
r∂ 9z$qëV$ˆt *$mìt 4‡V$qmd$©3$q'-$ƒG†C$ x” x$

ed$›´y$z*$ød$°ÔN$Ë›V$"V$+õm*$øtd$-AVtx$

!",&S$¡ïyRY$›´-$ΩæW$º;$M1ˆ$!"./e$Lf$˘

#N$Õ˙V$./—‡e$qëXY$´bπµ%$sÜˇ%$ˆt Ve$a$x$

leJd$V˙p$.]eJ$!",&-$./⁄˛e$Mtv$˝¶W$ADd$

./$˘#e$L;$£‰i*´$ftx$

!"N$,"Nl-$V˙p$.]z$,"NleJ${cmd$oú ä®$$ C$ C$

ÇÉ k‰*$<ye$VHd$(-u$˘#p4$«MeJ$tEd$&VtC$

T-U ÿ2J$V˙p$.]-$,"Nl$0)1z$˘#p$«M-$û C$FGGG≤x$

0)1W$-Am∂ *+#,$!",&d$›´-$˘#W$G†XY$#ËC$

-$1KN$1—W$';$íJ^$ft mR0$L#W—0V$#6f$oúx$

Y$õøRd$6S*eJ L#W—e$˝¶W$ÑR$Ømd$No?V$ÑÄ$C$

NoXY$s¿ˇ%$ˆ$&z$�Z$Gò-$6V$h1t ú pXY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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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 V pXYd$#ËN$#ç©e%$!"C$

—‡V$µ<mR$«z$—‡XY$Íh?õKt ≥z$*+#,$!",&x$

?S$VÜf$–⁄e$b0;$y∂$W—2d$kòe$≈�$m⁄f$RSy$

Ó≥mR$«d$./W$⁄˛;≠* #Ë?e%d$´bπµ%$!"./$C$

—‡W$ 8d$—‡ XY$45md$ô·y$∆‰$"%$´‰$˚˜t f^,‘ ’ û

"Nl<yM Vd$bc$™õ,&?-$ΩæeJS$N«m%$sÜC$FGGF≤x$

ˇ*$østx$

아직도 고등학교는 아나공 수업이 많다고 제가 대학 학부 교직실,
무 수업을 하면서 체육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직도 ,
아나공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많으시더라구요 저희 주변에서.
도 얘기를 듣고.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안 해요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안 해 왜 안할까요 아. . ?
무도 관심이 없어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체육수업이 . .
그런 줄 알아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수행평가를 위한 수업을 하. .
고 있어요 레이업 연습 번 한 다음에 레이업이 재밌어요 재. 2,3 . ?
미없죠 레이업이 앉아서 다음 들어와 다음 연습해 로테이션 돌. . . .
리고 자기는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애들은 사이드에 다 . .
앉아서 핸드폰 학원 숙제.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VÜf$ZSp )'p$<4XY$4;$*+#,$!"./e$Lf$çl$$ C$

p4$45V$≈Sr J$!"./-$èz$Ú=;J$»hK* õ0u$ñC$

n$í3$8b}-$*‰Y$ºhøt VÜf$8b}-$*‰u$ñ* !"x$ C$

./eJ$0)1W$z{n$';$bc$™õ$,&?z$˜¯f$./$˘#W$

G†XY$#Ë?e%$*+#,$!"./-$Ç¶W$Z—;Ñ�^$ft*$

45m*$østx

⁄ZY ,"Nl$⁄qe$ø�$,&-$Õ˙V$⁄˛e$ADd$˝¶z$$$ C$

R5V$⁄˛e$ADd$˝¶it$Ztd$hz$¨qbceJS$sÜ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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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t VΩP TP˝ ´Õ-$!"./e$Lf$˜¯f$˘#V$øû C$ C$FGGI≤x$

* ⁄˛m*´$md$-Ry$øt gç-$�¿`$=eJS$!"./C$ C$

0)1W$674$.$ød$nSW$¡,4$.$øn$Ç)Vtx$

본인 철학이 있으면 또 그 철학이 옳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가라, , .
왜냐면 시대는 계속 변하는 거고 나랑 그 친구의 철학이 다를 수.
도 있지만 그 친구가 지금 시대에 맞는 철학이고 이게 위법하지 ,
않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랑 는 다른 거지 틀린 게 , A B
아니잖아요 그거를 존중해주고 싶고 그걸 본인 생각대로 끌고 나.
가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무색무.
취가 되는 것 보다 그래도 이 선생님은 뭘 한다 이런 생각이 날 .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저는 교사로서 두 가지 그게 있거든요 움직임의 즐거움 삶의 질 . ,
향상 두 가지의 체육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걸 늘 오리엔테이션에.
서 언급하는데 중략 체육 진짜 즐겁고 삶에 꼭 필요한 건데...( )... , ,
이게 저는 약간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지 모르지만  .
꼭 필요한 그런 거라서 이 즐거움을 반드시 애들한테 좀 알려주. .
고 싶어가지고 그 때 고민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목표가 달라지니까 수업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

아 분명한 추구하는 방향이 없는 것 하고 있는 것 그 차이인 것 . .
같아.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ˇ ./$˘#-$⁄˛$jñ$$$$$$ ≤$ û ≤樣相

bc$™õ$,&-$!"./e$Lf$˜¯f$˘#N$Õ˙z$./$⁄˛X$$

Y$V�Ñ$./–KeJS$kLY$sÜ5t *u$#D$_:$#n$_ex$

d$G‰…πVâ$—‡W$yYXYJ$,&y$z*$ød$./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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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Ë?N$"#m*´$mìtx$

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간가량하며 학생들이 년 동안 해야 2 1
할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 안에서 요구하는 건 기능을 배워서 잘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방법을 배우라고 많이 얘기해요 내가 .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때 이제 소개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을 정말 잘 녹여내 가지고 그 다음에 동기를 막  올려줘야 되는데, ,

중략 저는 그래서 아이들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첫 시간 오리...( )... ,
엔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운동장에 나가서도 중요하죠, .
저는 사실 그래서 쓰는 전략이 그렇게 해서 아 선생님이 이 사람

이 정말 우리한테 관심이 많구나 이 생각도 하고 철학에 대한 얘. .
기도 하거든요 관련 영상도 많이 틀어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 ,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심동적으로 정의적으로 다 보여주는 게 중, ,
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학년 초에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아 이번 학기는 단체 경기는 

투투볼을 할 거야 개인은 팝스 종목 중에 제멀하고 유연성을 할 .
거야 학급 대항 경기로 단체 경기를 갖고 조별 경기를 할 거고. ,
학급 대항 토너먼트 대회를 열거야 너희가 하고 싶은 스포츠가 있.
으면 방과후에 해 아침에 일찍 와서 해 내 수업에서 그런 시간 . .
달라고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교사로서 내 수업에 대한 내가 권.
한을 갖고 너희들 수학 시간에 미적분 할 테니까 인수분해 가르치

지 마세요 하지 않잖아 이거는 내 수업에 대한 한 학기의 시나리.
오야 이걸 처음에 소개를 해요.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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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_$G‰…πVâW$º;$,&y$z*$ød$./e$Lf$$$

˘#W$#ËN$"#\XYJ$!"./-$Ç¶W$Z—;Ñst Bf$#x$

n$_-$G‰…πVâW$n_Y #n$µ-$./eJd$./-$Î$W$C$

≈rm* o$«—$#Ë?e%$./$ä®W$ó≈m%$Z—mìt Vu$C$ x$

º;$./e$™õmd$#Ë?V$!"./W$abu$ 8d$—‡ XY$4‘ ’
5md$&V$h8 !",&y$¨lm*$0Œmd$./$ä®W$çQd$C$

#˚-$—‡ XY$45mS`$89m*$øst‘ ’ x$

$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구성된 수업 활동을 제공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나공 수업같이 너네들이 너희들끼리 축.
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수. .
업 내용에 따라서 하물며 그냥 리그전을 한다고 해도 오늘 팀, a, b
이 할 거고 오늘의 메시지는 뭐고 말로만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 ,
팀은 뭘 해야 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같이 c ,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활동은 온전하. .
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수업 열심히 하란 얘기 안 할 테니까 훼방은 놓지 마라 그리고 내 .
수업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수업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
너희들이 배울만하니까 이걸 결정해서 가르쳐주고 할 만  하니까 .
이런걸 하지 그 부분은 날 건들지 마라 그 부분은 민감하니까 그. . .
리고 앉아 있는 거 그것만 지켜라.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V˘/$./e$Lf$ó≈f$Õ˙N$˘#z$bc$™õ$,&?-$./$$$

⁄˛eJS$kLY$sÜˇ*$øs* Vu$G†XY$gç-$õÜ$�¿`$C$

=eJS$*+#,$!"./-$0)1W$iõÑ*$øst ÓäpXYx$ C$

ä⁄$ød$!"./W$R=pXY$V�ˇyn$';Jd$V˙p$.]-$

,"Nl$0)1V$Ss—$z{�Ñ^$m∂ *+#,$!",&y$Vu$C$

z{n$';Jd$!"./e$Lf$˜¯f$˘#V$V.pXY$<cˆ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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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øt Ï`π-$˘#´$ πÀy$9ä≈ opRy$ód$&"ex$ C$“
%d$�∫$GLS$bôV$h1 n$Ç)Vt” x

)Jp$.] ,"Nl$)Je$Lf$V;$$$$F≤$ >$

~J$£‰i˜≈V –¥$,&e%$Íh?õRd$,"Nl-$-Ad$$$ C$

)Jp$.]-$,"NlW$-Amd$ΩQy$LçÿVt )Jp$.]-$x$

,"Nlz$V˙p$.]-$,"NleJ$Z—ˆ$Ç¶W$·LY$�‚%$

./eJ$⁄˛;^$mdRy$nY$ó—'r�$ød$&W$-Aft T-û

U ÿ2J$)Jp$.]-$,"Nl$0)1z$V˙p$.]-$,"C$FGGG≤x$

NlW$G†XY$c–ˆ$)Jp$.]-$c!p4$⁄˛$RIW$¯GH%$

V;md$&V$πÕV$ˆt*$4$.$øt a$leJd$*+#,-$!"x$

./eJ$,"Nl$)Ju$V;md$&V$Ã$µ<f$-Au$zdRe$µ

hW$)*$£‰i*´$ftx$

y ^y.]$,"Nl$$$$$$ ≤$

D$–≥$_ µ *$0$#DeJ$—qr*$ød$ 6l$,"N$$FGFH å å FGHò$

lz$_+#, µ#,-$"º$,"NlN$*+#,-$¨±µÕ$,"NC$

lXY$c1r�$øt iº$6S*eJd$iº,Nu !"$ÿ^$*.$x$ C$

op$*+#,4$!"*+#,eJd$ 0)$,N W$,"Nle$ù1m‘ Ê’
d$&V$6SpVt mR0 6l$,"Nlçé$6S*eJS$#x$ C$FGHò$

Ë?-$-.N$#,$õAe$ÿ2$ 0)$,N W$#,$,"Nle$ù1m‘ Ê’
*$¸˝4$.$øS`$,"Nl$ù1 ¸˝-$´¡œV$≈Lrst ,"å û

ç ÿ2J$6S*$#Ë?z$ ú$ e$Z—r�$ød$NoW$PC$FGHò*≤x$ è ÷ê

Y$-.N$#,$õAe$ÿ2$¨±mõ$V.4$.$øt V˘/$*+#,$x$

!"N$,"Nlz$©3$#Ë?V$ë6f$NoW$V.md$_+#, µC$

#,:$Œ‰ #Ë?V$PY:$p1e$ª%$NoW$¨±mõ$V.4$.$C$

øtd$*vW$zd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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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편제2015

교과 

구분
교과

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보통

교과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전문

교과 

I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 , ,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 , · , ,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 ,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 , ,

분석

ú$ 6l$*+#,$!"N$,"Nl$ùZ 6S*è ÷ê$FGHò$ û ≤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호 에서 발췌하여 편집※ · ( 2020-248 )

!",N$äeJ$›$¨±$NoV${cmd$Ç¶N$1ÀV$tHn$Ç)$$

e ›$No√Y${cmd$oúS$tu$.÷e$ót Vd$_+#,:$C$ x$

µ#,-$!",Ny$ !" -$a6$NoXY$ù1r�$ød$&N$yK$‘ ’
•$«Vu$iVd$çÿVt ÿ2J$*+#,$!"$,&d$!"$,N$äx$

e$ù1r�$ød$›$¨±$NoV$�Äf$1ÀN$oúu$z*$ødRC$

›$No-$,"$ä®z${|4R:$z$ )Jp$.] -$,"NlW$V‘ ’
;md$&V$napXY$¨qr�^$ft Bf$No√Y$«√'ˆ$,"x$

NlW$V;md$&/0$h12 ¨±µÕ$,"Nl-$*1ñ$#Ë?-$C$

¨±e$ÿ2$yHŸ^$4$NoV$oD$Ä'4$.$øtd$hS$f)e$)

�^$ftx$$

고등학교 체육은 중학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 사람은 .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
고무줄처럼 유동적이어야 돼요 교육과정 자체가 더 늘어날 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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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기본만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늘어날 여. .
지는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야 그 학교에 그런 수.
요가 없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수요가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만.
들어줘야지 중략. ...( )... 교육과정을 빠삭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해

요 중학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 . 2015
서 학년 학년 학년 보통 한 과목 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선택1 2 3 .
과목이 가능하거든.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eJ$#Ë?-$PY:$p1e$ÿ2$¨±œW$çõmd${Ûd$$$

*,#hZ-$—qXY$¬√$≈L≤$&Vt *,#hZd$#ËV$n_$x$

TjN$na$#9W$G†XY$PY:$p1e$ÿ2$NoW$¨±m* VC$

.n]e$SŒf$Noe$L;$#hW$Û”m*$Vu$3pmõ$*+#,

u$Õ/md$ZSY D$¡Vπé*eJ$0 $—qrs* DeC$FGFG C$FGFF

d$*1'*eJ Ded$0!$6S*eJ$aÀ$—qW$~)*$øtC$FGFò

,"ç L#,eJ$#ËV$Œ*$œz$(-u$¨±mõ$.(mû C$FGFH≠≤x$

* 6lf$n]W$V.m $Õ/md$&N$#&f$MÜy$*+#,eS$C$

p®ˆt*$‡$.$øX∂ –≥$0 $SW$0$—»#,:$¨S#,u$¸C$

˝m*$øt *,#hZd$*+#,$,"$!Z-$•$UV$∆tpXY$x$

Ä'md$&Vne ^y.]-$,"Nl$)JS$0 pXY$6l≤$ZC$

lV∂ Ve$ÿ2$*+#,$!",N-$©˚S$Z%$Œ2è$&XY$ZC$

ñˆt ÿ2J$*+#,$!",&e%d$Ä'md$,"$!Z: ^y.x$ C$

]-$,"Nl$)Ju$¯GH%$V;4$.$ød$)Jp$.]-$,"Nl$

0)1V$¬√$Z%$<cˆt*$4$.$øtx$

전자율 교사 시가 지금 고교학점제 선도 지역이야 그래서 고교: 00 .
학점제로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 대학교랑 .
비슷한 거야 수강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 학년 반 수업이야 반 반 이런 게 아니고, 2 B . 1 2 . B
반에 학년 반부터 반까지 다 들어와 있어 체육2 1 10 .
수업 하는 이 시간에 같은 반 앤데 얘는 생활과 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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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듣고 얘는 일본어 듣고, .
연구자 그게 잘 돌아가나요: ?
전자율 교사 그게 시간표 짜는 게 되게 어려워 이렇게 하고 있어: .

서 우리가 블록으로 해야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 .
지금 두 학급 분량의 애들이 들어와 있어 오십 몇  .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명이 팀 티칭이야 이거2 .
를  학기 때는 그냥 종목으로 나눴고 학기 때는 같1 , 2
은 탁구인데 여자 남자 반으로 나눈 거야 같은 반 . B
안에서.

전자율 교사 심층면담( , ) 

ˇ Rƒ.]$,"Nl$$$$$$ ≤$

,"Nl$¸˝-$´¡1V$≈Lr*$RÇÿœ'y$Pqr J Q‰ˇ$$ C$

2d$Z$ «$,"Nlçé$nÓ-$^y.]$,"Nl$µÕVs�$,"Nï

lW$Rƒ$.] a'#,$.]eJ$¸˝4$.$øS`$´¡œW$≈LmC$

ìt ü–- Nâ$6´pXY$0^eJ$ë6m%$p®rs�$^û C$FGHò≤x$

y.]$,"NlV$Rƒ-$õAe$ªd$,"NlXY$¸˝≤$.$øS`$

Ä'f$&Vtx$

Rƒ$,"Nlz$^y.]-$,"NlW$·LY$Rƒ-$*.1 ,"$$$ C$

⁄Ü Ñ–-$<c:$V<$+W$S˝mõ$RI-$MÜY$c!'f$&VC$

t ,"ç ÿ2J$*+#,$!",&d$^y.]-$,"Nl$)û C$FGHò*≤x$

J/0$h12 Rƒ$,"Nle$Lf$V;S$z{�^$ft a$bceC$ x$

Jd$ΩnS$RƒeJ$ ΩnS$,"Nl V$ÿY$¸˝r*$øÔW$g$.$è ê

østx

연구자 여긴 도 교육과정이 따로 나오나 봐요: .
김역량 교사 응 경기도 교육과정이 따로 있어 지금은 교육과정 총론 안에 역: .

량이 들어있지만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역량이라는 , 2013
말을 집어 넣어놨어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가지고 .
애들을 역량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 한 우리나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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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에 제일 최초가 경기도였어.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Rƒ$,"Nlz$,&y$=f$Rƒ-$õAN$Ñ–-$<ce$ª%$c1$$

md$&W$opXY$ft ÿ2J$,&d$´ÕV$=f$Rƒ-$,"Nl$x$

)Ju$¯GH%$V;m* ./⁄˛e$p®mn$';$89;^$ftC$ x$

Bf$Rƒ$,"Nled$t©$RƒN$t©$;∑$Rƒ0-$RIV$Z—r

�$ød$ΩQy$øt Zu$?�$üƒ;$,&y$=f$ΩnS-$ΩQ$<x$

yÚéJe$ƒ;W$bÚmõ$Z—m* !"$,Nu$∫\f$0$,NeJ$C$

1KµÕ<y:$(◊<yu$⁄—mS`$md$Rƒ$,"Nl-$ù1 ¸å

˝$RIV$p®r*$øst ÓäpXY$!",&?z$^y.]$,"Nx$

lW$nSXY$c1ˆ$Rƒ$,"Nle$Lf$¯G©$V;y$V<m∂C$

Rƒ$,"NlW$V;md$&V$$$)Jp$.]-$,"Nl$0)1W$z

{d$&V2$4$.$øtx$

김역량 교사 우리는 평가계획서 쓸 때도 어떤 역량이랑 관계가 있는지를 쓰게 :
돼있어.

연구자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건가요: ?
김역량 교사 경기도에서는 다 그게 평가계획서 양식이야 평가계획서에 수업 : .

내용이 어떤 역량이랑 연결 되어 있는지를 쓰게 돼있어.
중략...( )...

김역량 교사 교육부에서는 과정중심평가라고 얘기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 ,
장중심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과정중심평가라고 하면은 

수업의 과정을 평가하는 걸 과정중심평가라고 생각을 하잖아 성.
장중심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학생들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도구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

을 하는 거거든.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 54 -

t #,.]$,"Nl$$$$$$ ≤$

^y.]-$,"NlW$nSXY$›$Rƒ-$õAe$ª%$Rƒ$,"N$$

l$RIV$c1r* ›$a'#,eJS$Vu$G†XY$#,.]-$,"C$

Nl$)Ju$ù1m*$¸˝ft *+#,eJd$›$#,-$,&.™x$ C$

#Ë-$No¨±e$ÿ2$#,,"NlV$tjm%$ù1≤$.$øX∂ oC$

D$,"Nl$'M∏u$º;$tÔ$;$W#Ë-$ D‡-$#,$,"NlW$∑

≈lmõ$#ËN$#ç©e%$íä;^$ft ,"ç *+#,-$û C$FGHò*≤x$

ΩQ$#Ë-$No$¨±e$ÿ2$No-$ù1V$oQ$#ëpXY$Ä'4$

.$øt ÿ2J$*+#,$!",&d$#,,"Nl-$ù1N$¸˝e$Lx$

;$V;m* #Ë?V$Mmd$NoW$¨±4$.$øS`$T6m*$íäC$

md$ƒ4W$;Ñ�^$ftx$

우리 학교도 아이들 수요가 있으니까 개설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이 수요가 있으면 오픈이 되는데 그럼 체육 전문교과 수,
업이 막  생기고 개인 대인운동 체육탐구나 단체운동 어떤 학교에 . , .
따라서는 체조 육상 이런 종목들이 막  생기거든 그래서 그냥 우, .
리가 중학교 때 학년별로 체육수업 과목 이름은 모르지만  그런 과.
목을 비슷한 흐름을 하던 거만 만족하면 안 돼 이제는 고등학교는 .
선택교과로서의 체육수업을 준비해야 돼 여기 시에서 한 두 학. 00
교는 체육중점학교 예산이랑은 아무 관계없는데 학교 아이들이 요

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학년에 체육수업이 추가가 됐어요2 .
공통 체육수업 두 시간 말고 체육수업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애. .
들이 더 신청하고 그러면 한 과목 단위가 더 늘어나는 거야. , 3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Bf$ 6l$,"NleJ$*+#,$¨±$NoV$¬√$tj'rs$$ FGHò$

R0 W—'Ñ-$*+#,$—π–eJ$!",N-$¨±œz$t©$W—C$

No-$¨±œe$N;$µ<m%$Ë›rR$«d$ΩQy$sÜˇnS$ftx$

ÿ2J$!",&d$!",N$NoW$¨±m*´$md$#ËV$¨±œ@«$

öR$Ømd$6V$7ËmR$«S`$#,,"NlW$ó≈u$V;m*$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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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

아이들이 차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예술체육 교과가 거의 안 나1
와 그럼 실제 조사에서 넣는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 그 때 빼는 건 .
이해를 하는데 차건 차건 최종이건 아예 예술 체육은 빼놓고 , 1 2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만 선택하게 해놓고 아이들은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거기서만 돌게 판을 짜놓는 게 지금 고등학교의 꽤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범법행위지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
입시해야지 그냥 수용하면 우리는 거기에 공범이 되는 거야 동조.
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중요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교사

들이 암묵적인 관행에 의해서 닫아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래도 되.
는 게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돼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몰라.
요 왜냐면 교육과정 모르니까.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V˘/$^y.]-$,"Nl$)Je$Lf$V;/0$h12$Rƒ.]$$ C$

#,.]-$,"Nl$)Je$Lf$V;S$k$µ<1V$MR%$rstx$

R’èR-$(-u$∆t;i *+#,$!",&-$)Jp$.]-$,C$

"Nl$0)1z$^y.]$,"Nl$)Je$Lf$V;u$G†XY ,&$C$

´ÕV$=;ød$Rƒ$,"NlN$#,$,"Nle$L;$ó≈u$V;m

d$&XY$l-ä—$.$øW$&Vtx$

⁄˛p$.] #˚´$µÕ-$./$$$$∑≤$ >$

!"N$,"Nl-$⁄˛p$.]z$V˙p$.]W$G†XY$f$)Jp$$$

.]-$,"NleJ$Z—ˆ$ä®W$⁄Z$./$–KeJ$#Ë?e%$0

Œm*$#˚mS`$0sd$ßëVt T-U ⁄˛p$.]eJ-$û C$ FGGG≤x$

,"Nl$0)1z$tjf$jñXY$ˇ!^$.$øR0 *+#,$!",C$

&-$*1W$w$sÜäd$»ÑY$ ./$¸˝$Ñ!YJ-$#Ë N$ äp$‘ ’ ‘
ën-$(@ )$yR-$»Ñy$Z—rst V$)$yR$»Ñd$,&$µ’$ x$

Õ-$./V2nitd$#˚´$µÕ-$./e$¬$y“td$"ºh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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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tx$

G”$n‡$ëí *+#,$!"./z$ ´#$—‡ 'Ñ-$N!Úp4$$$ C$ ‘ ’$
./$c1N ,&$µÕ-$.¥p4$./$Ç5XY$4;$#Ë?e%$ çC$ ‘
K$&V$ód$—‡ XY$45r�$≠t ü®, á–Ñ V˘/$,’ û C$ C$FGH∑≤x$

&-$./RSy$Ó≥mR$«d$ ´#$—‡ Vˇ$,&-$6Çp4$./$‘ ’
Pqz$*+#,$!"./-$è$:mu$^nmìX∂ !"./$=eJ$C$

#ËN-$Csf$ñ‘Y®W$nLmn$�Å%$0?st mÜ‘û C$FGGH≤x$

#˚´$µÕ$./z$,.´y$6ÇpXY$#˚´e%$R5W$0Œmd$$$

&eJ$‘�ˇ$#˚´y$,"-$Ñ!y$r�$°ëpXY$tjf$#˚$d

ee$™õm*$crpXY$&*md$NleJ$#˚V$VE�Rd$./W$

-Aft KΩM VRz !"./eJ-$#˚´$µÕ$./z$cû C$ C$FGG’≤x$

1Ñ-$VäW$·LY$#ËV$#˚-$Ñ!y$r* )Z$;ÓN$‚9p$C$

#˚$}ΩeJ$tjf$!æN$17W$º;$6√p4$-Au$c1;ˇy

d$./Vt l–˘ ÿ2J$*+#,$!"./eJ$⁄˛p$.]û C$FGH’≤x$

-$,"Nl$0)1W$7âmn$';Jd$0ºp$./eJ$;G≈$,&

y$6ÇpXY$./$ä®W$0Œmn$itd #ËV$µÕV$rd$./C$

W$⁄˛;^$ftx

kä$_+#,:$µ#,eJS$#˚´$µÕ-$./z$c–V$y°4$$$

&Vt mR0$_+#,$!"./-$ΩQ$#Ë?-$¨‘S:$ïAy$ox$

Q$¤X∂ ü≥¸ µ#Ë?S$yK$¨‘md$,NY$!",Nu$û C$FGGî≤C$

’dt VÃ+ mR0$*+#,$!"./-$ΩQ$!"./$™õû C$FGGò≤x$

Sy$*u$j>'r�øt ÿ2J$*+#,$!"./eJ$#˚´y$.x$

/$¸˝-$Ñ!y$r�$ÉájW$z*$./e$ám* #Ë-$äpënC$

u$®Ü6Xº$´7p4$™õu$Vw�x$.$ød$0)1V$¬√$Z%$

<cˆt*$4$.$øtx



- 57 -

y ./¸˝$Ñ!YJ-$#Ë$$$$$$ ≤$

./¸˝-$Ñ!y$#ËXY$÷øR%$r $0ºp$!"./e$N;$$$

#Ë$664e%$ÉájV$çõr* ÉájV$çõr $#Ë?-$./$C$

™õSd$¶ñˆt mR0$nÓ-$0ºp4$*+#,$!"./eJd$x$

,&y$6ÇpXY$./W$Pqmâˇ hZ$./RSßëV$ód$ hˇC$ ‘
"$./ W$md$ΩQy$)ZhXY$Rprst Ve$bc$™õ$,&?’ x$

S$*+#,-$!"./eJ$6Çp4$,&$µÕ$./$¸˝itd$#Ë

V$./¸˝-$Ñ!y$≤$.$øS`$S:Ñd$Ç¶XY$./W$¸˝md$

&V$GL¥mt*$Ë›m*$øst Bf$_+#,ˇ$µ#,e$N;$*x$

+#,$—n-$#Ë?z$4Rp$Ù Vˇ &∏p$Ù eJ$mÿu$./C$

¸˝-$Ñ!YJ$ƒ4W$t4$.$ød$—n2*$45m*$øsX∂ VC$

u$⁄Z$./$⁄˛e$p®m*$østx$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 남들한테 수업의 운영자라든지 가르치는 ,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런닝맨 수업에서도 그냥 내가 수업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가 운영자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운동 홈 트레이닝 이런 .
수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런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라고 가

르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있어야 ,
하고 이번에도 탁구 수업 때도 수행평가가 있지만 탁구라는 스포. ,
츠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해서 티처의 입장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
수행평가를 하는 왜냐면 내가 항상 느꼈던 거는 잘 안다는 건 잘 .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 ,
애들한테 좀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게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학교 분위기 상 풀 코트를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웬만하면 반코,
트를 사용을 하면서 대 게임을 여학생이랑 남학생 다 시키고3 3 ,
심판이랑 스코어 관리하는 걸 애들한테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근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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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다 잘해가지고 애들이 게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관, ,
리하고 심판하고 그런 것 까지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

지고.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

këí$#Ë?z$.ëp$#˚´Y$45r�$≠R0 #Ë?V$JY$S$$ C$

`W$ Ñ∂$ #˚e$ nõ4$ .$ øtd$ hV$ 9]u$ flórstû)†Ø§PC$

V˘/$#ËV$./¸˝-$Ñ!Y$+Km H’’FC$Á¢üü§∞±C$¬%ØÊC$H’’I≤x$

J$,&-$¥_,.y$h8 #Ë?¿‰$JY$yHD*$çQd$ë…,.C$

-$./$ÇÉV$àNpXY$ß®rstx$

원격수업시간에 내가 다루는 탁구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명해주고 같이 보고 그걸 이제 패들렛에,
다가 옮겨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탁구라는 스포츠를 소개합니다.
라는 원고를 만들 때 친구들이 작성한 패들렛을 전부다 참고를 해

서 괜찮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애들의 도움을 받는 거다 라고 .
나는 생각을 하고 애들이 완성을 하면 선생님이 이거이거이거 빠. ,
졌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대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걸 갖다가 완성해서 이제 영상을 찍

어서 보여주면 되게 힘들긴 하지만 코멘트 달아주고 요 부분 바꿔,
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최종적인 발표를 만들어. .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u$bc$™õ$,&?z$¸ën°V$5�x$#Ëz$,&-$ƒ4W$ñ$$

∑çÿ$.q4$.$ød$°9W$z{*$øt*$˛am*$øst ÑY$¸x$

ën°V$çòf$#ËW$◊eJ$S:Ñd$Bj$¨Ëÿ-$ƒ4W$çõ;

ÑsX∂ VÜf$ßëW$º;$¸ën°V$5�x$#ËN$¸ën°V$çC$

òf$#ËV$©)$./e$™õ4$.$ød$}ΩW$@1mìtx$

잘 하는 아이들도 운동 기능이 낮은 친구들에게 야간 이렇게 초점

을 맞춰서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 잘 하는 아이들은 옆에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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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도와주게 하고 한다든지.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운동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준 선생님이죠 걔네들은 게임을 하면 .
리더가 되니까 걔네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잘 아우를 .
수 있도록 그리고 걔네들 중에 어차피 절반정도는 특히 남고는 체.
육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간접 체험이다 따로 . .
불러서 전체를 보여주죠 얘네 어떠니 외로울 것 같은데요 너네. ? .
가 리더니까 지금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끌고 가자.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ˇ äp$ën-$(@$$$$$$$ ≤$

#˚´y$µÕV$r�$./V$¸˝rn$';Jd$#˚´-$°ëp4$$$

ÜSy$naV$r�^$ft mR0$*+#,$!"./eJ$≥z$#Ë?x$

z$L#W—2d$Mtv$π'�π:$0ºp4$!"./XY$4;$°ëp

XY$™õmnitd$T>pXY$™õmd$Ω¶W$i4t Ó^$*+#x$

Ë?-$!"./$™õu$¤Vn$';Jd$#Ë?-$ën ën$µeJS$C$

äp$ënu$6XFd$&V$V.pV∂ VÜf$°9V$$$*+#,$!C$

",&y$z{�^$4$⁄˛p$.]-$,"Nl$0)1V$ˆt*$4$.$

øtx$

N$ d$�Äf$ßë-$ ën u$ßë$k$´!y$h8$t$$ÏÊ≠∞ Q¶”§ûFGGG≤ ‘ ’
©$V#$Ç)e$ßëe$™ym%$md$gpën: ≥A Ÿâ`N$z$C$ C$

ßë$k$´!eJ$Gd$V#$Ç)e$ßëe$™ym%$md$äpënY$

cÿmìt äp$ëny$Q.f$#Ë?z$kƒR$«z$#Ë?it$¬$x$

¤z$.]-$Õ!ßë 89 R=1 ™õSu$iVd$Ω¶V$øn$Ç)C$ C$ C$

e g #Ë?-$./$™õu$¤Vn$';Jd$äp$ëûÌ≠°P¢†P§£$ C$FGHG≤C$

nu$®Ü6Xõ$.$ø�^$ft Vd$bc$™õ$,&?-$45NS$6x$

Dm*$ø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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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애들이 활동하게 할 때 죄책감 때문에 하게하고 싶지는 않

거든요 쌤이 시킨 거니까 쌤이 시킨 거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 .
활동을 해야 하는 거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싶어서.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

학생들한테는 말할 때 모여서 할 수 있는 체육이 마지막일수도 있,
다 대학가서는 교양이라서 안 들으면 못하고 이제 내가 돈 내서 . ,
사서 클럽에 가지 않고는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 정말 소.
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통제 

잘 따라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학창시절 떠올렸을 때 지수로그가 .
생각나겠어 힘들지만 함께했던 활동들이 떠오르겠어 땀 뻘뻘 흘리.
면서 넘어지고 일으켜주고 이런 게 생각나겠어 그래도 이런 얘기.
하면 다 끄덕끄덕하면서.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4R<yVäe$ÿH $64z$#°jN$´Ó1W${cmn$Ç)e$$ C$

#°jN$´Ó1V$mòr $äp$ëny$¶ñ≤$.$øt a1‘ üÃû C$

] V:$z$deXY bc$™õ$,&?S$#Ë?-$#°jN$C$FGG∑≤x$ C$

´Ó1W$´>mõ$#Ë-$äp$ënu$®Ü6XF*´$89m*$øs

t #Ë?-$#°jW$´>mn$'f$c!p4$ÇíXYd$¸ën°V$x$

çòf$#Ëe%$@lp4$ísìW$Z"mìX∂ ./-$SWçeJ$C$

./$ßëe$Lf$Õ‰p$K⁄W$»{*´$89mìtx

운동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안 하려고 하면서 선생님의 관심을 바

라는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새 같은 온라인 수업 때는 

밴드를 하게 됐는데 밴드로 말을 걸고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
는 거야 개별적으로 사실 그 학생들이 잘 하게 돼서 스포츠 참여.
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 실수 할 수 있, .
는 거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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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을 보이되 아이들이 처음에 진입장벽을 좀 낮게 해서 친해지

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런 시간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
단순히 이렇게 해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범을 보일 때 약간 아.
이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웃음의 포인트 유머를 좀 넣어서 한 , .
번 웃고 하면 이 종목 우리가 하려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호감을 ,
조금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쓰.
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종목을 접할 때 첫인상이 ,
그렇게 심어지면 크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최흥미 교사 심층면담( , )

Bf$<y$Ù eJd$./—‡e$VE�Rd$<yy$#Ë?W$abu$$$

J¤'m* ¤lW$Ñd$ScYJy$h8 n;e$ñ+óV$3cˇ$8C$ C$

9m $‹z$h.u$ÍW$.$ød$Ç5XY$XÚmõ$#Ë?V$—Smn

S$0e$ënu$›*$∫nmd$6V$7ËmR$«S`$mìtx$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하면 ,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아이들에. .
게 수업의 초점을 준다는 점이 나름대로 그게 노하우지 약간 결국.
엔 실기를 잘 한다고 해서 점수 잘 받는 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는 않는다는 거지 실기를 잘 하는 애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것 실. .
기라고 하더라도 못  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는 쪽

으로 실기의 방향이 가는 거지.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체육에서 상처 받았던 운동 못하는 애도 이것만 하면 받는 거예A
요 어 수업만 잘 들으면 돼 원래 잘 했던 애들이랑 포기하는 애? . .
들 만들지 않고 수업을 통해서 얘가 선생님이 주를 할 건데 이, 4 ,
거를 통해 이게 완성이 될 거야 영상 평가를 해서 선생님한테 낼 .
건데 수업만 잘 들으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연, A .
락이 오는데 제가 체육일기를 받거든요 마지막에 받으면 자기는 , . .
체육수업을 하면서 를  처음 받아봤대요 운동을 못하는 애들이A . .
그런 애 특징이 뭐냐면 수행평가 종목에 제멀 팝스 악력 해서 늘, ,



- 62 -

지 않는 거.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Ë?-$´Ó1W$´>mn$'f$ÇíXY$64-$°9e$ª% a4$$ C$

V$w$4$.$ød$#˚$.]W$¨±4$.$øS`$mìt Vu$º;$#x$

Ë?V$./$ßë$íeJ$¤z$´Ó1W$Ωæm* Á>pXYd$./e$C$

Lf$äp$ëny$6�^$.$øS`$./V$XÚr*$østx$

여러 가지 공이 있으면 공을 탱탱볼도 있고 배구공도 있으면 공은 

알아서 선택해라 개수는 개 이상이지만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 20 ,
잘 할 수 있는 공을 선택해서 하게끔 하고 기회는 무제한이고, . 20
개만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기회를 .
자꾸 주고 자기의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다

보면 못  하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신감 가지고 할 것 같아 못하.
더라도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만 들어도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ˇ PYP#$0)1$$ x$

*+#,eJ-$PY,"z$14V$rn$¥0$L#$P#Vˇ$Û/N$$$

z$µ<f$ÓlW$ä‰d$§$¥_p4$+,W$zd$td$heJ$k$µ

<1V$Zt *u$6S*-$ΩQ$L#eJ-$0"W$Ólmd$&V$Px$

Y-$Ç¶W$Ólmd$µ<f$nhVn$Ç)e$PY,"-$µ<1V$¬

√$Zt*$4$.$øt ì¨- ÕQl ⁄ZY$A^ 6a V‰fiû C$ C$FGHI≤x$ C$ C$

-$ΩQeS$*+#,$,"NlV$L#$P#$Bd$¥/W$zn$'f$]

N-$NlXY$-Sr*$c1r�$øt ÿ2J$*+#,$,ûfl†**C$FGHï≤x$

&d$#ËV$tjf$PYu$23m*$PYe$ªd$L#e$P#4$.$ø

S`$@9´-$ƒ4W$t$;^$ft VÜf$+heJ$bc$™õ$,&?x$

V$45m*$ød *+#,$!",&y$#Ë?-$PY:$P#W$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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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0)1-$m'$˝ƒXYd$!"PY,"N$Û* Noû

√$Ûç°9$=$*n&Í -$)$yRy$S[rst≤ x

!"PY,"$0)y$$$$H≤$

T-U z$!"$+,$PYu$+,1e$ÿ2$ «$PY «$PY$$ ûFGHî≤ H C$F C$

«$PYY$cÿmìt «$PYd$!"N$¥_pXY$+,ˆ$ä®N$∑ x$ H

LñW$tEd$PYY !",& ¸ë¨.$+V$øX∂ 0)pXY$,C$ C$ C$

"W$Íh^$6W$4$.$ød$PYu$-Aft «$PYd$!"W$0"x$F

mRd$«R0 ¥/-$1ÀV$!"W$ä®XY$m*$ød$π∫ª®l$C$

+,$n/Vˇ$π∫ª$—X$+,$PYu$-Aft «$PYd$ΩQe$x$∑

ÿ2$!"N$0W$+,$ód$6W$mtyS$!"N$+,ˆ$ä®W$tE

nS$md$PYY ^c‡$Y*$U´4$∏&y$k$Zy$≤$.$øtC$ x$

*+#,$—nd$PYe$Lf$*–V$R=pXY$V�Rd$—nVn$$$

Ç)e +Õ&-$Ä'e$ÿ2$l;)s�$PYy$h8$0W$t©$PYC$

Y$Gçd$ΩQy$ËnnS$ft VÜf$V#Y$bc$™õ$,&?S$!x$

"./W$º;$!"$+,$PY ¢$ «$PYu$-.md$#Ë/0$h1C$ H

2$k$g-$PY ¢$ « «$PYu$-.md$#Ë$©)e%$!"PYC$ F C$∑

,"W$Z"md$&V$V<mt*$45m*$østx$

y «$PY$$$$$$ ≤$H

,"ç f^,"67M e$ÿH !"Ú¤$#Ne$RMmd$#$$ C$ ûFGFG≤ C$

Ëz$ Ded$ ó Ded$ ó Ded$ óXFGHï ïòC÷G∑ C$FGHI îHC∑ïò C$FGFG îïC∑GG

Y$oD$9]m%$flym*$øt V˘/$!"$+,$#Nu$-.md$#x$

ËV$ò�ˇ*$øR0 Lt.$*+#,eJd$!"Ú¤#N$P#W$]C$

Nmd$#Ë?W$'f$P#RSy$!ÚpXY$VE�RR$«*$øt üû

]M Ãl] Ve$bc$™õ$,&?z$!"+,$PY ¢$ «$PC$ C$FGH’≤x$ C$ H

Yu$-.md$#Ë?V$+,$#NY$P#md$§$àNp4$Ç¶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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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Úm*´$89mìtx$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체대입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래도 입시를 하는 아이들한테 입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알아야 하는 역량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
지고 얘가 체육수업시간에 어떤 경험과 활동들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요즘에 체육과나 체대를 간다고 해도 체육을 잘 한다는 내용을 써

봤자 별 효용이 없고 그 외의 학습지 같은 걸 하더라도 그런 내용,
들에 대해서 써줄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죠.

조협력 교사 심층면담( , )

)Jp$.]-$,"Nl$0)1eJ$£‰i˜≈V *+#,$!",N$$ C$

d$6S*eJ$ÑY$ù1md$iº,N: !"*+#,$+eJ$ù1mC$

d$0),NY$cÿr∂ #,-$õAN$#Ë-$¨±e$ÿ2$6S*eJC$

S$!"Ú¤$0),Nu$ù14$.$øS`$r�$øt !"+,$ «$Px$ H

Yu$-.md$#Ë?W$LñXY$0),Nu$ù1f$#,-$ΩQ$©3$

#Ë?V$™õmd$iº,N-$./Nd$«√'r�$¸˝r*$østx$$

!" ¸ëN$A($z$iº,N-$No?eJ$π∫ª$'Ñ-$./W$C$

⁄˛md$&Nd$Œ‰ 0),N$!"./eJd$!"Ú¤$L#XY$PC$

#m*´$md$#Ë?-$.<e$ª·$@’$¬$Õ'ˆ$!"#$ä®W$t

E*´$mìtx$

$$

연구자 보통교과랑 전문교과만 봤을 때 차별화해서 수업을 하시: ,
나요 교육과정 측면이나? .

유열정 교사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핵심에 집중하려고 하:
죠 관심이나 활용보다는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성을 잡고 합니다.

연구자 그럼 그 전문교과에서 필요한 이론적 수업도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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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열정 교사 수업 중에 녹여내죠 예를 들어서 관절의 가동범위: . .
플라이오메트릭이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는지 그런걸 잡아놓고 한.
다기 보다는 이 동작은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이 동작

의 원리는 이런 거면서 이런 걸 이제 수업시간에 계

속 멘트로 녹여내죠.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eJ$#Ë-$PYe$ªd$./W$XÚm* k$#Ëe%$àN$$ C$

pXY$RSmn$';Jd$Q¨$./—‡W$º;$!"$+,$PYu$-.

md$#ËW$O8md$&V$V<4$&Vt bc$™õ$,&?z$#Ë?x$

N$./—‡e$R=pXY$L'm*$,jm∂$ «$PYu$-.md$#ËH

V$ødR k‰*$!",&YJ$ «$PYu$';$S:H$.$ød$&V$C$ H

ódR$9]u$23md$&V$V<mt*$45m*$østx$

고등학교 체육은 저는 아까 그 수업의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 진로

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의 체육선생님들은 고. 1
때부터 이 아이가 이 고등학교에 왜 왔는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대학이야 성적대로 되겠지만 무엇을 . ,
전공하고 싶은지 이런걸 부단히 파악해서 그 중에 혹시라도 내가 .
도와줄 대상이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없는지를 파악.
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면  졸업하는 때 다 돼서 야 너 체육교.
사가 꿈이었어 너 그때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왔어 그걸 고 때? . 1
부터 파악을 해야 돼 수업시간에.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ˇ « «$PY$$$$$$ ≤$F C$∑

T-U z$4)Ú$*+#,eJ-$!"PY,"V$ «$PY ¢$$$ ûFGHî≤ H C$

!"0)40W$R¶md$PY,"V$r�Jd$í$r∂ !"PY,"V$C$

π∫ª$0Se$Lf$ΩlW$¤6$.$ød ¤‚$PY$p1 W$z[$.$C$ ‘ ’



- 66 -

ød$Ç¶W${c;^$ft*$ÑKmìt ›´$t©$bW$~)*$ød$x$

#Ë?V$!"e$L;$Å#z$V;u$R1*$ø�^$!"W$#bm%$V

;4$.$ø* !"$ÿ^-$0)4W$¯GY$˛a4$.$øn$Ç)VtC$ x$

VÜf$deeJ bc$™õ$,&?S$!"$+,$PYu$-.md$#ËC$

/0$h12 ›´$t©$PYu$z*$ød$#Ë?V$´Õ-$PY:$π∫C$

ªu$Å#%$bÚm∂$∆tpXY$Ë›4$.$ød$n∏u$Z"md$&V$

V<mt*$45m*$øst Vd$!"./eJ$¤‚$PY$p1W$\jx$

mn$'f$89XY$sÜ5X∂ c!pXYd$π∫ª:$›´-$PYu$C$

b+$7* ìt;$2c;id$n∏u$Z"md$Ç5XY$ˇ!5tC$ x$

자기 진로를 고민할 때 스포츠랑 자기 진로와의 관련성 모든 분야.
가 사실 연결돼 있잖아요 융합 통합을 강조하듯이 스포츠와 자기 ?
분야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게 하면 학생들이 다른 

특정 분야에 진출했을 때 그 분야에서 스포츠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스포츠와 관련된 경영 경영학과를 가서도 스포츠를 할 수 , .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련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t©$#,™Nd$Œ‰$*+#,u$Õ/m%$r $aÀpXY$´Õ-$$$

PY:$+,ˆ$ÿ^eJ$aÀpXY$∆&mâˇ L#-$+,$#NY$PC$

#;$PYe$Lf$¬√$"V$ød$"çu$—Ym%$ˆt *+#,$!"x$

,&y$›´-$PY:$π∫ª-$+Úu$Å#%$Ë›4$.$øS`$md$

./$ßëz$⁄Z$#Ë-$P#e$¥_p4$˝¶W$ADnS$mìtx$

학생들한테 자신의 진로와 스포츠를 관련지은 피피티로 제작해서 ( )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대면 수업 때 와가지고 발표를 해라 발표 .
시간은 분이든 분이든 더 짧든 상관이 없다 자료를 제 이메일2 3 .
로 제출하라 그랬구요 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진로에 맞게 그 내용.
들을 제출해서 생활기록부에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
수시 입학에 지원한 학생이 생활기록부 많은 내용 중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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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딱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와 진로에 관련.
한 발표 프로젝트 내용을 질문 받았는데 답은 잘 못했다고 웃음( ).
기억이 잘 안 나서.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R’èR-$(-u$∆t;‡$Ç *+#,$!"./eJd$!"+,$$$ C$

PYu$-.md ¢$ «$PYu$-.md$#ËW$LñXYmd$PY,C$ H

"/0$h12 « «$PYu$-.md$#Ë$©)e%$!"PY,"C$F C$∑

W$Z"md$&V$V<mt ÿ2J$*+#,$!",&d$!"+,$PYx$

e$Lf$ƒ;e$flrR$«* t©$ÿ^:$!"$ÿ^u$ìtmõ$bÓC$

4$.$ød$TjV$<cˆt*$4$.$øtx$

ÛÕm*$*√m% Û*$$$$F≤$ C$

–≥$ _ µ *+#,eJ$ —qr*$ ød$ #,Ëßn`ç$ ZSd$$$ å å

#DSe$SWrsX∂ ≥z$Ä'u$âŸ$Gò^e$VH*$øtH’’ï C$ x$

*u$*+#,-$ΩQ$Tà$LW$0MeJ$#,Ëßn`ç-$NµV$M

R J$k$µ<1V$¬√$¤hR*$øt ülA @Ob #,Ëßû C$ C$FGFG≤x$

n`ç$ä-$õÜ$Ío$µ$ ,N#˚7Œñá -$ Ûç°9$=$*n&Í‘ ’ ‘
Vm$ Û* z$›$,N-$l;pXY$<yˆ$1pW$º;$O8mn$�û ‘ ’≤’
¿¸$#˚ßë$™õS:$#˚e$-f$Ä':$1K$lSu$µÕXY$n≥

md$ÍoXY ,"ç PY -.#N:-$+,1e$ÿ2$LW$û C$ FGFHQ≤C$ C$

0MeJ-$µ<f$<y<TYJ$ÑoÍ*$øt l–Ñ$gû C$FGFG≤x

mR0$*+#,$!",NeJ$Û*z$t©$,N-$ΩQ:d$Œ‰$#$$

Ë-$PY -.#N:$+,1$ø%$Y1rn$itd M5pXY$n≥C$ C$

rd$ΩQy$LçÿVt VÜf$)Zh-$M4z$Z%$)$yRY$cÿx$

4$.$øt vw !"$./-$1pVˇ$#,Ëßn`ç$n≥ä®V$Lx$ C$

#W—e$˝¶W$ADR$Øftd$45Vt Dçé$L#W—e$Sx$H’î÷

˝r�$!9K$ZSy$ D$„Rˆ$VÖ >u$6ç$L#W$Zgm*H’’∑ C$

d$!",N-$#/1pV$L#e$S˝rR$«˜t #lΩ VÖ$û C$FG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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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Ñ<$No -$1p0V$L#W—e$S˝rC$ C$ ‘ ’
* .°$'Ñ-$L#W—0MV$≈Lr J .°$0—Noe$∫\rR$C$ C$

«d$No-$*+#,$./z$OqpXY$VE�R%$rst mR0$nx$

Ó-$l;p$<y'Ñ-$¨7$Ç5eJ$‘�ˇ$#Ë-$‰≥9N$l1p$

ƒ;W$*¿;$¨7md$L#W#&l+$ZSy$ D$SWr* W#FGGî C$

&l+ZSy$#Ëç0MXY$ÄΩr J #Ë-$#,Ëß$0S ¢$0$C$ C$

NoeJ-$l1p$ƒ;e$Lf$µ<1V$¤hR%$rstx$

Bf$,"NlV$6lr J *+#,$,"Nle$nÓ˘/$ +™-$$$ C$ ’

äÕ+™W$S[mR$«*$1Û.]0W$S[md$ PY¨±$No V$Ë‘ ’
ø5t ,"ç !",N/0$h12$t©$,NeS$l;p4$äû C$FGHòQ≤x$

Õ+™V$S[rR$«n$Ç)e PY¨±$NoW$œ∑md$,&?z$WC$

—'Ñ-$,"$–⁄eJ$ä⁄ød$./W$';$ Û* W$ß®mõ$#Ë‘ ’
?-$./$™õu$¤V*´$89m*$øt üR.û C$FGFG≤x$

VÜf$`¥áed$L#W—-$Ω¶V$Ä'f$<4V$Z%$Y®mì$$

t ,"çeJ$7úf$LW$"l1$('$Çí ,"ç e$ÿH x$ û C$FGH’≤ C$

Æ&ßë ´Àfl .ñΩ9$+-$,"Nl$g$N,N$˝ƒV$L#W—C$ C$

eJ$«Rmd$NµV$kTrst Vd$ ,N$Ûç°9$=$*n&Í Vx$ ‘ û

m$,NÛ* W$#Ë-$#/$ƒ;W$<y4$.$ød$&⁄ñ-$#6f$≤’
´…Y$0sd$ÓNu$yÑ≠t ÃM. VY$4;$#Ë-$l1p$û C$FGH’≤x$

ƒ;W$<ymd$#Ëç∆t0MXY$#ËW$¨7md$Lçÿ-$L#z$

,N$Û*W$µ<f$<y<TY$tE*$øX∂ Q¨m T'$ Ñ<$û C$FGH’≤C$ ‘
No /0$h12 0!$,NoeJ$#Ë-$#/ƒ;W$l1pXY$sÜ’ C$

x$.$ød$,&-$°9V$µ<m%$õøR%$rstx

특히 체육은 지필평가도 안 보고 거의 수행평가 이잖아요 그 100 .
안에 논술이 들어 있고 근데 평가의 가치나 활용도를 봐서는 그냥 .
숫자로 나오는 점 점은 어떻게 쓰여요 거의 쓰이지 않잖아88 , 98 .
요 점수 보고 몇  점이네 싸인하고 거의 쓰이는 게 없잖아요.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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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Û*V$ä⁄$ø%$Y1rR$«d$)$ıw$M4$$

XY$./$]N-$çòW$’W$.$øt #Ë?$664-$PYe$ª%$x$

Û*W$Y1mn$';Jd$./]N$aÚeJçé$ÛÕm%$XÚr�^$

mn$Ç)Vtx$

수업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세특을 써주겠어요 뻔한 거야 운동 . .
신경이 뛰어나며 팔이 쭉 펴졌대 레이업 하는데 팔 펴진 거랑 얘, .
랑 무슨 상관있어 중략 세특에 뭘 적겠어 아무것도 못  적는 거. ( ) .
야 세특에 적는 거지 에서 등급을 받았음 영혼 없는 걸 . . PAPS 1 .
적는 거지.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y Û*-$µ<1$45$$$$$$ ≤$

Lçÿ-$*+#,$!"./eJ$Û*-$µ<1V$‡Nr*$ød$ñá$$

eJ bc$™õ$,&?z$!"$,N-$Û*V$#Ë?e%$ADd$@lC$

p4$˝¶W$V;m* #Ë$664-$ÂN$PYe$ª%$Y1;Ñ�^$C$

ft*$"ºpXY$45m*$øst c!pXYd$./$0Se$∫Ÿ$#x$

Ë-$PY-.N$bÚ;$n`;H$.$øS`$c1m*$østx$

초반에 그래서 코로나 방역부장도 만들었는데 보건계열 갈 애 누

구냐 이렇게 해서 걔가 한 거를 써주는 거야 운동기능이 좋으며. . ,
수업 중에서는 코로나 방역부장 역할을 해서 수업의 전 후 수업 ,
교구를 근데 걔한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니가 이걸 해라 써줄테.
니까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면 걔는 그 세특 하나로 대학을 갈지. .
도 모르거든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생기부를 잘 써주는 능력 내가 수업을 잘 짜서 얘네 인성적인 역.
량을 기록화해줄 수 있으면 입시에도 요새 세특이 들어가니까 애. .
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세특에 이렇게 기재될 수 있는 활동이다.



- 70 -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ˇ 9]f$+7N$n`$$$$$$ ≤$

#Ë$664-$PYe$ªd$*n&ÍW$Y1;Ñn$'f$89z$#D$$

V$<^$ÇÊ$6∏1XY$aùp4$ä®W$Y1md$&V$h8 ./$XC$

Ú ./$]N$aÚçé$<yaÚèR$R=pXY$⁄˛ˆtd$*vW$iC$

V*$øst #Ë$664-$«√'ˆ$ƒ;N PYe$Lf$ä®W$n`x$ C$

mn$';Jd$,&-$R=pV*$ÛÕf$+7V$V<mn$Ç)Vt Qû

DÁ$g Bf$ìõ$óV$Òd$#Ë$664W$©)$nËmd$&z$C$FGHI≤x$

–⁄pXY$�Ån$Ç)e o$—‡$#Ë-$©˚W$TLf$n`XY$ºC$

nd$ÇÉW$±m*$øst VÜf$ÇÉz$—‡N$89W$V<Y$md$x$

Y/VR0 bc$™õ$,&?z$*+#,$!",&YJ$ÉájW$z*$C$

9]u$⁄˛;^$md$&XY$45m*$østx$

우리 수행평가 파일 있잖아 거기다가 아이들 기록 같은 걸 적고. .
그때그때 시간이 짧으니까 기호식으로 적어놔요 웃는 얼굴 인상 . ,
쓴 얼굴처럼 조금 기억에 남는 것들은 거기다 이제 항상 적어놔. .
아이들 좋은 모습들 또는 안 좋은 모습들도 적어놔 내가 교과 세, .
특을 적어주더라도 아이들별로 어떤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써주기 

위해서 수행평가 파일은 늘 갖고 다니니까 순간순간 보이는 걸 적

어놔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이벤트다 그러면 그 수업 끝나고 .
내 자리에 딱 앉아서 노트북을 딱 열어서 카페에 가서 몇  반 누구 

학생 이름 딱 써놓고 좋은 일 이 아이가 내 수업에서 어떤 행동을 .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걸 . .
자세하게 써놔 사실 우리 반 스토리가 제일 많긴 하던데 웃음 그. ( ).
게 쭉 누적 돼있어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쓴 논술 질문.
에 대한 답을 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내가 메모한 것 총 가. . . 3
지 정도를 다각적으로 보고 교과 세특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 .
아이의 그 날의 독특한 행동을 많이 생기부에 넣어주려고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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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투입은 되죠 근데 교사의 책무인 것 같아.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

얘가 진짜 수업 안에서 뭘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역할

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려면 생기부도 자주 

들어가서 메모해놓고 굳이 내가 다른 곳에 써서 옮기지 말자 바. .
로 써놓고 정리하면 되니까 그 조그만 여러 개의 메모가 모여지면 .
진짜 세특 쓰는 거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 편해요 그냥 말만  갖. .
다 붙이면 돼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생기부에 자주 들어. .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도 안 불안해? ? .
계속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니라 .
세심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세특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써주는 편지 같아요. .
고생했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대충 갖다가 복붙할 수 있나 못해. . .
요.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bc$™õ$,&?z$Û*W$L#W—e0$ß®md$&eJ$¬$ˇhy$$ C$

#Ë?-$ën#7N$!"e$Lf$@lp4$45W$Vw�äd$mˇ-$

.aXY$ß®mõ$*+#,$!"./-$ä⁄'u$LmnS$mìt #x$

Ë?$664-$*1W$w$sÜä�$ënu$#7mn$';Jd$¡ïyR

Y$9]f$+7N$n`V$G†V$r�^$4$&Vtx$

쓰이는 거는 사실 교과 세특 밖에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수행평가를 봐서 . 100
을 맞을 수도 있고 를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55 .
하지 마 그거는 어떤 수행에 대한 숫자적인 것일 뿐이지 더 중요. ,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수업 참여도를 보고 선생님이 느끼고 생각

한 것들을 교과 세부특기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소중하고 중

요해 이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야 체육만큼은 어떤 건해도 안 . . ,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멀 같은 거 맨날 연습한다고 얼마나 늘겠.
어 오히려 그거는 너희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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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정말 소중한 너희들에 대한 평가는 세특이라고 생각해라,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t Ò$bÚ$0)1$$ x$

A^-$,"#´$Ó$ÈVd$ ,"z$ÒW$'f$]Ny$h1t ,"z$$$ “ x$

Ò$k$´!t 2*$9mìtx” û¨≠∞£¶∞C$FGHF≤ ¸ëKN$!"+ k‰*$,x$ C$

⁄eJ$6�ˇd$6z$,⁄$÷-$ÛÚ:$bÓr�^$m∂ ,"N$Òz$C$

Í¿^$Î$.$ód$+ÚáW$-Amd$&Vt ÈV-$VÜf$Ë›z$1x$

4V$rn$0$¡R¬XY$©3$#ËW$LñXY$md$!"./V$VE�

Rd$*+#,eJS$p®r�^$ft Vu$';$bc$™õ$,&?z$x$

!"./W$!"./$k$´!Y$fl—Fd$&V$h8 #Ë-$Ò$0!C$

e$Ïh?S`$⁄˛m*$øst c!pXYd$Õ/$VÖ-$Ò$=eJ$x$

!"ßëW$Ωæ4$.$øS`$lÎ!"./W$Ëß!"XY$bÚm*´$

mìX∂ !"ßë$=e$œø$ød$Ò-$tjf$Ù ?W$ú XY$sC$

Üä�$./eJ$tE*´$mìtx$

Ò$=-$!" Ëß!"XY-$bÚ$$$$H≤$ >$

Ëß!"z$´7p4$™õ-&u$·LY$6ñËßN$õy—‡W$ß®m$

õ$A(N$!9flPW$';$qmd$!"$Bd$π∫ª$ßëW$-Aft

)'!"+_çû C$FGHI≤x Ëß!"z$ D$Ìne$åÓÔeJ$¤‚$#$ H’îò

µ$›^$!"ç$K+$∏-eJ$ ©3$&LW$'f$π∫ª$#µ$öK‘
V$ß±r* !"ßëV$©3$&LV$yû¬†°¢ü¶≠∞$¸ü¢°‘$Â%≠°‘¶°C$H’îò≤’ C$

Ñ^$4$œ‰áV$˛ór J$™Àm%$70mìt Q‰ˇ2S$ D$x$ H’II

JK$¯ûN$™=f$ΩZ70 k‰*$Ñ 6Z$—qe$ÿ©$õy—‡C$ ò

-$flLy$ªk‰%$r J$Ëß!"e$Lf$+ÕV$¤hR%$rst #û

fÒ (––C$ C$FGHî≤x$

mR0$ D$n]XY$Î$p$!"ßëe$0W$™õmR$«d$N¡$$ FG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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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õ0u$ e$Œm*$øX∂ Vµ$Tà$ D$‡$!"ßëe$0W$F’xòÎ C$ H

™õmR$«z$N¡V$ e$Œ4$lSY )'!"+_ç Ëß÷÷x’Î û C$FGFG≤C$

!"$ß1'u$'f$89V$V<f$⁄lVt VÜf$)Z-5W$G†Xx$

Y$bc$™õ$,&?z$14V$rn$0$","eJ$¡R¬XY "5pC$

XY$!"ßëW$çK$.$ød$*+#,$!"./eJd$#Ë?V$Õ/$

Öe$Ëß!"$ßëe$™õ4$.$øS`$RS4$.$ød$0)1W$z{

�^$ft*$45m*$østx$

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 체육으로 가는 약간 마지막 단

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졸업과 동시에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
제 평생체육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포함해서 신체활

동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다 아까 제가 처음에 산소 같다고 말.
씀드렸는데 그거를 느끼고 졸업하게 하는 거죠, .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좋은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에서의 교양 체육,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체육으로서 연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

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결국에는 성인기에 들어서도 평생 동안의 체육활동을 꾸준히 하면

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겠지 고등학교가 ?
성인의 직전 바로 공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덕체를 고루 .
갖춘 전인을 육성해야한다는 거는 공통적인거지만 고등학교에서 ,
특히나 해야 된다는 점은 스스로 성인이 되었을 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려면 결국에는 자기주도성을 많이 키워야 된.
다 스스로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 ,
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계속 줘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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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lp$!"$VAR$Õ�Ñn$$$$$$ ≤$

*+#,$Õ/$VÖeS$Ëß!"e$R=pXY$™õmn$';Jd$t$$

jf$∆oW$Ωæ;i* ´Õe%$ªd$∆oW$23md$&V$µ<mC$

t Vu$';$*+#,$—ne$#Ë$664e$ptf$π∫ªu$lr4$x$

.$øS`$234$.$ød$n∏u$Z"m* ¸ën°$0]Vˇ$π∫ªC$

u$@lp4$¡ÔyYW$bÜÑd$&V$µ<mt*$45m*$østx

다양한 스포츠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
엇인지 대학생이나 이후에 찾는 게 힘드니까 그 전에 뭐가 좋은지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평생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아니면 내.
가 스포츠를 평생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성인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등학.
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스포츠를 정말 ,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딱 정립되지 않으면 성인이 , ,
되어서 갑자기 하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잘 하다. ,
가 고등학교 와서는 입시나 대입에 묶여서 허물어지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그 흐름을 고등학교에서 . ,
잘 이어서 성인에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e$Lf$#Ë-$VARd$<Ë!"XY-$bÚ$y$$

°1W$¤4t lÜ√ fP√ üÜM !"./N$¸ëe$Lf$û C$ C$ C$ FGHH≤x$

@lp4$VAR:$ïAu$nÓçé$z*$øs�$#Ë?z$kƒR$«z$

#Ë?it$Ëß!"e$™õ4$y°1V$¤t*$‡$.$ød$&Vt Vx$

e$bc$™õ$,&?S$¸ëW$‹hm*$w$md$#Ë/0$h12$!"

ßëe$L;$çlp4$VARu$z*$ød$#Ë?e%S$›√f$+Õ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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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õ^$m∂ V$#Ë?V$!"./W$º;$14V$r�$Ëß!"e$C$

™õ4$.$ød$y°1W$¤õ^$ft*$45m*$østx$

운동 원래 좋아하는 애들은 하지 말라 해도 나중에 할 건데 별로 ,
체육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던 애들도 체육수업에서 좋은 기억들

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좀 더 커서도 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런 고리가 생기는 거니까.
전자율 교사 심층면담( , )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체육을 좋아해서 온 애들도 있고 좋아하지 ,
않아도 온 애들이 있는데 결국 성인이 되기 전에는 성인이 되면 ,
우리가 많은 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 때 가서 뭔가를 바꾼다거.
나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
고 생각하고 재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더 북돋아줘서 정,
말  여러가지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연결해주고 좀 체육,
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일종의 투 트랙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성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V:$#&f$deeJ bc$™õ$,&?z$#Ë?V$Õ/$Ö$14V$$$ C$

r�$Ëß!"XY$V�Rn$';$yK$µ<f$&z$k$∆oe$Lf$ï

A2*$45m*$øst 9]m%$!"ßëe$™õm*$<Ë$ëí$Ëßx$

!"e$™õmn$';Jd$¸ë$n°-$¶ñS$µ<mR0 Á>pXYC$

d$¸ëe$Lf$ïAy$ø�^$y°mt*$45mìtx$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초등이나 .
중학교나 성인 되어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
되고 하더라도 단발적으로 하게 되고 그치게 되니까 재미를 느낄 , .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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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냥 막  시킨다고 애들이 생활체육으로 연결 되는 게 아니

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원해야 나중에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
서 좀 재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생활체육 연결은 일. .
단 흥미로운 수업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제 ,
판을 열어주는 거고 애들이 활동하면서 와 이거 재밌다 그런 경. .
험 기억이 있어야 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 내가 그때 고등

학교 때 했던 그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재밌었는데 그걸 

할까 그런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연결이 되려면 ? .
얘가 그냥 기능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

전자율 교사 심층면담( , )

우선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일수록 많이 참여를 할 테니까 스,
포츠나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좀 좋?
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ˇ Ëß!"$∆o$µÕ$$$$$$ ≤$

Ëß!"XY-$bÚu$';$Ëß!"eJ$⁄ZY$≥z$ë‘4V$ßë$$

m*$ød$∆oVˇ$6ñËßeJ$!%$_4$.$ød$∆o$'ÑY$./

ä®W$¨lm*$øst 0ºπ∫ª$'ÑY$VE�R*$ød$Ëß!"x$

-$*1ñ$Àπ∫ª$itd$0º$π∫ªu$./ä®XY$tE*´$md$

Ω¶V$ˇ!5t ⁄Z$ D$n]$ 6-$!"$ë‘4$‡$µ$Àπx$ FGFG H÷CG÷∑

∫ª$ë‘4$∆oz$%V'‡ ^#n" k2¸sÚÏ TÏ'π1πC$ C$ C$ C$

OZÚÏy$+`r�$øsX∂ ‡$.d$ 6e$®Nät Lf!"∏C$ ∑î’ û C$

_+#, µ#,$!"./eJ$Àπ∫ªy$Å#%$tÛR*$øRFGFG≤x$ C$

0 *+#,$!"./eJd$kc Ùc çs–ı çc$+$Ëß!"V$C$ C$ C$ C$

ß1'r�$ød$∆o$Bd$ˆn Œ‰n <y îV'$'�V˜$+$6C$ C$ C$

ñËßeJ$!%$_4$.$ød$∆oe$¬$¤z$NµW$)�^$ft*$4

5m*$ø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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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아기자기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
서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평생체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곳이죠. .
뉴스포츠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종목을 하는 것,
이.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평생체육으로서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에서는 배드민턴 탁구 등의 학생들. ,
이 흥미로워 하는 종목들과 농구 축구 플라잉디스크와 같은 수업, ,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생활체육이 다 구기종목이에요 특별하게 뉴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구기종목 들어가야 되고, ,
안전교육이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가지고 하면 되.
는데 결국 그게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수업이에요 수업을 잘 하면 ? .
어 이거 재밌네.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t Rƒ&∏:-$bÚ$$$$$$ ≤$

Rƒ&∏-$!"´MN$#,!"W$bÚmd$ΩæW$Z"md$&z$K$$

npXY$#Ë?-$Ëß!"$™õu$Vw�äd$§$nõ4$.$øt Vmû

ö ül´ #,:$#Me$flˆ$ËßSΩW$z*$ød$#Ë?C$ C$FGHH≤x$

z$Rƒ&∏eJ$ß1'r�$ød$Ëß!"$ë‘∏ˇ$—XW$0W$©H

âˇ g¬2S$p>pXY$™õmn$�¿¸$ΩQy$LçÿVn$Ç)VC$

t Ve$bc$™õ$,&?z$!"./N$Rƒ&∏u$bÚmõ$#Ë?V$x$

Rƒ&∏eJS$Ëß!"e$™õ4$.$ød$ΩæW$Z"\XYJ$14V$

r�JS$Ëß!"$™õ4$.$ød$y°1W$¤V*´$mì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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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할 때 실제로 대학에도 그렇고 

일반 지역사회도 그렇고 이런 동호회들이 많다 너희들이 다 가입.
할 수 있다 졸업만 하면 졸업 안 해도 가입할 수 있고 대학교 가. . .
면  더 가입할 수 있고.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라든지 시설 같은 

거를 조사해보게 한다든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실제 성, .
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떤 .
종목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특히 나도 인터뷰를 .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그 아이가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 스포츠,
클럽은 아닌데 성인의 동호회에 가서 그냥 구경만 했었는데도 자

기는 성인들이 배구를 하는지 몰랐고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랬,
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성인이 되어서도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
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Ò !"ßëN$Ò-$bÚ$$$$F≤$ >$

y !"ßë-$yD$0V$$$$$$ ≤$

8Ì$)#ñ$.ñ´$g¯H$∏˘d$ 4‡-$S,N$-{e$L;$äy$$$ “
g*$ød$&z$©)$kceJ$ç˙t 2d$9W$º˚t*$ft ∏˘x” x$

-$9e$œC$˘#p$«MW$"V$?õtiR$«¬2S !"ßë$=eC$

d$ÿó$ÒN$¸h$ød$çÿV$ø* 4‡z$!"ßëW$º;$Ò-$tC$

jf$yDu$‡_pXY$Ωæ4$.$øt ;geJS$!"./W$º;$x$

-&Tº ‚9 &∏p0$n◊W$¶ñ—F*´$md$89V$9]u$VC$ C$

E�KtûOP¶Ø≠§‘§£$˝$˝≠Ø§∞≠†£P≠£C$FGHï≤x

bc$™õ$,&?S$!"ßë$=e$Ïh$ød$Ò-$VD:$-Au$˛$$

XY$sÜä�$#Ë?V$›´-$Òe$0V—õ$.$øS`$89m*$øs

t Ëß!"-$bÚ$O'eJ$V^nf$&N$V$Ò$=e$!"V$Ï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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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ëí$!"ßëW$¶#4$.$ød$°9W$bÜÑd$&/0$h

12 !"ßë$=eJ$Ò-$-Au$fi¿* k$yD:$-Ay$Òe$0C$ C$

V≤$.$øS`$89m*$ød$&Vtx$

사는 것도 다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 안에서 내가 좋은 성.
과를 내야 하는데 스포츠가 닮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스포츠, .
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규칙 속에서 내가 뭔가 도.
전을 해보고 그다음 실패했어 그러면 저는 희노애락을 살면서 많.
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많이 경험할 수 ,
있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상황마다 이걸 경험하고 .
대신에 이걸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고등학생들이 .
지면 흥분하고 지고 있다고 욕하고 그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거.
를  잘 다스려주면서 그거 아니다 얘기해주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
그런 부분들이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 자체를 통해서 ,
저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삶이 운동 스포.
츠를 해봤더니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우리 팀

이 좀 더 나아졌어. 이게 한 명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팀 스.
포츠를 좋아 하는게 여러 명이서 머리를  짜내고 하면서 그다음에 ,
졌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
서 이긴 팀이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티내지 않고 그냥 그 결, .
과를 가지고 과정이 좋았다 나빴다를 생각하고 이게 이길 수 있는 ,
비결이구나 살면서 성취할 수 있는 뭔가 되는구나 그런 걸 저는 . .
고등학교 과정에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의 삶과 무조건 연관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일상적인 삶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체육이 그런 쪽으로 .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저글링 수업을 할 때 공을 개를 만드5
는데 그 가지 공에다가 자기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가지를 적, 5 ? 5
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의 주제는 사실 코카콜라 예전 회장이5
었던 사람이 신년사에서 우리 인생은 저글링이다라고 해가지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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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건강이랑 가족 친구 일 자기 자신 해서 이렇게 개가 있, , , 5
었어 일은 고무공으로 돼있어서 떨어져도 튀어 오르지만 나머지. ,
는 유리 공으로 돼있어서 깨진다 중요하다 이 가지가 그래서 그. 4 .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
거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저글링에 가지를 적게 하고 . 5
돌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해줬던 건데 그걸 가지고 만다.
라트 네모에다가 주변에 갠가 그거 가지 주제로 쓰게 한 다음? 8 ? 5
에 골라서 가지를 공에 적게 해서 자기 목표를  생각하게끔 했지5 .
나름대로.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Bf$*+#,$—nd$14XYJ$ÒW$£hyn$¥0-$aÚVne$$ C$

1—f$ÒW$£hyn$'f$nap4$TjW$z{�^$md$—nVtx$

Vu$';$bc$™õ$,&?z$!"./eJ$tEd$ä®?V$#Ë-$Ò

e$@lpXY$0V≤$.$øS`$./W$XÚm*$øst c!pXYd$x$

π∫ª$ñáeJ$CKrd$ñáW$Ωæm%S$;i* π∫ª$ñáeJ$C$

ªˇ!‰%$rd$tjf$~�¡e$Lf$·äßëW$º;$ÒeJ$V<f$

ƒ;W$F:Ñ*´$mìtx$

수업시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삶에 전이

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은 사실은 .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장된 상황에 많이 노출시켜야 되.
겠다 그게 아이들 삶에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한 명씩 봐. .
요 시간 오래 걸려도 그러면 애들이 긴장하거든요 사실 수행평가 . . .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애들이 다 보고 있고 혼자 딱 나와서 , ,
하면 그냥 그것만으로 긴장되잖아요 그런 긴장된 상황을 많이 경.
험해야 수능을 봐도 덜 떨고 면접을 봐도 덜 떨고 하니까 제가 일,
부러 한명씩 보게 하는 거예요.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교육적인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 주제에 대해서 ?
깊게 고민해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 본인들이 알고 또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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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가지고 공통된 어,
떤 합의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점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는 .
점에서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이따가 ,
얘기하겠지만 본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ˇ )'YJ-$π∫ª$$$$$$ ≤$

T-U V$Z—f$π∫ª,"ä&ÿ $$ ûFGFH≤ û¸ü¢°‘$ (¶*≠±¢±Ê$"†≠*°≠∞‘C$

e$ÿH π∫ª,"z$ %áXYJ-$π∫ª u$º;$#˚´-$¸("≤ C$ ‘ ’
Õ! u$a,$4/0$h12 )'YJ-$π∫ª u$º;$#˚´-$ Õ‘ ’ C$‘ ’ ‘
1 W$a,md$«MW$z*$øt !"ßëW$n°N$0◊/0$h12’ x$ C$

ƒ&:$0ºW$R8$4)p$R∞y$y”$œC$)'V´$⁄˛0ºûO°∞¢Ø*C$

XY$G2‡$.$ød$&Vt π∫ª,"W$VEd$f$k4$#,!H’’î≤ x$

"eJS$VÜf$+hW$G†XY !"ßë-$n°N$0◊$«M/0$hC$

12$ƒ&:$0ºW$R8$4)p$«MW$tE�^$ft Vu$º;$!"x$

,&d$#˚´y$!"./eJ$!"ßë-$⁄˛0ºp$aèW$#˚\X

YJ$t«Mp$04XY$1K4$.$øS`$mõ^$ft T-Uû C$FGHG≤x$

V˘/$!"ßëW$mˇ-$)'YJ$G2i%$r !"ßëe$≈ø$$ C$

Ñ$ød$tjf$4)p$«MW$yHD*$#˚\XYJ$Ò-$R∞u$˚”

4$.$øt bc$™õ$,&?S$!"ßëW$abf$#Vˇ$%áXY$Gx$

2id$&W$Ò� mˇ-$)'Y$G2i* tjf$Ç5XY$#Ë?V$C$ C$

!"ßëW$!æ4$.$øS`$89m*$østx$

고등학교가 이상하게 수능이라는 비빌 언덕 뒤에 숨는 분들이 많

으시더라구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능으로 분위기를 조성. .
하면 그냥 학교는 독서실이 되면 됩니다 어떤 교과도 필요 없죠. .
강의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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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스포츠 개념이 확장돼서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한국 문화에서 야구 룰이나 야구 우리나라의 야구 이런 저변 .
확대된 부분을 알 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
프로야구 팀이 팀이라는 정도는 정말 초 상식 수준이다 이런 10 .
얘기도 하면서 좀 문화로서의 나라마다의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

π∫ªu$)'YJ$yH6$.$ød$ÇÉ$µ$mˇd$ºtp$,N@¥W$$$

ß®md$&Vt ºtp$,N@¥z$nÓ-$!"./eJ$n° Väx$ C$ C$

ÜSu$ÿY$yHIXYJ$#Ë-$04p$7Œe$nõmR$Øä�$+q

eJ$‘�ˇ 6 Bd$ 6-$˝ƒW$ºtmõ$ä®W$c1md$&VtC$F C$ ∑

T-U Vu$';$0ºp4$!"./eJ$Rçp4$'Du$«Rû C$FGGF≤x$

;-$¥_!æßë/0$h12 π∫ª:$+,ˆ$in Œn Ωn$+-$C$ C$ C$

‡_!æßëW$(@mõ$π∫ª-$tjf$Ù W$Ωæ4$.$ød$n∏

u$Z"m*$øst V$(@mõ$π∫ªu$-0m%$r*$østx$ x

저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못지않게 스포츠를 즐겁게 관람하는 ,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포츠를 직접 뛰지 않더라도 관람. ,
하는 태도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 , .
경험하게 해서 스포츠는 내가 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관람의 . ,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도 .
관련 있고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누리는 것 예를 들. .
어 토트넘이 손흥민이나 해리 케인 같은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같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
는 사람 스포츠를 멋있게 관람하는 사람 다 스포츠를 향유를 하. .
는 거지.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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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안에서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개개인마다 느낌이 다르.
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기술적인 . .
것만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의 경기나 중계 같은 것도 ,
보면서 어떻게 해야 재밌는지 말로도 수업을 하고.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국카스텐의 저글링이라는 노래가 있어 그 저글링이 약간 아무튼 .
그 내용 자체가 삶에 대한 약간 인생에 대한 내용 약간 자기 무대 .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의 부조화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들려?
주고 본인들의 나름대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삶이랑 현재 내가 살

고 있는 삶이랑 앞으로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과제를 

내줬던 것 같아.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R’èR-$(-u$∆t;i *+#,$!",&y$45md$!".$$ C$

/-$0)1z$,"Nl$0)1 PYP#$0)1 Ò$bÚ$0)1-$Û$C$ C$

yR$Ù XY$ˇ!ˇ*$øst ,"Nl$0)1-$Ûç$<TYd$ ˜x$ ‘
¯f$./$˘# ,"Nl$)J$V; #˚´$µÕ$./ V$ˇ!5t’C$‘ ’C$‘ ’ x$

PYP#$0)1-$Ûç$<TYd$ !"PY,"$0)1 N$ ,NÛ*n‘ ’ ‘
`$0)1 V$ˇ!5X∂ Ò$bÚ$0)1-$Ûç$<TYd$ Ëß!"N’ C$ ‘
-$bÚ :$ !"ßëN$Ò-$bÚ y$ˇ!5t ›$0)1$√$Ûç<T’ ‘ ’ x$

u$l‰m $ kû$ N$tè Hê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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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û$ *+#,$!",&-$!"./0)1$45è H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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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7$89Fx$

~J$*+#,$!",&y$45md$!"./-$0)1W$,"Nl$$ C$

PYP# Ò$bÚ$0)1-$Û$yR$Ù XY$ˇ3�$£‰i˜t VÜC$ x$

f$cÿW$G†XY ››-$0)1W$67mn$';$*+#,$!",&C$

?V$�Äf$89W$nKVdRu$£‰i*´$ftx$

it$!ÚpV*$W!p4$ÿ%W$'mõ$››-$0)1$<T-$67$$$

89W$M5p$«M N NM5p$«MûR¢°Æ≠Ø$Ø¶≠°∞§∞±$≠”‘§•§‘§¶£≤ C$ û§∞R¢°Æ≠Ø$

XY$cÿm* Vu$t—$64p$«MN$Ø¶≠°∞§∞±$≠”‘§•§‘§¶£≤ ûOP§Q≠C$FGHF≤C$

&∏p$«MXY$cÿ ê$ 6-$«MXY$ˇ3�$»Ñ'mìt M5p$C$ ÷ x$

«M-$0)1$67$89z$#,ˇ$,"ë$+$"5p4$n+-$Ñ+XY$

")Je$-;$—qrâˇ ,&#˚"ë!$Bd$K#N$V$6lf$MC$

5W$zE$ñÜeJ$VE�Rd$0)1$67$89W$-Aft S $Nx$

M5p$«M-$0)1$67$89z$"5p4$ßëV$h8$QbpXYC$

Bd$6ñp4$ñ‘Y®W$º;$0)1W$67md$ßëW$-Aftx$

y ,"Nl$0)1$67$89$$ x$

M5p$«M$$$$H≤$

,"Nl$0)1$67W$'f$M5p$«M-$89XYd$b. L#M$$$ C$

Nl ,&#˚"ë!$ßë$+V$sÜˇ*$øst VÜf$89z$t—$C$ x$

64p$«M-$b. L#M$NlN$&∏p$«M-$,&#˚"ë!$ßëC$

XY$cÿˆt L#M$NlW$º;$!"./e$Lf$#)p$2cu$nx$

KVd$89z$V˙p$.]-$,"Nl$0)14$ ˜¯f$./$˘# N$‘ ’
bÚrsX∂ b.u$ºf$0)1$67z$)Jp ⁄˛p$.]-$,"C$ C$

Nl$0)1N$b+W$t*$øst Bf$,&#˚"ë!$ßëW$º;Jx$

d$ÑY$⁄˛p$.]-$,"Nl$0)14$ #˚´$µÕ-$./$¸˝ N$‘ ’
bÚr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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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64p$«M$$$$$$ ≤$

$

L#M$Nl$$$$$$$$ûH≤$

˜¯f$./$˘# V2d$V˙p$.]-$,"Nl$0)1W$67mn$$$‘ ’
'f$89XY$bc$™õ$,&?z$L#M$Nle$™õm*$øst #x$

,$–KeJ$./W$⁄˛m∂$G$$6ñW$iät$i ππY-$!"$C$

./$˘#Vˇ$,&YJ$z{�^$4$GL¥f$,"+$+e$L;$"V$

ød$*–W$mn$�¿¸$ΩQy$≥n$Ç)Vt b.ˇ$,&#˚"ë!x$

u$º;$./eJ$V<f$n◊Vˇ$R5W$z[$.d$øR0 VÜf$nC$

◊Vˇ$R5XYd$ß:RR$«d$àap4$./˘#e$Lf$ÇflW$ß

Qn$';$!"./-$#)p$Ù W$"çm∂$!"./0)1W$F:ˇ

y*$østx$

교사의 어쨌든 본질은 수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너무 많.
이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대학원을 첫 학교에 있.
을 때 가게 된 것도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었고.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연구물을 낸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사업을 따오고 이런 것들을 하

다보면 수업에 대한 준비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연수나 책.
이나 논문을 그냥 읽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뭔가 그걸 통,
해서 내가 수업을 어떤 걸 시도하게끔 하는 사업이나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확실히 내가 변화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
하려는 것 같고.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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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ûF≤$

L#M$NlW$º;$V˙p$.]-$,"Nl$0)1W$67m*´$m$$

ìt ,"Nl$)Je$Lf$V; Y$ˇ!5�$)Jp$.]-$,"NC$‘ ’
l$0)1N$ #˚´$µÕ-$./$¸˝ XY$ˇ!5�$⁄˛p$.]-$,‘ ’
"Nl$0)1-$67z$b.u$º;$VE�R*$østx$$

,&-$R=p4$0)1$67W$'f$b.d$ÉÈe$ÿ2$´Àb.$$ C$

¥{b. *√b.Y$cÿr∂ ¸˝MÜe$ÿ2$ ùtb. MÀb.C$ C$ C$ C$

>tb.Y$cÿˆt ,"ç bc$™õ$,&?z$ ™$l,&$´û C$FGFGQ≤x$ H

ÀW$é”mn$'f$´Àb.: !"./N$+,ˆ$›∆$¥{b.e$pC$

>pXY$™õm∂$./eJ$⁄èpXY$ß®4$.$ød$n◊Vˇ$./

´…u$çQ* ⁄Z$./e$p®m*´$89mìtC$ x$

계속 연수 같은거 다녔지 방학때마다 연수 보면서 배울 것들을 . .
좀 가져와서 적용해보는 수준이었지.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계속 꾸준히 연수는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뭔지. .
주로 집합연수보다는 원격연수로 들었던 것 같고.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저는 신규때부터 늘 체육교사 대상으로 하는 실기 직무연수가 있

어요 그거를 거의 매년 계속 들어왔고 퇴근하고 사당에 가서 하. .
는거죠 네 뭐 학교로 가서 실기 수업도 하고 이론 수업도 하고? .
올해는 원격으로 했었고 그런 연수를 찾아다니면서 좀 배우죠. .

최흥미 교사 심층면담( , )

!"./N$+,ˆ$´Àb.$Bd$MÀ$¥{b.$NleJd$,"Nl$$$

)Je$Lf$V;u$yd$NlV$∫\r�ø�$b.e$™ymd$,&?

V$,"Nl$)Je$Lf$V;u$¤6$.$øS`$c1r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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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계속 개정되니까 체육수업이랑 관련된 원격연수 이런.
걸 들으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꼭 다루더라구요( ) .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

kû$ MÀ¥{b.$Nl$µ$,"Nl$)J$+,$ä®è Fê$

µ%,"b.Mû C$FG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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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p$«M$$$$$$ ≤$

!"./bc∏$ßë$$$$$$$$ûH≤$

!"./bc∏:$z$,&#˚"ë!$ßëz$!"./$0)1$flP$$

e$@lp4$˝¶W$Aßt @n- t©$!",&?N-$ñ‘Yû C$FGHò≤x$

®W$º;$>´J0$z*$ø�$Ë›?W$ˇ3* -&Tºm∂$70;ˇC$

jXYJ$⁄èpXY$./W$⁄˛md§$V<f$0)1W$674$.$ø

tx$

나는 수업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내 수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수업을 누가 보지는 않잖아 잘 보는 일은 없잖아 그래서 수업. .
에 발전이 있으려면 수업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학교 안에서는 전학공 같은 거 교과끼리 모여서 하면서 . .
내 수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내 수업을 개

선시키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안.
에서 수업 모임을 만들고 참여한다든가 학교 밖에서든 어디서든 .
수업에 대한 어떤 내 수업과 남의 수업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수.
업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전자율 교사 심층면담( , )

저는 우선 하나로수업연구회를 하면서 우선 얻었던 게 있다면 나,
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건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보수적인 편인데 웃음 새로운 걸 시도하. ,( )
고 새로운 과자도 잘 안 먹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고 다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로수업연구회 선생님의 자세를 보면서 많이 

배웠구요.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모든 체육선생님이 모든 체육수업을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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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 영역이 있고 특성화된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 .
내가 좋아하는 수업의 타입이 있고 종목이 있고 잘하는 종목이 있.
고 그것들이라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 만  갖고. .
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연구회라든지 다니면서 예를 들

어서 스포츠스태킹 같은 것도 해보고 해보면 이제 나는 이건 도저.
히 못하겠다 하는 게 있고 이건 할 만하네 이런 건 조금 더 공부. .
해서 투입하고.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Nl$bc∏$ßë$$$$$$$$ûF≤$

^y.]-$,"NlV$.—6l$!ZY$Gç J nÓ-$0 6l$$$ C$

!Ze$N;$,"NlV$6lrd$Ñny$∂hR*$øt Bf$,"Nl$x$

ù1N$¸˝-$´¡1V$≈Lr J$RƒN$#,-$õAe$ª%$Rƒ.

] #,.]-$,"NlV$tjf$Ç5XY$¸˝r*$ø�$,"Nl$)C$

Ju$¯GH%$V;md$°9V$¬√$µ<;R*$øt VÜf$ñáeJ$x$

,"Nl$)Je$Lf$V;u$¤Vn$'mõ$,"Nl$bc∏$ßëW$º

f$./0)1$67$89V$VE�Ktx$

이거 같이 한 번 해보자 멤버 모으고 있는데 같이 해볼래 그래. . ?
서 네 그래요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학교 근무하고 있는 . . A
형이랑 샘이랑 샘이랑 파주 교육청 계시는 선배님이랑 이렇게 B C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 연구회였지 계속 모여.
서 이야기만 하고 그 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 졌던 게 지. ,
금은 교육과정 총론이 안에 역량이 들어있지만 경기도 교육, 2013
과정에서 처음으로 역량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놨어 그러니까 역량.
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가지고 애들을 역량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

다고 이야기 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 제일 최초가 경기도였어.
경기도 교육과정을 토대로 역량중심으로 학교 평가계획을 만들어( )
보자 이런 식으로. .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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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ƒ;$,&d$ΩnS2d$Rƒ$.]-$,"NlW$#,.]e$p®m$$

n$';$z$Rƒ-$t©$,&?N$\ $‚9mìt VÜf$89z$!x$

"./eJ$�Äf$ä®W$yHŸ^$mdRe$Lf$*–XY$V�K*C$

⁄Z$./$⁄˛eJ-$Ä'YèR$V�Ktx$

평가개선연구회라는 연구회를 통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에서는 어

떤 걸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업을 역량중심으로 하고 평가. ,
도 역량중심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그 

때 부터는 역량중심으로 수업을 짜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
바탕으로 하면 수행평가를 짜는 것들이 의미부여가 되게 좋은 거 

있잖아 이 수행평가는 단순히 자유투 몇  개를 던져서 몇  개 넣는 .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아이들. .
한테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어떤어떤 능력을 키워.
줘야지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옛날보다는 보다 손

쉽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들을 하면.
서 수업에 대한 주제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짜게 되거든.
그러니까 킨볼 수업은 그냥 킨볼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

을 하고 인성을 키우는 킨볼 수업이 되어야 하고 탁구수업은 내, ,
가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탁구수업이 되어야 되고 런닝맨 수업의 ,
주제는 함께 달리는 것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또 수업의 

캐치프레이즈고 이런 것들이 교사가 던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
있어야 수업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NM5p$«M$$$$F≤$

*+#,$!"./-$0)1W$67mn$'f$NM5p$«M-$89X$$

Yd$./$176R #Ë$ísì$p>$S˝ #Ë-$î¤V$V;mnC$ C$ C$

ë…,&:-$,my$sÜ5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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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64p$«M$$$$$$ ≤$

./$176R$$$$$$$$ûH≤$

bc$™õ$,&?z$*+#,$!"./$⁄˛eJ$›´e$ªd$˜¯f$$$

˘#W$zn$';$S1p$89W$nKV*$øst !",&-$S1z$x$

./e$Lf$Õ˙W$⁄˛md$ScV J ë—e$Õ˙W$RFd$ÇÖ-$C$

ƒ4W$ft 0®P ü{˝ VÜf$S1p$89z$ÑY$66a'$û C$ C$FGHH≤x$

Bd$#n b‡$a'-$./176R:$z$n`k-$MÜY$VE�KC$

t 66a'-$./$17W$º;Jd$o6-$./W$rXhi*$k^kx$

^$./eJ$w$rs�$& ππYy$w$md$& ππY-$!"./V$C$ C$

ˇhy^$4$Ç¶W$R=pXY$*–md$n∏Y$‹*$østx$

저는 거의 다 수업을 기록을 해서 거의 다 기억나요 수업일지를 . 7
년 동안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쓰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 .
보면 그게 다 기억이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내 수업의 자.
료가 되니까 똑같은 수업을 다시 했을 때 뭘 잘못했고 이런 건 이.
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써있어서 그런 것들을 .
항상 새 학기 준비 했을 때 크게 종목이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
그 때 그 수업을 쭉 훑어보면 평가 기준은 이렇게 했더니 가 너A
무 많다 이런 것들 조금씩조금씩 수업의 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미래의 나한테 쓰는 편지 이런 느낌이어서 나중에 봤.
을 때 이렇게 개선해라 이런 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
게 있어가지고.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물론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으시지만 그리고 끝난 후,
에 반성일기를 쓰시면서 또 수업을 리드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것 같아요.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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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a'Y$./176Ru$Y1m∂$./⁄˛W$S1md$,&S$ø$$

sR0 64p$1¶e$ÿ2$#n$a' b‡$a'Y$./W$17md$C$ C$

,&S$øst S1p$«M-$6789-$©˚z$tjm%$sÜˇ*$øx$

sR0 o$./W$k&$RˇDd$&V$h8 17W$º;$./˘#W$C$ C$

0?�ˇyd$ÚnY$‹dtd$"ºhW$z*$østx$

계속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수업에 대해서 반성하.
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연초에 수업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저는 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학 때 다, .
음 학기 수업을 기획하는 것하고 지난 학기를 반성하는 게 다 필

요하다고 봐요 가급적 저도 그거를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글로 남.
기려고 해요.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제가 체육 일기를 년 동안 썼거든요 년 그냥 제가 했던 거예20 . 19 .
요 했던 거 나도 상처 받았던 거 이게 잘 안되네 왜 그러지 연. . . ?
수받았던 얘기들 수업하면서 잘됐던 것 애들이 냈던 과제나 제가 . . .
올해까지 하면 년이니까 년 동안 쓴 한 달에 한 학기 끝나면 20 . 19
한 열 장 정도씩 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매주 쓴 해도 있고 어. .
떤 해는 두 달에 한 편 쓴 적도 있고 꾸준히 썼죠 년도부터. . 2002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Õ-$./W$S1m* w$r*$ød$çÿN$w$rR$«d$çÿW$$$ C$

ñáóV$*–m∂$˘#W$M1;yd$Nlz$∂z$n‡e$´1rd$&

V$h8 ,¥ËΩ$0Se$∫Ÿ$R=pXY$⁄˛r�^$md$NlVtC$ x$

./˘#z$�fi$f$b‡$´1rd$&V$h8 ñáód$S1W$º;$0C$

?�ˇyd$Nl$´!Vn$Ç)V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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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ísì$p>$S˝$$$$$$$$ûF≤$

#Ë$µÕ-$./$¸˝W$';$bc$™õ$,&d$#Ë-$-RW$p>$$

pXY$S˝m*´$mìt #ËV$./-$µÕV$rn$';Jd$#Ë-$x$

+heJ$./W$G2id$&V$Q¨pXY$VE�Ñ^$mn$Ç)Vtx$

내 수업에 대해서 뭐가 좋았는지 내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에. .
피소드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좋았던 걸 쓰게 하고 네가 체육, .
교사라면 체육수업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쓰게 해요 좋은 것.
도 쓰게 하고 나쁜 것도 고칠 것도 쓰게 하고 그걸 평가할 때 한 . .
번 읽으면서 점수를 주고 겨울에 집에 가지고 가서 여유 있게 한 .
번 씩 봐요 그러면서 내 수업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연구자 그럼 학년 끝날 때 항상 설문을: ?
연구 참여자 네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간단하게 그걸로 또 : . .

상처받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필터링 해버리고 이, ,
런 거 아쉬웠구나 이번 또 온라인수업 마지막 하면.
서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이런이런 한계점이 있었는

데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
상황에서 올해 수업과 내년 수업에 대한 생각을 듣

고 싶다 했을 때 대부분이 활동시간이 적어서 아쉬

웠다는 말이 많았고 온라인을 많이 하니까 규칙 같,
은 것 영상 같은 것을 많이 보고 학교 와서 실제로 ,
해보고 이런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민성실 교사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자꾸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
어야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봐,
야지 자기가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필요한지

를 아니까 그런 능력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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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걸 반영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
민성실 교사 반영을 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애들이 좀 주도적으로 : .

책임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우리말을 들어주는구나.
내가 의견을 낸 건데 의견을 냈으니까 열심히 해야,
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Bf$#Ë-$+heJ$,&-$./W$S1md$&eJ$kDR$«*$$ C$

o6$o6-$./$K eJS$ #Ëz$,&-$âKVt 2d$¡ÔyYX‘ x’
Y$ q'$µ$S1 W$⁄˛m*$øst‘ û°¶RØ¶”‘§¢∞B§∞B≠”‘§¢∞≤’û¸”%¢∞C$H’I∑≤ x$

어제 첫 제자가 와서 물어보더라구요 뭘 이렇게 하세요 걔네가 . ?
저의 딱 거울이예요 얘네는 지금 졸업하고 없지만 얘네가 내 수. ,
업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자부할 수 있나? ...
중략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건 항상 ( )... ?
얘네가 언제든 와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자들이 정말 자.
주 와요 근처 사는 애들이니까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오. .
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선생님이 왔는데 애들은 뭐 다 흩어져서 .
놀고 있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당시 진짜 너무 ,
존경했던 아이들이 선생님도 변해가는구나를 느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아직 승진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 스스. .
로 부끄럽지 않도록 부여잡고 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언제나 내 .
수업을 보고 있구나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
하게 되는.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Ë-$î¤V$V;mn$$$$$$$$û∑≤$

#Ë$µÕ-$./W$¸˝mn$'f$R5p$«M-$89z$¸ën°$«$$

MN$./$hVU�$«MXY$sÜ5t Q¨$¸ën°V$çòf$#Ë?x$

-$WKW$V;mn$'mõ$,&$ππY$1Y¸$¸ëW$R=pX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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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øst 1Y¸$¸ëW$˘Ô$_äW$Ç-$fio nÿW$¥_$fi'x$ C$

i*$¸ën°V$»z$#Ë?-$WKW$V;m*´$89m*$østx$

제가 운동을 계속 해요 처음엔 축구 했다가 육상 했다가 그게 어. , .
느 정도 달성되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종목에서 어떻.
게 보면 애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농구를 시작했는데 농구를 .

년 했던 애들보다는 당연히 못하죠 고등학교 애들보다는 그러10 . .
면  계속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농구수업에서 클래스가 낮은 .
학생이면 어떤 기분일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
며들까 계속 내 일상에서 계속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
이 조금은 주효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힘들면 얘도 이때 쯤 이렇.
게 힘들 거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조금 애가 위로가 되겠다 라는 .
걸.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ën°$«M/0$h12 6ñËßeJ$#Ë?-$î¤Ve$ªd #$$ C$ C$

Ë?-$äpënu$#74$.$ød$tjf$hVU�u$ö*´$89mì

t #Ë?$&VeJ$#qmd$s2¡ˇ$bZ4 Z°$ÏYkÌ$+eJ$x$ C$

./$hVU�u$öÔXYJ$#Ë?N$"jLu$M1m* äpënu$C$

®Ü6XF*´$mìtx$

애들이 보는 예능도 보고 애들이 보는 여신강림도 봐야 돼요 어. .
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제 딸래미들이 그거 보고 있거든요 내가 왜 . .
보겠어요 그냥 애들하고 몇  마디 하려고 그래요 애들하고 어떻게 . .
공감대를 형성해요 학번이 어떻게 애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겠. 92
어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다가 여신강림에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 .
네 애들 감성이기 때문에 저거 수업에 한 번 해볼까 내가 시간? . .
을 투자하면 뭐가 나오고 저기 농구하는 장면이 나오네 차은우가 . ?
농구하는 장면이 있어 이거 나중에 농구수업 할 때 짤로 해서 하.
면  좋겠네 그런 거죠 그래서 차은우도 하니까 차은우가 유명하? . .
니까 핸썸 타이거즈 나왔던 영상도 이렇게 농구할 때 이렇게 연결.
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면 농구 수업할 때 이렇게 하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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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ˇ &∏p$«M ë…,&:-$L'$$$$$$ ≤$ >$

#Ë-$+Õ&e$"jm* ./N$bÚ;$äpënu$#7mn$';$$$ C$

ë…$,&:-$,mu$º;$89W$nKV*$øst ¡ÔV$ªd$!"x$

,&y$©õ$6ñËßeJ$#Ë?V$‹h4$0f$./$hVU�u$R=

pXY$23mìX∂ Vu$./e$p®mõ$‹z$S0W$önS$mìC$

tx$

그때 우리 년도에 체육선생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2013
떤 수업 할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다가 달리기 수업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
해보니까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
가 이제 를  봤는데 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빅뱅이 나TV TV
와서 레이스를 하는 걸 봤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
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걸 해가지고 요 앞에 천이 흐르거든 요 , ?
천에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수업이야.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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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PYP#$0)1$67$89$$ x$

M5p$«M$$$$H≤$

y 64p$«M$$$$$$ ≤$

W—$Xó∏$™%$$$$$$$$ûH≤$

*+#,eJ$!"+,$#N-$P#N$+,ˆ$ä®W$yK$0)pXY$$$

RS4$.$ød$&Lz$!",&Vt bc$™õ$,&?z$L#-$!"$x$

+,$#N$©ù$<(W$V;mn$';$¥_$Xó∏e$™õmd$+$*+

#,$!",&YJ$!"N$+,ˆ$PYu$-.md$#ËW$RSmn$'

f$89W$nKV*$østx$

시험기간 일주일동안 시간 시간씩 교육청가서 입학처장 설명을 6 7
다 듣고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까 입시를 조금 알.
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고 여기는 .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P#RS$´…ù$ùV$$$$$$$$ûF≤$

Bf$P#RS$´…ùW$¥_$ùVmnS$m J$P#RSe$Lf$0$$

)1W$>L'mìX∂ a4/0$h12$t©$*+#,$!",&S$#C$

Ë?-$!"PY,"e$ß®4$.$øS`$mìtx$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입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학,
지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체육,
집필상담교사로 한 년 있었어요 그 관련된 책을 쓰는 대학 분석3 . .
과 전략이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체육 파트를 맡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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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진로가 중요한3 .
데 제가 담임이 되든 아이가 체육과를 진학하고 싶든 입시를 모르

면  진학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

ˇ &∏p$«M$$$$$$ ≤$

!"PY,"$bc∏$$$$$$$$ûH≤$

","eJ$!"PY,"W$⁄—m¬2S$!LW—#MN$z$&,"$$$

n+-$li9W$ÿ2yn$�Åt Ve$,&$>´0-$89XY$ßK$x$

.$ód$çÿz$t©$,&?N-$"ë!$ßëW$º;$ß:ˇy*´$mì

tx$

제가 속해 있는 연구회는 주로 체대 입시 쪽 입시 관련한 연구회.
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 연수보다는 체대입시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그런 부

분을 녹여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연구회입니다 주축이 체육 거.
점학교 중점학교 운영 담당자들이랑 교육청 사업이나 수업에 관심 ,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구요 목적이 디테일한 연구회죠. .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Û*$Y1Z—$"#$$$$$$$$ûF≤$

,&#˚"ë!$ßëW$m*$ød$üƒ;$,&d$ #DS$()U$$ èFGFG

s$Ü˜e$ÿ©$1KµÕ<y$&ˆù ‹z!"./ˇ[bc∏ eêû C$FGFH≤

J$´Õ-$./$&ˆ:$\ $Û*$Y1$Z—u$"#mìt üƒ;$,&$x$

geS$./&ˆ$ˇ[W$Pqf$t©$,&?S$#&f$MÜY$tjf$∆

o-$Û*$ä®W$"#m*$øsX∂ Vd$#,–K-$,&?V$™*4$C$

.$øS`$ç∫rst VÜf$Û*$Y1$&ˆ-$ˇ[z$;∑$,&#˚x$

"ë!-$c1M/0$h12$t©$!",&e%S$@lp4$˝¶W$H$

.$ød$y°1W$zdtd$heJ$-Ay$ø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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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û$ üƒ;$,&-$Û*$Y1ä®$ˇ[$´… ´…ùeJ$7*è ∑ê$ û ≤

NM5p$«M$$$$F≤$

y 64p$«M * œá$Ωæ$$$$$$ ≤$ >$ ∑$

4)Ú$*+#,$ #D-$œá,&d$L#W—:$¥_p4$+,V$ø$$ ∑

d$'DVn$Ç)e ´bπµ%$#,Ëßn`ç$Y1Vˇ$L#$W—<C$

(e$Lf$liu$ö%$ˆt @‚9$,&d$*+#,e$˘Ô$à{m%$x$

rsR0 L#W—:$#,Ëßn`ç$Y1e$L;$*+#,$,&YJ$C$

0)1W$z{n$';$* œáW$´Mmìt∑$ x$

처음에 고등학교 가면 누가 진학에 관련해서 알려주는 것도 없잖

아요 진짜 막막한데 얘네 인생 걸린 건데 난 하나도 모르고 너무 . .
답답해서 년차에 고 담임을 지원을 했었어요 걔네한테 좀 미안2 3 .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처음에 . .
고 애들 가르칠 때 첫 해 때 되게 모르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지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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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잘 못해주는 것 같고 학종도 뭔지 . .
자세히도 모르고 막  그런 생기부를 왜 써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
왜 자세히 써줘야 되는지 체대입시 하는 애들 왜 잘 써줘야 되는.
지 모르니까 피상적인 얘기들만 썼는데 학년 담임 한 번 해보니, 3
까 얘네들을 어떤 얘기를 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런 

거를 좀 내가 써줄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좀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조협력 교사 심층면담( , )

t Ò$bÚ$0)1$67$89$$ x$

NM5p 64p$«M$$$$H≤$ B

y ïA$#7W$'f$ñáód$*–$$$$$ ≤$

~J$*+#Ë?V$Õ/$VÖe$14V$r�JS$R=pXY$Ëß!"$$

e$™õmn$';Jd$#Ë-$!"ßëe$Lf$ïAy$µ<f$<4V2

d$hV$sÜ5t Ve$bc$™õ$,&?z$#Ë?V$!"./eJ$¸x$

ëe$ïAu$fi¿%$mn$';$ñáód$./bc:$*–W$R=mìtx$

오로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대학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스킬이 엄청 늘었어요 여고인데 애들이 . . ,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입시만 생각해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해야 , .
잘 움직이게 하지 하니까 피드백도 너무 많이 고민하게 되고 흥? .
미가 빨리 빨리 떨어지잖아요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과제를 계속 .
개발해서 그리고 조금만 떨어진다 싶으면 그래서 더 민감해지는 .
거예요 보고 관찰하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바꾸고 잘 하지 . .
않아도 떨어지더라구요 빨리 바꾸고 하면서 수업 스킬도 많이 늘.
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때 집까지 한 시간 반 거리였거든요. . ? 9
호선도 없을 때 그 왔다갔다하는 시간은 거의 교재연구 한 것 같.
아요 지하철에서 콩나물시루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동안은 다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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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안하고 그땐 스마트폰도 아니었으니까 핸드폰 메모장 있잖. .
아요 거기다가 차시 피드백 뭐 과제 뭐 이거를 왔다갔다하면서 . 1 ,
그래서 그때 핸드폰에는 그 학기마다 메모장에 수업 계획 과제, ,
피드백 이게 다 메모장에 정리 돼 있어요.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ˇ Ëß!"e-$¥_p$™õ$$$$$$ ≤$

*+#,$!"./W$º;$#Ë?W$Ëß!"XY$bÚm¿ $Ëß!$$

"V$VE�R*$ød$–Ke$Lf$V;y$¨qr�^$4$&Vt Ve$x$

bc$™õ$,&?z$ππY$Ëß!"e$™õm J$Ëß!"e$Lf$V

;u$¤V*$østx$

수업 때문에 생활체육동호회도 많이 갔어요 배드민턴이랑 탁구랑 .
아크로바틱이랑 배구랑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랑 지금. . .
은 완전 올스톱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근데 정말 한 두달 빼고는 . , ,
계속 이것저것 갔던 것 같아요.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안 추울 때는 매일 아침 달리기도 하고 시에 일어나서 약간 따, 5 .
뜻해지면 뛰려고 한달에 키로는 뛰었던 것 같아요. 7~80 .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t \©]YJ-$,&$$$$$$ ≤$

#Ë?V$!"./W$º;$Ò-$yDu$çQn$';Jd$,&$ππY$$

y$„:$\©]V$r�^$ft #Ë?z$,&-$©˚W$i∂$´ÕS$©x$

H%$GL¥f$14-$©˚W$k¿yn$Ç)Vt bc$™õ$,&?S$x$

./—‡W$º;$¯G©$Ò-$©˚W$¥_$iõÑ∂$©»V$≤$.$øS

`$qëm*´$89m*$ø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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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이거나 정의적인 거는 존중 배려는 수업시간 년 내내 해요1 .
계속 얘기해요 욕하면 안 되고 하면 애들이 알죠 그리고 저도 그. , .
렇게 생활해요 저도 수업에 늦게 들어가면 미안하다 얘기해주고. .
미안한건 미안하다 얘기해주고 고마운 건 고맙다 얘기해주고 그, .
런 부분들이 살면서 애들이 계속 아 저렇게 살아야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실천하는 거죠.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애들도 배우잖아요 그쵸 내 수업을 . .
통해서 내 말  표정 옷 입고 다니는 거 선생님의 말투 하나 그냥 , . .
온 몸을 통해서 나를 애들이 경험하잖아.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2 tjf$ÿ^-$"ç$$$$$$ ≤$

!"ßëe$œC$tjf$Ò-$yDu$yHD* π∫ªu$)'YJ$¶$$ C$

#mS`$0?n$';Jd$!"$ÿ^/0$h12$!"$ÿ^:$ìt4$.$

ød$tjf$ÿ^e$Lf$"çy$V<mt ,&y$tjf$ÿ^e$Lf$x$

TjW$z{R$Øm $#Ë?e%$ôçf$!"./W$Z"mn$�Ån$

Ç)Vtx$

체육수업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꼭 너무 체육에만 국한되지 않

으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독서를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음악. ,
을 듣든 뭔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다른 데서 뭔가 얻어진 영감

이 분명히 체육수업이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이 있다 보니까 

저는 수업연구를 할 때 너무 체육 스포츠에만 딱 국한돼서 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되게 다양하, ,
게 이것저것 일부러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결국 .
그런 트렌드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교양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아까 애들이랑 소통할 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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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공감대를 같이 만드는데도 너무 좋고 결국 지름길인 것 같아.
요.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개인적으로 관심은 계속 스포츠 도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
교에서 학교 안에서는 제가 체육 스포츠도서에 관심 있습니다 라

는 걸 저도 모르게 알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포츠 감상대회.
나 시화전 이런 거를 해서 관리자분들이 딱 아시더라구요 되게 좋.
다 왜냐면 보여주기 좋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되. . ( )
게 좋다 체육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그리고 학생들도 확실히 좋아. ?
하는 것 같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
거든요 하는 게 사실 안 될 수도 있는데 교내대회를 스포츠 감상? ,
대회 스포츠 시화전 스포츠 리터러시 대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 ,
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사람이 이제 글이 있으면 , .
읽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내재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려.
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해서 붙인다든지 내용을 체육일언.
을 계속 붙인다든지 학생들에게 한 시간에 하나나 한 주에 하나라,
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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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û$ *+#,$!"./0)1$67$89è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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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N$>?@A∑x$

R’èR$*+#,$!"./-$0)1N 0)1$67W$'f$89e$$$ C$

L;$£‰i˜t a$leJd$*+#,$!",&y$45md$!"./x$

0)1W$:;md$<4N$VÜf$:;<4W$>?mn$'f$@AW$£

‰i*´$ft :;<4N$>?@AW$›$<4√Y$Z—md$&$itx$

d ›$<4√$:;<4N$>?@AW$ºtmõ$Z—md$&V$c´-$C$

V;u$yd$§$S`V$≤$&XY$˛ar�$\ $Z—mìt ÕŒ œx$

W$º;$S[ˆ$:;<4XYd$ô·p$<4 ZSp$<4 64p$<4C$ C$

V$ˇ!5tx$

y ô·p$<4$$ x$

:;<4$$$$H≤$

ô· v$ �∫$6-$G†V$rd$ZSˇ$@A W$N#pXY$VH$$ û ≤ ‘ ’風土
d$9Vt ^r^�M #,-$ô·d$#,$0!$Bd$!"+,$û C$ FGFH≤x$

çJ !"$,&$ùa$0!e$∫Ÿ$∏ç;$ød$ùap$lJ$Bd$0bC$

;$ød$+ˆu$-Am∂ G”$n‡-$ΩæN$0!$6M-$¡+p$ë-C$

Y$ 0?�Ñ$ f$ 64V$ Ä'mn$ �¿¸$ *1W$ -Aft T-Uû C$

FGGFQ≤x$

bc$™õ$,&?S$*+#,$!",Ne$0b;$ød$ô·u$G”$n$$

‡$ëí$´bπµ%$Ωæmìt !"./W$¤lpXY$⁄˛md$¨çx$

,&?Yçé$@lp4$ΩæW$mnS$mìR0 *+#,eJ$!",NC$

y$Ω—rd$ÿ'nˇ$!"./e$+ÕV$ód$¨ç$!",&:$z$ç

lp4$ô·$=eJ$�¿`W$¿nS$mìt Ve$a$leJd$!",x$

N$äp$<4N$!",N$gp$<4XY$cÿmõ$ô·p$:;<4W$£

‰i*´$f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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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N$äp$<4$$$$$$ ≤$

ë…,&:-$‚--$�¿`$$$$$$$$ûH≤$

RƒN$}Ωe$ÿ2$«Vy$ø,R0 6SpXY$µ+$!",&d$µ$$ C$

#,it$*+#,eJ-$à{u$¨‘ft *+#,-$ΩQ$µ#,it$x$

—.y$pn$Ç)e$!",&$‡$∆o "‡e$Lf$‚-y$®Vm*C$ C$$

µ#Ëe$N;$ËßRSy$ùmtd$45V$øX∂ ,&-$RSy$ód$C$

hˇ"$./V$Pqr¬2S$#Ë?V$ghJ$wft*$45md$Ω¶V$

(mn$Ç)Vtx

선생님들이 자꾸 고등학교만 자꾸 옮겨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를 몰라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자기는 고등학교에서 .
근무하고 싶대 한 학교 정도는 경험해봐야 돼요 저는 올해 년. . 20
차인데 년 빼고 다 중학교예요 그래서 체육관 없는 중학교에서만 7 .
했어요 완전히 땡볕 그래서 수업 잔머리 가 많이 늘었죠 어떻. . JQ .
게 하면 이걸 할까 공간은 어떻게 할까 맨날 협의야 협의 나 혼. . .
자 할 수 없고 학급은 크고 공간은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 .
겨내려고 했던 게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 같아요.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VÜf$ô·$=eJ$f$64V$Ä'u${cmd$&z$æ¸$6V$h-$$$

&Vt 1Y¸$&?W$—Sm* Ä'md$&e$âçjW$z*$ød$ôx$ C$

·$ô·$=eJ$�¿`W$¿nS$mì* Ë›V$t©$ë…$,&:$Ç+C$

W$¿nS$mìtx

뭐 그런 거 해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
마찬가지이실 텐데 그리고 수업을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 형성이 .
안 되잖아요 체육과는 그리고 아직도 알아서 하는 것 알아서 하. . .
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알아서 하고 뭘 그것까지 이야기해 이런 . ?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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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합격하고 딱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살 많은 . 10
선배가 이거 할까요 하지마 위험하대 축구만 하쟤 축구만 그래. ? . . .
서 년은 그렇게 있고1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수업할 때 방해되는 건 사실은 교사 간의 관계 체육교사간의 관.
계 수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 .
쓸데없이 그런 거 한다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너 때. .
문에 내가 비교된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껏 자기는 안 . .
하더라도 이러면 좋은데 자기도 안하는데 나도 하지 말라고 내. , , .
가 싫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 .
속에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게 되고 참 동료 선생님이 가장 큰 지,
금은 너무 좋거든요 팀워크도 잘 맞고 동료 교사가 좀 체육수업. .
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걸 설득하고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
$

*u$f$#De$Ë›V$t©$ë…$!",&:$\ $?�y%$rd$Ω$$

Q$‚-$NleJ$�¿`W$¿nS$mìtx$

동학년에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같이 수업을 들어가면 거의 협의가 ,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
든요 종종 내용을 선정하는데 저는 이 종목 하고 싶은데 이 분. . , ,
은 안 하고 싶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소규모 . .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한 명  씩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맞다 보면 .
누군가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약간 쉬운 수업 평가가 쉬. .
운 수업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물론 . . .
그것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겠지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
고.

최흥미 교사 심층면담( , )



- 109 -

아무래도 좀 발언권이 적다보니까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쉬,
울 땐 있었죠 혼자 속앓이 여기가 체육시설 되게 좋아요 운동장. . .
도 크고 체육관도 두 개 있고 탁구장도 쓸 수 있고 헬스장도 있고 .
테니스장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여기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름 준비를 

하고 교구도 사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나 혼자서 이 학년을 다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러. .
블은 아니고.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abm*$cdep4$<y$$$$$$$$ûF≤$

b‡$<yÚéz$ D$ëí-$./V$ˇhy^$4$Ç¶W$Z—md$µ$$ H

<f$ÚéVt mR0$õ0u$≥z$*+#,eJd$#D√Y$<yÚéx$

V$*l;√* V0$bS-$<yÚéW$kLY$yÑtΩd$ô·y$0bC$

;$øtx$

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존의 평가계획 안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우.
리학교는 이미 이 종목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랑 .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고.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학교의 특성상 종목을 바꾸기가 어렵고 기존에 했던 종목들을 연

계해서 하다 보니 교육과정 내에서의 수업활동의 변화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t©$,&y$0?�$√z$<yÚéW$kLY$&®md$&z$!"./$$

0)1$67e$@lp4$˝¶W$ADn$�Åt ›$,&¡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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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z*$ød$˘#V$tH* ›$,&¡t$w$yH6$.$ød$∆oVˇ$C$

./$ä®z$tHt mR0$nÓ-$<yÚéW$kLY$&®md$ô·$x$

=eJ$<y$ä®z$abm* <ymn$æ¸$Ç¶XY$VE�R*$øsC$

tx

배구 평가가 마침 딱 있었어 언더핸드 오버핸드가 있는 거야 처. .
음 왔을 때 작년 평가계획을 보잖아 이거 어떻게 수업하시냐 물?
어보면 그냥 시험만 봤대.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나는 처음 고등학교는 이 학교가 아니고 옆에 다른 학교였는데 거,
기도 그냥 좀 단순한 수행평가 위주의 어떤 수업들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건데 그냥 되게 단순한 진짜 그냥 한 가지 가지고 서브 수행 

이런 거 물론 우리도 서브 수행 했지만 웃음 그냥 되게 단편적인. ( ) .
전자율 교사 심층면담( , )

농구 자유투 레이업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대표도 농구 자유투하.
면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프로 선수들도 A . .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기회를 여러 번 준다 하고 아휴60% . . .
그거를 할 거면 좋아 그걸 하고 다른 것도 해야죠 다른 것도 그. . .
걸 안 되는 애들이 다른 걸 해서 그걸 상쇄할 수 있게 해줘야 되

는데 그거 자유투 끝이야 농구 그럼 무슨 수업을 해 자유투를 한. . .
달 반을 어떻게 자유투 수업을 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자유투 . .
수업인데 농구를 하는 거야 농구 좋아하는 애들은 저쪽 가서 농구.
해라 수행평가 준비할 애들은 수행평가 준비해라.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V:$V$⁄Z$π∫ª$ΩnñáVˇ$Ò-$deN$ë‹�P$abf$<$$

yd$#Ë?-$./e$Lf$ïAu$‹�!‰d$<4V$rsX∂ ÓNpC$

XYd$!"ßë$™õu$:m—Fd$M4V$r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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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N$gp$<4$$$$$$ ≤$

!",N$äç-$<4S$!"./0)1$67-$ô·p$:;<4XY$$$

Rpr*$øR0 !",Nu$~Ü.$#,-$)' +‰´-$45N$C$ C$

z$!",N$gp$<4S$!"./0)1W$67m*´$md$,&?e%$

çlp4$˝¶W$AD*$østx

W—No$'Ñ-$#,$)'$$$$$$$$ûH≤$

a$bc-$0Se$∫Ÿ$S?pXY$Rpr*$ød$çÿVR0 *+#$$ C$

,eJ$!"./V$OqpXY$VE�R*$ød$yK$àap4$M4z$

L#W—$'Ñ-$#,$—π–Vt L#W—y$#6f$opXY$õøRx$

*$ød$4)Ú$*+#,eJ #Ë?e%$!",Nd$L#W—e$S˝C$

rd$Noe$N;$Õ‰p4$µ<Sy$»W$.÷e$ót Vd$!"./x$

e$Lf$#Ë-$™õSu$:m—Fd$Ñ<f$M4V$r*$øsX∂ ÓC$

NpXY$,&-$!"./e$Lf$0)1$67W$�Å%$md$<4V$r

stx$

움직임의 즐거움 필요 없다 이거지 삶의 질도 필요 없고 오로지 . ,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대학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
요.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입시위주로 가다보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비주류로 분류돼서 학생

들도 성적에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럼에도 ,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서 괜찮은데 안 그,
런 학교도 있으니까.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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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Ñ-$#,$—π–V$G”$n‡$∆‰$"%$*+#,e$´‰$$$

˚X J #,$c1M4$#Ë #ç©/0$h12$&∏$0!e$∫Ÿ$!C$ C$

",Ne$Lf$çlp4$45W$M1m*$øst ô·d$#Ë #ç©x$ C$ C$

t©$,N$,& k‰*$&∏$0!-$!",Ne$Lf$45eS$çlpC$

4$˝¶W$AD*$østx

체육은 특히 더 그래요 이거 진짜 누워서 침뱉기이긴 한데 침이. ,
라도 뱉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무지 소리 듣는거예요 단순 무. .
식 지랄이라는 게 지금도 똑같애 안 변해 영어 수업은 잘 못하면 . .
잘 하는 선생님한테 묻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해도 잘 못하는 .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묻혀버려요 영화보면 맨날 성폭행.
범 무릎나온 츄리닝 입고다니고 몽둥이 들고 다니고 그니까 걔네, , .
들이 그렇게 배운거야 그렇게 봤던 거고. .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f$$$$$$$$ûF≤$

!"./-$0)yd$!",&Vt mR0$#,-$+‰´y$./e$$$ x$

+õm∂$./0)1W$7âmd$§$:;<4V$rnS$mìtx$

작년에 안전사고 이런 거에 관리자분들이 민감하셔서 애들은 되게 .
재밌어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평가 준비했는데 애들 진짜 열,
심히 준비했는데 평가를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서 설문 받아봤을 .
때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체육수업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항은 교장이었

어요 예를 들어 체육 교과중점 선택과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 . .
체육수업 말고 학년때 단위 단위 단위가 추가됐고 고 에 단2 3 ,3 6 3 3
위가 추가되는데 이 추가되는 수업에 대해 교장이 일일이 간섭을 ,
해요 수학과 출신인데 골프를 가르치라는 거야 수영을 가르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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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야 볼링을 가르치라고 하고 많이 갈등도 생겼고 교육과정에 . . .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u$#,-$ZSN$+,ˆ$çÿe$ø�Jd$‡f-$lSy$¬√$Õ;$$

RnS$mìtx$$

특히나 이게 예산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저는 , .
교육과정 분석해서 아이들 체대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프로 , 90
이상이기 때문에 체대 진학에 도움이 되는 입시 실기도 하고 체력

운동을 할거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진로교육도 할거고 제가 하고 . .
싶은 수업을 설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걸 . ,
하라고 했냐 내가 그런 거 하라고 예산 가져온 건 줄 아냐 당장 . .
때려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볼링 시키라고 골프 시키라고 중. . ...(
략 내 수업에 자꾸 그렇게 개입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교장 )... .
선생님 이 수업은 교사인 저의 권한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간섭하. .
지 마세요 이러면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싸워서 저는 제 수업 제. .
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어린 후배들은 그 벽을 넘지를 못.
하고 년 내내 골프장 데려가고 인도어 골프장 시간 연강 수업, 1 . 2
인데 가는 데 분 오는데 분 실제 연습은 시간 갈 때 마다 30 30 . 1 .
버스 대절하고 특히 예산이 관련되면 더욱더 화려한 거 좋아하고. . .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서 자꾸 영상으로 남기라 그러고. .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A$$$$F≤$

G”$n‡$∆‰"V$ÃW$ød$*+#,$!"N-$ô·u$>?md$6$$

z$æ¸$6V$h1t mR0$bc$™õ$,&?z$´Õ0-$ÇÉW$º;$x$

ô·u$>?mn$';$89m*$østx



- 114 -

y ë…,&:-$‚9$$$$$$ ≤$

*+#,$!"./e$"V$ÃW$ød$ô·u$6¨mn$';Jd$,&$$$

64-$890XYd$ÿóf$fÚy$Ó≥ft ÿ2J$ë…$!",&:$x$

\ $ô·u$6¨;ˇyn$'f$89W$nKõ^$ftx$

사실 같이 해야 되거든 체육교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업이 . ,
바뀔 수가 없어.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

napXY$Ä'e$Lf$âçjW$z*$ø* op‰qe$/Ñ$ød$$$ C$

ë…,&:$z$#DW$yHD%$rd$ΩQeS$�¿`W$¿%$ˆtx$

Vu$>?mn$';$bc$™õ$,&d$ äy$@’$¬$Äíd -Ë-$0‘ ’$
ÄW$±m*$østx$

뭘 그런걸 해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래도 제가 한 번 이렇게 이,
렇게 해서 제가 요렇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 ,
저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편하게 이 부분 이

렇게 하세요 해서 그래서 수업 참여도 점수 같은거 점씩 늘려서 20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은 수업 참여도 구성 이렇게 하.
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고? .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아무것도 못  하게해 그리고 년 있다가 년 기다렸다가 그 때부. 1 1
터 이야기 했죠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어우 그거 나는 못해. . .
그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과제 이런 식으로 . .
한번 해보죠 떠안았어요 시험문제 제가 내겠습니다 떠안고 내가 . . .
하고 그분은 그냥 오게끔.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애들이 한 한달 밖에 안 나왔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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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유투만 시험치고 끝내고 이래서 너무 약간 죄책감이 들어서. ,
줄넘기를 애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거 평가하자 저는 했.
는데 다른 선생님은 그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냐 그래서 얘기하. .
다가 그럼 제가 그러면 선생님 반 두 반 해드리겠다 그래서 했는.
데.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ˇ 45$6¨W$'f$89$$$$$$ ≤$

*+#,$!"./-$ô·u$6¨;ˇyn$'; #,$c1MN$&∏$$$ C$

0Se$∫Ÿ$45W$6¨;^$ftd$V<1V$Znrstx$

체육이 학부모와 학생 다 교육 전반의 인식이 체육의 가치가 그. .
냥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활동이 다른 것에 전이될 수 

있다는 중요한 가치들이 조금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엔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랑 여가 레,
저로 체육활동 많이 할 텐데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신체활동을 소,
홀히 하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기록 교사 심층면담( , )

*+#,$!"./e$Lf$0Sp4$45W$6¨mn$';Jd$!",$$

&$ππY$ÑÄ,N2d$45W$0‰d$&V$Q¨pXY$V<mtx$

입시가 되게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은 되어 있으니까 체육은 

중심교과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
지 않을까 체육교과 문화의 개선 근데 이것 자체가 바뀌려면 입. .
시 위주로 생각하고 비교과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

시는 체육선생님들도 변화를 해야 하고.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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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ZS-$6¨$$$$$$ ≤$

*+#,eJ$!"./V$ä⁄$ø%$⁄˛rd$ô·u$0?�yn$';$$

Jd$ZSp4$RMV$ŸÍIr�^$ft *u$,"ë$«MeJ$!".x$

/e$Lf$K#&-$ƒ4V$≈Lr�^$¬$≥z$*+#,$!",&y$Ä

'4$.$øW$&Vtx$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 분장표를 보면요 수업이 없어요 다 , .
행정이야 행정 수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있어야 돼요 수업 담당. . .
나 같으면 뽑겠어 수업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위에 행정하는 사. ,
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근데 교. .
사들이 고집이 세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안 움직여 그. . .
래서 전문직이 있어야 돼요.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장학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싫어하겠지만 선?
생님들은 컨설팅 장학 이런 거 지금은 사실 막내들만 시키고 이러.
는데 모든 교과에서 장학사들이 와서 장학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
야지 사실 누가 그런 역할을 해 나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야 장학. .
사들이 수업에 관심이 없잖아 결국 장학사들도 체육수업을 변화시.
키려고 현장에 와서 장학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 교. .
육청에서 장학사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Tà$,&#˚"ë!e$Lf$+ÕV$¤hR J ./bc∏:$z$$$ C$

"ë!p$./6¨$89V$ß7m%$Pqr*$øt bc∏:$z$./$x$

6¨$89z$´7p4$™õu$0ZY$mn$Ç)e ./$6¨e$+ÕV$C$

ød$,&y$ππY$™õmR$«X $àNy$Zfp6$.÷e$ót ÿx$

2J$ZSpXY$*+#,$!"N-$ô·$0Se$Lf$6¨W$';Jd$

K#&:$z$,"0)¥-$p>p4$RMV$<cˆt*$4$.$ø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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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연구회에 다 들어가 있나 한 도 안 될 거예요 연구? 30% .
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 뭐야 도 안 되지 그러니까 . 30% 20% .
연구회 사람들만 으 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방임 그러면 쌰 쌰 . .
안 되고 정말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있는 ,
선생님들 수업을 지원해줄지 수업 가지고 뭘 할지 할 게 엄청나. .
게 많잖아요 연수원에서 연수 만드는 거는 소극적인 수업 지원이.
에요 연수 들어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전문직이 필요해요 그 사. . .
람이 있다고 해서 수업이 바뀌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공.
문 보내고 하는 거야 체크하고 확인하고 수업 사례 수업 잘하는 , . . .
사람들 지역에서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돌리고.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ˇ ZSp$<4$$ x$

:;<4$$$$H≤$

*+#,-$ZSp$*1S$!"./0)1$67-$:;<4XY$sÜ$$

ˇ*$øst c!pXYd$#,¸ëç$/{ œá$/{ n!$çJ/{x$ C$ C$

:$z$NSf$ql/{:$,"Nl$Ù -$<4V$ZSp$:;<4X

Y$45rstx$

$

y NSf$ql/{$$$$$$ ≤$

#,¸ëç$/{$$$$$$$$ûH≤$

#,¸ëçd$&‰'$π∫ª$'Ñ-$lÉ$hj$#,!"-$f$kW$V$$

E*$øX∂ !",&?V$k$ƒ4W$œ∑m*$øt *u$_+#, µC$ x$ C$

#,:d$Œ‰$*+#,-$¸ëçd$L#XY-$P#Vˇ$ÏY¨.Y-$

P[ k‰*$¸ë¨.YJ-$PY$∫n$+$µ<f$Çûbe$J$øn$Ç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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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c,&y$fi¿d$çœjN$ÉájV$¬√$¥$.÷e$ót mRx$

0$#,¸ëçe$Lf$1z*$tjf$<c$@A?z$¸ëçu$RSmd$

!",&?e%$k$�fi$Çit$•$π'�πu$Ñ*$øt @Ã‘ 1Uû C$

ı ⁄ZY$bc$™õ$,&$µ$¸ëçu$œ∑m*$ød$,&-$ΩC$FGH’≤x$

Q$¸ëç$/{Y$4;$!"./e$ZLY$ÕΩW$Ø$Ωd$�¿`W$·

Ym*$øst Bf$#Ë¨.-$#˚œV$(@r J$"5Ωnd$ÑY$x$

Ñ9‰ku$º;$VE�R%$r J$¸ëçu$œ∑m*$ød$!",&d$

<6N$Ñ9e$./$bcu$'f$—‡W$zR$Øf$ß$Nµf$/{e$—

Œ‰*$østx$

엘리트 스포츠는 주말 리그를 돌리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출근을 .
하고 임장지도를 해야 하니까 진짜 월부터 월 중순까지는 주 . 4 , 11
일제로 거의 가는 거죠 주 일제로 가는데 거의 반년을 거의 빠7 . 7
져 살아야죠 상황들이 중략 지금은 수업 준비를 많이 못  하. . ...( )...
죠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할애를 못. .
하죠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야구만 쫓아다녀. .
도 일이 쌓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불안해요 특히 올해가 코로나 . .
터지면서 대회 일정들 다 꼬이면서 출결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

다 하면서 그거 수습하는 데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거기다 우리 일반 학생들 수업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
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울의 피드백이 곧 나올 텐데 어떻게 , ,
나올까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해가 없었으니까. .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공문은 진짜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수시로 코치들이 와서 , .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공문도 막  계속 바뀌고 출장을 주말에 . .
많이 가지 주말리그를 하니까. .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ëç$/{Y$4;$7Ëmd$Nµf$ql/{u$.qm*$øR0 l$$ C$

Y$œ∑´$ged$VÜf$*mW$gR$Ømd Nµf$/{e$ÿ©$4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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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ˇ$iñV$ód$–⁄z$*+#,$!",&?-$�¿`W$yµm*$ø

stx$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를 좀 체계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로 막  잡아가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적으,
로 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생겼고 저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안 될 만큼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일이 또 주목받는 학교의 운동부다 보니까 . .
너무 좀 뿌듯하면서도 스트레스도 되게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른  거를 진짜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담임 업무도 소홀해지게 되.
고 수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되게 지장이 많이 생, .
길 만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부 감독이라는 게 이제 다. .
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죠 그걸 인정받고 싶은 게 물론 사람 마.
음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인정이,
나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더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들고 그런 . .
게 큰 것 같아요.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Bf$¸ëç$/{u$œ∑mt$i $L∏$áKRS$—$./W$i($˘$$

‰;^$md$ΩQy$Ënâˇ œá$#™-$∆ˆu$mn$�¿¸$ΩQy$C$

7Ëft Ó^$œá$#™$#Ë !"./e$™õmd$#Ë k‰*$ë…$x$ C$ C$

,&?e%S$Aíf$¡ÔW$yÑ^$md$–⁄e$�¿`W$‘Tm*$ø

stx$

대회를 그래도 매년 종목마다 다르지만 대여섯 개 정도 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임장을 하는 게 맞는데 학교 상황이라는 게 , ,
쉽지 않잖아요 수업을 비울 수 없으니까 서로 양쪽에 다 미안한 . .
거예요 이쪽에도 미안하고 이쪽에도 미안하고 계속 그리고 담임 . , ,
학급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수업하는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계속 약

간 죄인처럼 너무 그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운동.
부 감독 선생님들이 비슷한 고충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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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ä$ql/{$$$$$$$$ûF≤$

#,eJ$,&d$.//0$h12$tjf$/{u$.qft ,&y$.$$ x$

/$ge$1h^$md$/{d$LúpXY$œá$#™W$+‰md$œá$/

{ ›$çJeJ$œ∑md$/{u$.qmd$ql/{y$øt ⁄Z$Q‰C$ x$

ˇ2d$ ∏M^$µ$,⁄∑$#Ë$.y$<⁄W$ñ∏md$^yVR02¬ÂQ$ C$

,&$LN$&{¥M-$N¡V$yK$»z$^y$µ$mˇY$’ütû2¬ÂQC$

#Ë$.y$™Àm%$H�?* #™$.y$jTm∂$´bπµ%$,FGH∑≤x$ C$

M-$.S$H�?*$øR0 #,eJ$˘‰;^$md$/{-$jz$k0C$

]$H�?R$«*$øne$,&?-$/{e$Lf$çœz$Ç.`$MÑy*$

øt *u$#,!"-$ß1'Y$4;$!"$+,$/{y$ò�ˇ%$rsx$

* !"$+,$/{d$ÑY$4MV$flr�$ød$!",&e%$çõrC$

 J$Nµf$/{e$+;$çœW$Ñ*$østx$

모든 체육교사들이 느끼는 것은 과다한 업무일 것입니다 저는 계.
원으로 있을 때도 부장을 담당할 때도 스포츠클럽 체대 입시반, ,
교육과정 클러스터 환경 운동부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 .
수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게 더 문제였

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체육교사들.
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점들은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처럼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Nâçé$!",&d$#Ëçe$T=râˇ$+,$/{u$1d$ΩQy$$$

≥X∂ mÜ‘ ÃÛ„ #,-$ËßRS$/{d$!",&eû C$FGGG¨$ C$FGHî≤C$

%$1nd$ÿ'ny$RçpVst VÜf$ÿ'nd$õ0u$Ó≥md$&x$

XY$iV∂ Vd$ËßRS$œ∑,&-$*1ñ$#Ë?N$‹z$+Úu$C$

#Rmn$�Å*$π'�πu$]td$h k‰*$/{$*1ñ$!"./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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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Ë?-$ËßRS$/{e$¬$≥z$—‡W$n´m%$03td$he

J$ZSp$:;<4XY$sÜˇ*$østx

업무량이 너무 이제 사실 학생부라는 게 저도 첫해 때 되게 빨리

하는 거죠 부장을 처음 서른 네 살 때 학생부장을 시켰으니까. . .
그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조협력 교사 심층면담( , )

생활지도는 가끔 내가 이게 수업보다 생활지도가 너무 크게 다가

와서 좀 지칠 때가 있긴 하지 스트레스받기도 하고 우리 학교가 . .
생활지도가 많이 필요해 학교가 그래서 생활지도를 하면서 작년. .
에는 이제 내가 학년 안에서 업무가 생활지도였고 담임하면서 작, .
년에도 생활지도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올해도 조금 그. .
러면 또 수업에 쏟을 에너지가 조금 여기서 소진되기도 하고 그런 ,
게 있긴 한 것 같아.

전자율 교사 심층면담( , )

생활교육 담당이 어딨어요 선도위 학폭위 담당이 있지 생활교육. , ,
은 모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학년부장님. . .
이것 좀 없애라 왜냐면 내가 그거 담당이었거든 자기는 좋은 사. .
람들만 가르칠려 그래 아니 왜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보내냐고. .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어거지가 바꿔줘야 돼요 그런 것들 말을 . . .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바꿔줘야 돼요 내가 무슨 학생부장 할 .
때는 내가 전공이 학생부는 아니잖아요.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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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Nl$ñ-$�¿`$$$$$$ ≤$

PY¨±No-$«√1$çò$$$$$$$$ûH≤$

,"Nl$«MeJ-$ZSp$:;<4S$sÜˇ*$øst –≥$0!$$$ x$

#DeJ$—qr*$ød$ 6l$,"Nle$ÿH 6S*eJ$ÑY$FGHò$ C$

ù1m*$ød$iº,Nd$6S¨±NoN$PY¨±NoXY$ˇ3%$ˆ

t mR0$⁄Z$#,–KeJd$6S¨±NoN$PY¨±No-$«√1x$

V$çòmõ$nÓ$PY¨±No-$ù1$ÛR:d$t©$©˚XY$¸˝r

*$østx$

체육이 그냥 요즘은 대학입시에 전혀 안 들어가지만 진로선택이며 ,
이런 식으로 나눈 적 있잖아 근데 이 진로선택을 해서 나눠져 있.
다고 한다면 이 학교에서의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지 선, .
택을 하는 애들만 할 수 있게 해야지 말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다 .
하고 있어 하기 싫은 애들도 다 나와 있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
잖아 우리 체육수업만 재미없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은 더 . ,
심해 다른 과목 명 명  수업 듣고 있고 다 엎어져 있는 거 보면 . 3 , 4
너무 안타까워.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Nl-$67$NleJ$*+#,$!"./-$–⁄V$S˝rR$«˜$$

td$hS$,"Nle$Lf$®0W$FQd$M4V$r*$øst 6ˆYx$ C$

,"ç e$ÿH $ 6l$,"NlV$p®ˆ$v;4$ #DS$ûFGFG≤ FGHò$ FGHI

*+#,$ÕWËz$!",Nu$∫\f$PY¨±No-$1pW$ +™-$’

%«+™W$ S[mS`$ Îlmìt mR0$ D$ 0e$ ÎlV$ Gç�$x$ H

#DS$ÕWËçéd$t—$ +™-$%«+™W$S[mR$«d$&XFGH’ ’

Y$Gç�$!"./$–Ke$>vW$_jmìtx$

고등학교에서 진로선택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체육을 진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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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목으로 선택을 안 해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어려운 과목,
을 하느니 체육을 진로선택으로 하자 해서 고 에 스포츠 생활을 3
선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만 등급 평가고, 9 ,
이걸 잘못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등급 평가가 가능3
하게 했어요 이 한 학년 만  등급 평가를 하게 해놔 가지고 실기. 9 ,
평가만 하면 급간이 많이 나눠지지 않는데다가 등급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되게 민감해져가지고 왜 운동 실력가지고만 평가하냐 이,
런 얘기가 나올까봐 보고서 평가 이런걸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건 약간 선생님들의 반대가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야 ,
하는 번거로운 일이라 기말고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Bf$,"Nl$ñ$lñp4$./V$VE�Rn$�¿¸$ #D$ #ne$$$ ∑ F

Lf$�¿`S$Znrst L#W—-$.—0MeJ$#,Ëßn`çd$x$

#D$ #nèR0$S˝V$rn$Ç)e #D$ #n *u$.°$VÖ-$∑ H C$∑ F C$

#&$¸˝z$lñpXY$VE�Rn$�¿¸$hS$ZSp$:;<4XY$

ˇ!4tx$

학년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거는 학기 때의 그 분위기 속에서3 2
웃음 고등학교 계시면 학기 때의 분위기를 대충 아시잖아요 그( ) 2 .
래서 학기가 되면 학교도 애들이 잘 안 오고 이러니까 팀 평가 2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개인평가도 겨우 애들 나오면 불러가지고 ,
시키고 이러고 싸인 받는 것도 와서 싸인 하고 약간 반 강제적으.
로 하고.

조협력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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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Zi$$$$$$ ≤$

"‡p$<4 ./$"‡$$$$$$$$ûH≤$ >$

_ µ *+#,$4$&$óV ¤8f$#,$!"$—Xz$!"./-$$$ å å C$

ä⁄'u$:;md$Ñ<$<4XY$S?pXY$Rpr�≠t a$bcex$

JS$#&m%$#,-$!"—X$õAN$!"./$"‡N$z$k‰p$<

4V$*+#,$!"./0)1$67W$:;md$<4XY$sÜˇ*$øs

tx$

시설이 중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안 좋아요 옆에 중이 있는데. C , C
중은 체육관이 깔끔하게 있고 잔디도 깔려 있지만 고등학교는 안 ,
깔려 있거든요 그것처럼 학교 자체가 체육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
안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라 학교 자. .
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를 아이들이 경험

하면 좋을텐데 시설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보니까 대기하는 시,
간도 많고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축소시키거, ,
나 간소화시켜서 해야 하니까 재미도 좀 덜 하는 부분도 생길 때

가 있고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시설 측면이. .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XN$}Ωz$!"./e$Lf$#Ë-$0òSu$Ólmd$$$

µ<f$<4VR0 OPç TÒ˘ !"./eJ$¤8f$—Xz$û C$ C$ FGHH≤C$

*+#,eJ0$)ZhXY$Rprd$&V$h1∂ *√u$1z%$sÜC$

x$)ZhV2*$mnd$�Åt t0$*+#,eJ$à{md$bc$™õ$x$

,&?-$ΩQ$!"./-$"‡V$ZLY$ÿ‰rR$«h$t©$,&:$.

/—‡V$5Dd$ΩQ$ZLY$ˆ$./W$Pqmn$�¿˙�$ΩæV$sÜ

ˇ*$ø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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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체조하고 아직도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우,
리가 축구장이 개가 나와 빨리 축구장을 맡아야 되니까 다른 3 . . (
수업 학생들이 막 나와 가지고 마치 점심시간인 것처럼 서로서로 ) .
조끼도 안 입고 라인도 안 그려져 있어 그냥 막  하는 거야 내가 . .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있으면 그 애들이 보이는데 애들이 집중이 

되나 자기들도 아무리 학년이어도 빨리 저기를 점령해서 코트를 . 1
잡아야 되는데 그 때 막  동시에 개 반 나오기도 했거든 최소 . 5 . 3
개 반 개 반은 항상 나왔어 그 때 명이라 했잖아 꼭 명씩만  4 . 40 . 10
축구하지 않아 자기들끼리 하는 반이 있고 반 대항으로 하는 반. ,
이 있고 그러면은 얘가 할 데가 없는 거야 체육관에는 막  두 세. . ,
개 반 농구하러 막  들어가는 거야.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VÜf$ñáz$~J$ô·p$<4eJ$Rprs�$ä®NS$#&f$d$$

eW$VE*$øt napXY$,&y$./e$Lf$*–W$m* ./-$x$ C$

ä®N$#Ë-$ë¨ í0&*$ZÇe$Lf$]Nu$ft $´bπµ%$C$

#D√$Bd$,&√Y$"‡W$cÿ;^md$V<1W$fi¿%$ˆt mRx$

0$ hˇ"$./ V$0b;$ød$Vñ$#D√ #™√ ,&√$"‡-$ÿ‘ ’ C$ C$

‰d$•$-Au$zR$Øft ,&d$k:$[%W$!Zm*$"W$yÑtx$

Ñn0$m $rn$Ç)Vt Õf$ΩQ$¸ëKeJ-$./W$6‰d$*x$

+#,$!",&?z$!"+eJ$õÜ$#™V$\ $./W$mS`$c1

mnS$mìt flˆ$"‡e$õÜ$#™ ≥z$#ËV$./W$m%$rx$ C$

 J$VbpXY$í0&*-$y°1V$¤hR* ./-$èz$‹�Rd$C$

ÓNu$yÑ≠t Vd$!"./0)1W$7âmd$§$k‰p$:;<4x$

XY$45r*$østx$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아이들을 오자마자 고 을 맡았었는데 중. 3 ,
학교에서 축구수업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특혜고 공을 ,
뻥뻥 찰 수 있는 특혜면서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종목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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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고등학교 와서 축구를 하려면 운동장을 나가야하는데 고 아이, 3
들을 운동장을 데리고 나갔더니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학교 다니면서 운동장을 처음 밟아봤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
서 이 아이들이 실내 종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거 평가.
를  쭉 봤더니 거의 다 실내종목 위주였죠 우리 학교는 체육은 체.
육관에서 한다는 게 고정되어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 반이 체. 2
육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안전성이나 수업의 질적인 문제도 있었,
기 때문에 체육 쌤들이랑 다시 협의해서 공간의 분리가 좀 필요하,
다.

최흥미 교사 심층면담( , )

—‡p$<4 ./$—.-$çò$$$$$$ûF≤$ >$

N,p$L#W—eJ$´#Y¸$_+#, µ#,eJ$#,π∫ª¥µ$$ C$

Vˇ$ÇNÖ$!"./V$ß1'r�$ød$&e$S; *+#,eJd$,C$

"NlVˇ$!"$lÉñXY$!"ßëV$kTr�$øt *u$µ#,-$x$

ΩQ$#,Å9ZÇe$!"ßëV$@lp4$˝¶W$Aßtd$45W$nS

XY$#,π∫ª¥µ$ßëW$,"Nl$ä$lÎ$./—‡e$ù14$.$ø

S`$mìt Vu$º;$Lçÿ-$#,eJ$Ñ∑$ —‡-$!"./—x$ ∑»÷

‡W$¸˝md$+$ä⁄$ød$!"./W$¸˝mn$'f$TTf-$—.y$

≈irstx$

*+#,-$ΩQ$,"ç-$ #,!"$ß1'${P$Úé V$—qrn$$$ ‘ ’
V0ed$TTf-$!"./$—.0V$ù1rst ÕR�d$*+#,$x$ ∑

#D-$ΩQ$ D$ëí$!"./W$a$f$—.S$ù1mR$«*$t©$LH

#W—NoW$ù1md$ΩQy$0bät ,"ç -$ÚéV$—qrx$ ûFGH∑Q≤

�$!"./W$o$#n$ù1mS`$-{'r J$,"Nl-$Oqp$¸

˝z$¬$Vñ$VE�RR$«˜t mR0$Lçÿ-$#,eJ$6Ñ6e$x$ H

—‡$Bd$ —‡$ù1rd$!"./XYd$õ0u$�¿`V$østF x$

입시 때문에 심리적인 중요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중학교나 초등학,
교에 비해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체육활동 자체가 완전히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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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잖아요 교육과정 상으로도 그렇고 정책상으로도 그렇고? , .
이사랑 교사 심층면담( , )

시수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해 뭘 하려고 해도 너무 부족할 때가 .
많아 .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A$$$$F≤$

y ql/{-$jk$$$$$$ ≤$

*+#,$!"./-$0)1$67W$:;md$ZSp$<4W$>?mn$$$

';Jd$,&$64-$89itd$ZSp$«M-$6¨V$V<mt ®Vx$

<f$ql/{u$jkm* 6md$0]-$plf$iñV$Ñ�YXYJ$C$

!",&y$�¿`$=eJS$!"./e$ùµ4$.$ød$}ΩW$@14$

.$øW$&Vtx$

운동부 부분에 있어서 점차 학교 밖으로 이전되려는 경향이 있는

데 그 외에도 체육관련 업무 중에 불필요한 업무나 타 교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
서는 교감 교장 등의 관리자 연수를 통해 관리자들의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ˇ plf$iñ$$$$$$ ≤$

!",&e%$Nµm%$çõr*$ød$/{u$jkmd$&V$–⁄pX$$

Y$�Å* an‡e$;Ómn$�Åt #,$äeJ$Nµf$/{u$œC$ C$

∑m*$ød$!",&e%$⁄èp4$iñW$Z";H$.$ød$Çíe$L

;JS$*–V$V<m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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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만큼은 줘야죠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업무량이 최저시급도 .
안 되잖아요 제가 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시즌 때 거의 . 80 ,
달에 시간 하는 건데 월 한 받으니까 원꼴인가요 시300 , 200 . 7000
급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 시험 봐서 왔는데 웃음 최저시급도 못  ? ( ).
받는 대우 받고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사.
람도 있지만 뭣 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너 땜에 다같이 피곤해지, .
는 거 아니냐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로받는 부분도 있지. .
만 위로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 .
도록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t —"‡p$Zi$>?@A$$$$$$ ≤$

$$

./$"‡-$ÿ‰$$$$$$$$ûH≤$

flˆ$´MW$tjf$.<e$ª%$ÿç;^$md$#,-$&l$ñ${$$

fl$‹z$—XN$#z$"‡W$≈imnd$�¿K$&Vt mR0$ä⁄$x$

ød$*+#,$!"./W$';Jd$./ßëW$'f$TTf-$"‡V$

≈ir�^$m* TTf-$—XV$z·è$Ç$~J$Z—ˆ$k‰p$:;C$

<4W$>?4$.$øW$&Vt ,⁄Vˇ$,N,⁄ ⁄æ⁄ ⁄˚⁄$+$x$ C$ C$

N,p$Yz$"‡eJ$./W$Pq4$.$ød$t©$,N:$Œ‰ !".C$

/-$ΩQ$#z$"‡V$V.pXY$<crn$Ç)Vtx

공간 시설 예를 들면 운동장이 너무 좁거나 흙 운동장에서 하는 , , .
것들이 제한되어 있잖아 비 오면 질퍽거리고 난 여기 인조잔디지. .
만  굉장히 좋더라고 그런 시설과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열. .
악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니까 실내 체육관이 꼭 필요하.
고.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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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y$VE�RR$«z$ñáW$>?mn$';$ë…,&:$‚$$

9md$ÇÉW$ß®mìt ./$"‡W$ÿ‰m*$./e$ùµ4$.$øx$

d í0f$./W$4$.$ød$}ΩW$0sd$&z$ë…$,&:-$‚-C$

y$V.pVt flˆ$"‡W$õÜ$#D #™ ,&y$ˇ3�$&®mn$x$ C$ C$

';$ë…$,&:-$n‡$Bd$∆oW$@¡mõ$./$}ΩW$6¨;ˇy

*$østx$

와서 내가 바꾼 건 동료교사하고 바꾼 건 자기만의 공간이 좀 생

겼어 자기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 그 때는 농구장도 우리가 . .
맨  땅이었고 축구장이 있잖아 체육관이나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 . .
는 거야 내가 배구수업을 하는 데 애들이 농구하러 들어와 야 선. .
생님수업이야 들어 오지마 네 학년 애들은 작년에 다 그렇. . ? 2, 3
게 했거든 저희 작년에 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야 나가 선생님. ? .
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받아들여주시는 선생님들이었어. .
그 부분은 또 나 혼자 요구한 게 아니고 같이 온 동료 선생님도 ,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힘을 실어 주셨지 그런 부. .
분들이 수업 환경이 받쳐 주니까 수업 환경은 되게 중요하잖아. .
체육교사가 사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건 수업 환경이잖아.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Î$$=$,c-$ÄM$$$$$$$$ûF≤$

¤8f$—XW$>?mn$';$,&.]eJ$!"ßë-$Î$W$ÄMm$$

* U-pXY$./$n´≥u$0?�äd$&S$k‰p$:;<4W$>?C$

4$.$ød$‹z$ÇíV$≤$.$øW$&Vtx$

열악한 환경과 시설 속에서도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든지 

즐거운 수업으로 대체품을 갖고 활용하고 직접 제작하고 규칙을 , , ,
바꾸고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쉽죠, .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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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T$$$$$$$$û∑≤$

6Ñ6-$ —‡$lS-$./$—.Y$f$∆oW$"V$ø%$tEned$$$ F

oQ$çòmt*$45r*$øst VY$4;$bc$™õ,&?z$f$#x$

n$∑$ 6-$∆o0W$tEd$+-$;Ó$ÇíW$©3mâˇ #D$‡H»F C$

-$bÚu$º;$fÚu$>?m*´$mìtx$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
절대 많은 종목을 너무 많이 때려 넣지 말고 투투볼 같으면 저는 .
투투볼을 개월을 가르쳐요 이론수업 영상부터 시작해서 배팅만 3 .
거의 주를 해요 시합 안 시키고 배팅만 집중해서 이쪽에서 때리2 . .
고 저쪽에서 수비하고 배팅연습만 주 정도 하고 배팅이 돼야 재. 2 ,
밌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를 들어가요 그러다보면 달 이상 . . 2
할 수 있고 얼티밋 플라잉디스크도 그냥 바로 얼티밋을 가는 사람 .
많아요 애들이 어떻게 잡는 지도 모르고 그립도 모르는 데 경기. ,
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던지지 막 던지다가 앞에 있는 애 . .
얼굴에 맞고 그래서 농구를 가르쳐도 영상 수업 하고 그 다음에 . , ,
스냅부터 가르치죠 그 다음에 손목 스냅 역회전이 왜 중요한지. , .
그다음에 공 핸들링 계속 하면서 감각을 길러주고 그리고 나서 레,
이업을 시켜주고 배구 같으면 첫 차시 오리엔테이션과 영상 했으.
면  두 번째부터 바로 스파이크 하는 거야 스파이크랑 서브를 빨리 .
가르쳐 왜냐면 애들은 항상 배구수업 뭐 배웠는지 물어보면 이거.
토스하는 동장을 보여주며 밖에 안했대 배구는 이거 밖에 없는 ( ) .
줄 알아 스파이크 안 해봤어 하면 고 인데 스파이크를 한 번도 . ? 3
안 해본 거야.

임진로 교사 심층면담( , )

학년 간에 연계가 생기면 좋잖아 학년 때는 배구 서브를 했어. 1 .
그러면 꼭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학년 때 서브를 . 1
배웠으니까 스파이크를 해보고 학년 때 게임을 시키면 되잖아 얘3 .
네들이 꼭 농구 축구 배구 하고 새로운 걸 그런 걸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그 학교에서 제대로 이 배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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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쭉 해서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체육교사가 아니라도 3
전공하지 않아도 동호회를 했어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봐. .
그럼 걔네 마인드가 다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 거니까 농구 쪼금 .
축구 쪼금 이렇게 하는 거보다.

김배려 교사 심층면담( , )

´n‰$—‡-$ß®$$$$$$$$û÷≤$

*+#,$!"./-$—‡p$ZiW$;Tmn$';$bc$™õ$,&:$$$

ë…$,&?z$hÕ—‡Vˇ$ÇNÖ$—‡N$z$´n‰$—‡W$ß®m

*´$mìtx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간절히 원합니다 근, .
데 경험의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점심시간이건 아침 시.
간이건 방과후 시간이건 짬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서 고등학교 시절에 소홀할 수 있는 운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

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과 연계한 교내 리그전. .
반별 대항전 같은 거 애들 진짜 좋아하잖아요 운동하는 아이들도 . .
좋아하고 거의 한 이상 보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 운동 경, 80% .
험기회의 제공은 진리 같아요 웃음 몇  년간 계속 느껴보면 탁구. ( ) ,
면  탁구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것은 그냥 교사가 입으로만 몇  번 ,
떠들고 번거로운 일 몇  번만 챙기면 충분히 애들 할 수 있게 해줄 ,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와가지고 한 게임 두 게임 하고 .
가고 그런 경험을 꼭 제공을 해줬으면 모든 교사가 제공을 해줬. ,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하려고 해요 저희 학교에 박, .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시간 날 때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 핸드00 ,
볼을 지도하세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 생소한 핸드볼이라. .
는 운동을 한 분 점심 먹고 분 하고 가는데 여학생들도 2~30 2~30
막  와서 배우고 게임 안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분간 기능 , 2 30
위주로 하고 슛 던지고 가는데 아이들이 그게 물론 운동 목적이 ,
스트레스 풀리는 것만 있으면 안 되지만 스트레스 풀릴 것 같다는 ,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보는 아이들도 있고. .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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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64p$<4$$ x$

:;<4$$$$H≤$

y op‰qN$-R$:m$$$$$$ ≤$

~J$£‰a$ô·p$<4Vˇ$ZSp$<4$geS ,&-$64p$<$$ C$

4S$*+#,$!"./0)1$67W$:;md$&XY$sÜ5tx$

VT¨$g d$,&-$´7p$-Ru$!",&-$R=p$0)1$$$ ûFGHî≤

67-$›P<4V2nitd$0Z@AXY$Z—mìt ,&-$-R$óx$

Vd$0)1$67V$VE�è$.$ód$&Vt mR0$µ+!",&d$x$

,¥Ω9V$@6.`$!"./e$ø�$op‰qW$¬$≥V$fi¿%$ˆt

Ã*¸ bc$™õ$,&?e%S$¡ïyRY$./e$Lf$op‰û C$FGG’≤x$

qN$-R-$i'd$!"./0)1$67-$µ<f$:;<4XY$45r

*$østx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나 자신인 것 같아 의지 그래서 스스로의 . .
어떤 체력이나 마인드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럼 그 다음날 수업하다가 , .
짜증내 예민해지고 애들 대하는 것도 내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 .
그런 건 옛날부터 많이 느꼈어 내가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
컨디션이나 체력 관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김역량 교사 심층면담( , )

가장 중요한건 교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
은 아이들 많은 예산이 있더라도 교사의 의지가 밑바탕이 되지 않

는다면 실천될 수 없겠죠 반대로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적은 예산.
이라도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잘 꾸려질 수 있는 게 체육수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공감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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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6 yl$jr-$�¿`$$$$$$ ≤$ B

Ñà$Ö$"h[à V2d$9V$øt ª7V$ççVâˇ$´8y$Ü�$$‘ ’ x$

x$R$ˇ¡$rR$«z$ΩQ$a/$Ñà$Ö$"hy$—Yrd$&Vt V˘x$

/$./N$ylW$©)$9nd$&z$!9pXYˇ$—‡pXY$!"./

0)1$67-$�¿`XY$45r*$østx$

지금 두 돌 됐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가죠 그 안에서 수업이 순위. 1
여야 되는 걸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당장에 닥치는 업,
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하다보면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
준비할 여력이 정말 안 생겨요 집에 가면 뻗으니까. .

정존중 교사 심층면담( , )

년차 때 결혼 했으니까 일단 와이프가 지금 사실은 시즌 들어가4 .
면  거의 얼굴을 못봐요 왜냐면 아침 시에 출근했다가 시 시. 7 10 11
에 퇴근이거든요 시즌 들어가면 그러고 이제 회의 땜에 뭐 새벽. .
에 들어갈 때도 많고 .

유열정 교사 심층면담( , )

>?@A$$$$F≤$

y ë…,&-$´>$$$$$$ ≤$

bc$™õ$,&?z$,&-$-Ry$�fi$f$b‡$Á´n$Ëøˇd$&$$

V$h8 9]f$89W$º;$0?�yd$&V2$45m*$østC$ x$

연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업에 관심 없는 선생님들은 신규 때도 .
관심이 없어 이거는요 어느 순간에 팍 생기지 않아요 그냥 관심. .
이야 그리고 노력이고 그냥 내가 수업을 바꿔봐야지 생각을 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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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수를 듣고 자격증을 따러 가고 저. , .
는 계속 겨울 때마다 연수받으러 갔었어요 연수 받으러 가면 그 . ,
배운 게 결국 수업으로 나와요.

조인성 교사 심층면담( , )

Nâe$N;$t©$!",&-$./´…u$"#mn$®V;K* DY$$ C$

ˇ Y$4f$MÀ./XY$4;$VÜf${Ûd$¬√$™Àm%$ò�5XH’

∂ 0^-$!",&$MN1ãu$º;$JY$´>W$Ñ*ÍX∂$@lp4$C$

˝¶9W$7âmìtx$

지금은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도 영상자료 같은 게 많잖아요 .
하물며 작년 지나고 나서 유튜브에 막  체육수업에 대한 영상자료

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은 몰라서 못하기 보다는 그냥 안 해.
서 안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의지가 있는 체육교사라면 누구나 ,
좋은 수업자료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체육수업을 , ,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유튜브에서도 조금만 찾아보면 좋은 .
체육수업나눔연구회 같은 그런 수업 사례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

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선되었고.
이하나 교사 심층면담( , )

이렇게만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국 체육교사 카톡방.
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걸 보면서 반성도 하고 신경 써야 되겠. .
다 생각도 하죠.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특히 우리 이제 명  방에 있는 카톡방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3000
많이 자극 받았던 것 같아 월 월달에는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해. 4 5 .
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걸 막  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게 되고 나도 자극받고 그런 것들.
이 있었던 것 같아.

민성실 교사 심층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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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 64p$89N$ZSp$RM$$$$$$ ≤$

6N$ylW$jrmn$';Jd$/{:$Ò-$�fi$f$:XY$DQD$$$

R$«*$@'u$V◊$.$øS`$89V$V<mt Bf$64p$89N$x$

\ $ZSp$«MeJ$VÜf$89W$ŸÍI;Ñ�^$4$&Vtx$

출근이 저희는 워낙 빠르니까 와이프가 등교 다 시키고 하면 일주.
일에 세 번 정도는 제가 무조건 애들 데리고 오는 거죠 데려와서 .
놀이터에 놀 때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되게 중.
요하고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야 하잖아.
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

이만능 교사 심층면담( , )

(-u$∆t;i *+#,eJ$!",&y$!"./0)1W$67$$ C$

md$§$çlp4$˝¶W$ADd$:;<4XY$ô·p$<4 ZSp$<C$

4 64p$<4V$Z—rst ô·p$<4z$t—$!",N$äp$<4C$ x$

N$#,)' +‰´-$‡fN$z$!",N$gp$<4XY$cÿrsXC$

∂ ZSp$<4z$NSf$ql/{:$,"Nl$ñ-$�¿` —"‡p$C$ C$

ZiV$sÜˇ*$øst 64p$<4XYd$op‰qN$6 yl$jr-$x$ B

�¿`V$ˇ!ˇ*$øst R’èR-$(-u$l‰m $ kû$ :$x$ è òê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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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û$ *+#,$!"./0)1$∆tè ò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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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td$hN Vu$6¨mn$'f$89V$â-$ótd$he$Ñom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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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w *+#,$!"./0)1$67-$:;<4N$>?@Az${|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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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ÇvûFGG÷≤x$6SÚ$*+#,-$#,,"Nl$¸˝$⁄Ü$ÿ%x$P˛ f>$

^,"67Mx

mÜ‘ !",&-$√óN$k$,"p$-Ae$+f$bcûFGGG≤x$ x$f^π∫

ª,"#∏RC$îûF≤C$IîB’Ix

mÜ‘ !",&-$./$Ç5$=$Ä'Nl$ÿ%ûFGGH≤x$ x$f^π∫ª,"

#∏RC$IûH≤C$HïHBHîGx

)'!"+_çûFGHI≤x$ !"ìJFGHI$ x Û∆ )'!"+_ç$ >$ x

)'!"+_çûFGFG≤x$ ^–Ëß!"@&FGFG$ x Û∆ )'!"+_ç$ >$ x$

–„ &∏N$./$0)1$œä-$VäN$⁄˛-$lt1ûFGHG≤x$ x$&∏N,

"bcC$HîûF≤C$Fî ÷∑x–
Ã*¸ µ *+#,$!",&-$,¥Ëß$+Õ&:$op‰q$bûFGG’≤x$ å

c A‡q$%&#'$() V'õ´L#, JKx$ x$ >$ x$

Ã⁄¤ ,&-$./0)1$˝¶<4e$+f$c@p$ÿ%ûFGGI≤x$ x$,"q

l#bcC$FïûF≤C$÷’Bî÷x$

ÃΩ% *+#Ë-$!",&Õ=:$#˚-d$=$,NÜS:-$4ûFGHH≤x$

N+Úx$f^π∫ª,"#∏RC$HIûF≤C$ïò îîx–
ÃñP üÎÜ ÃU» ÕÈA *+#,$!"./-$≥A<4V$C$ C$ C$ ûFGH÷≤x$

¸ëR=e$ADd$˝¶x$f^!"N#∏RC$F∑ûï≤C$îïò îîîx–
Ã1∞ µ+N#,&?-$,.É$=$´nà°jN$ÜSe$ÿ©$,ûFGGï≤x$

N,"#R5x$f^N#,"#∏RC$FïûH≤C$HFFBH∑Hx$

ÃÛ„ !",&y$?¿Ñd$#,ËßN$4œ$V^nûFGHî≤x$ x$π∫ªN#C$

H÷HC$IòB’Hx

Ã#ï *+#,$!",&-$N|�p$MN1úVâN$,& #Ë$ûFGH’≤x$ B

ñ‘Y®V$!"./$ÜS$=$0òe$ADd$˝¶x$f^!","

#∏RC$F÷ûF≤C$HîH HI÷x$–
ÃÜ- V∆Ω *+#,-$!"./}ΩV$!"./ûW$=$./C$ ûFGHï≤x$

0òe$ADd$˝¶x$f^π∫ª#∏RC$H÷û∑≤C$∑∑’ ∑÷Ix–
ÃM. ,&? Û*$-{'e$ #Ë$lS$´d§ TXyB SûFGH’≤x$ C$ “ xxx ”$

7C$µ%6iC$FGH’xHFxFx$CÏ¢>$%‘‘ü£>==∞¶+£xD¢§∞£x”¢Æ=≠°‘§”Ø¶=F∑ï÷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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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RM Tà$(\$µÕ$ƒ&./$(-:$,&0)1 ,&,"ûFGH’≤x$ C$ x$ƒ

&,"C$H÷’C$F’ ò’x–
çAl ü-ì µ+$N#˝≥$RS,&-$./$0)1e$+f$&C$ ûFGHG≤x$

ˆbcx$f^N#,"#∏RC$∑Gû÷≤C$÷HF ÷FIx–
ì¨- ÕQl *+#,$#Ë?-$PY$ßë$Ωæ #,-$"™N$C$ ûFGHI≤x$ >$

#Ë-$Ωæx$f^,"C$÷òû÷≤C$FFîBFò∑x

JΩ∞ ,&$0)1$67W$'f$Líp$_àXYJ$,&#˚"ëûFGG’≤x$

!-$y°1N$fÚx$f^,M,"bcC$FïûF≤C$F÷∑BFîïx

JΩ∞ ,&$ #˚e$ Lf$ "ë!p$ _àûFGH∑≤x$ x$ ,"N#bcC$ ÷÷û∑≤C$

HïHBH’Hx

JR˝ûFGH÷≤x$#,!"$ß1'$lÉ$àN$Z*$Çí f^,"Nl<yx$

Mx$

JR˝ ün˘ #U´ üÁ˘ Vl± «–˘ ÃP.C$ C$ C$ C$ C$ C$ xxxC$ ûFGHò≤x$FGHò$

6l$,N,"Nl$—í$67$bc$ !"N$,"Nlé$ f^,"x$

Nl<yM$bci*$ÂÏÂ$FGHòBFòB’x

%)Ñ Ô8,&$0)1$ÕKW$'f$Ô8,&$n]$*7ûFGHï≤x$ x$AjÔ

8,"bcC$HûF≤C$F∑ ∑îx–
TΩ- ,&$0)1 -$≥6˙'$Ç¶$23W$'f$n_bcûFGG∑≤x$‘ ’ x$,

"NlbcC$FHû÷≤C$îîB’ïx

TΩ-ûFGGò≤x$,"Nl$67 Ñ<$\h$=$1Y¸$_à>$ x$JK ,"N#>$

&x$

“%l V≥c ÕP⁄ #,!"PïÉ$—qVÖ-$06Nl$*C$ C$ ûFGH∑≤x$

7x$π∫ª:$ÉC$Hïû÷≤C$∑HBòGx

“Èº ,&-$./0)1$+heJ$a$,&,"-$70Ç¶ûFGGò≤x$ x$f

^,M,"bcC$FFûH≤C$I’ HGIx–
“bh üJb ü–R ÕRz Õl– üë™ ËΩ&p$_àW$C$ C$ C$ C$ C$ ûFGH∑≤x$

ºf$N#,&-$ÒN$0)1$23x$f^,")ZbcC$∑HûF≤C$HHò–
H∑ïx

“˝– ,&$,"W$'f$1Y¸$ÖÜtáXYJ-$ûH’’’≤x$ (Q¸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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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ïûF≤C$IHB’’x

À_® ,&-$ƒ4N$´è V„5$gûFGGî≤x$ x$ C$,¥N$,&ûüüx$ ∑’BîF≤x$

JK #R&>$ x

ÕR∞ Ô8,&$‡$‚ëV$,&$0)1$ÕKe$¿Dd$àNûFGH÷≤x$ x$,

M,"C$∑GûF≤C$H∑H H÷Ix–
ÕR∞ ⁄q"ë!u$ß®f$,&$0)1$67$bc$ë¶$ÿ%ûFGHò≤x$ >$

Ô8,&$0)1$67$bc-$—&hW$µÕXYx$Ô8,"bcC$

÷÷û∑≤C$ï’ I’x–
fR— ,"$bceJ$äÜãå$2c$ -$6˙ûFGG∑≤x$ ûE≠°°≠‘§•¶$Ê∞Â†§‘Ê≤$ C$

l« k‰*$~�¡C$ x$,"4m#bcC$ïûH≤C$HH’BH÷Gx

Gµà 6l$,"Nle$ÿ©$µ#,$!"N$<y$⁄Ü$ÿûFGFG≤x$FGHò$

%x$,N,"#bcC$F÷û∑≤C$F∑’ F÷’x–
QR0 !"$,&-$,.$0)1$M1$NlN$⁄˛p$-A$23ûFGHI≤x$ x$

f^!","#∏RC$FFû÷≤C$ï∑ îïx–
QDÁ #-¨ V˝T VR˝ *˝Ω üK} f∞˝C$ C$ C$ C$ C$ C$xxx$ ûFGHI≤x$./V$

Ÿâ¸$,"Nl ./ <y n`-$6!'B B B x JK πZF,"$ >$ x

#¤l ZN!",&,"eJ$41$,"-$jñ$=$6¨$Çí AûFGHò≤x$ x$

‡q$%&#'() JKL#,C$ x$

#lΩûFGG÷≤x$!"#eJ-$èpbc$()$Y1Éx JK {R6&$ >$ x$

#lΩ µ+#,$!"N$<y$¸˝e$Lf$#ç©:$#Ë-$45$ûFGGò≤x$

ÿ%x$f^!"Ùl<y#∏RC$îûH≤C$Hò ∑Hx–
#lΩ Ã$,"Nl$67´YJ-$!"$,&4yûFGHG≤x$ }$f^π∫ª,"

#∏RC$Hîû÷≤C$HBHIx

#lΩ #,!"$ßë-$L#W—$S˝e$+f$,"p$-A:$ÇûFGH÷≤x$

¶$23x$f^!"#∏RC$ò∑ûò≤C$FH’BF∑Gx

#∆¤ &∏N$,&-$./$0)1$¶ñW$'f$./$K#e$+f$ûFGGî≤x$

bcx$&∏N,"bcC$H÷û∑≤C$HH’ H∑Gx–
#U´ !"N$¨±$Noe$Lf$,&-$45N$ù1$–á$ÿ%ûFGHI≠≤x$ x$

!"N#bcC$F’û∑≤C$ò’HBïG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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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6l$*+#,$!"N$,"Nl-$–K$p®$Çí$ûFGHIQ≤x$FGHò$

23x$f^!","#∏RC$F∑ûF≤C$Hî Fîx–
#U´ *,#hZe$ÿ©$!"N$¨±No$67$bcûFGFG≤x$ x$,N,"

#bcC$F÷û÷≤C$∑ïH ∑îFx–
#fÒ (–– µ%!"≥l-$–áN$Aje$Lf$*7C$ ûFGHî≤x$ x$f^!

"lÉ#∏RC$÷HC$HHòBHF’x

„Ñ% 0¨˝ (Ç. *+#,$ #DV$G2a$!"./-$-C$ C$ ûFGH’≤x$ ∑

Ax$f^!"#∏RC$òIûF≤x$HIîBFGGx

„ï. ü–5 *+#ËV$45md$!",&$0)1N$,N$ïC$ ûFGH’≤x$

A$=$Ëß$n◊-$+Úx$f^!"#∏RC$òIûï≤C$HH∑ HFFx$–
„ï. ÃΩ% *+#ËV$45md$!",&ç¿:$+ÚM1$=$C$ ûFGHî≤x$

./0òS-$c@p+Úx$f^!"N#∏RC$Fïû÷≤C$îFH î∑Fx–
„–. µ#,$_á!",&-$./17$_hN$17_h$M1<ûFGH∑≤x$

4$23x$,N,"#bcC$Hîû∑≤C$’òH ’ï’x–
zR® &∏N$,&-$./$0)1$Z*u$'f$B·C$!Z$6ûFGG’≤x$

7x$—–,"bcC$÷Hû∑≤C$HH∑ H∑Ix–
VyM Ô8,&,"e$ ,&0)167©M -$ p®Çí$ 2ûFGH÷≤x$ û(Q¸≤

3x$V'Ô8(ùC$HIûH≤C$ò’ IHx–
VΩP TP˝ ,"Nl$⁄q$Ä'$Nle$ˇ!x$_+,&-$ÕC$ ûFGGI≤x$

˙$ Ä':$ k$ <4e$ +f$ &ˆbcx$ _+,"bcC$ FHûF≤C$

FGîBF∑∑x$

VΩ' T–˝ -$Ù eJ$a$^�$,&®$RSJ-$N˛p$C$ ûFGH∑≤x$(Â)

*7x$#˚´µÕ,N,"bcC$H∑ûï≤C$ïïî ïI’x–
V’¨ (Tn .#,&-$0)1$ÕKW$'f$./$S1e$Lf$C$ ûFGGI≤x$

]â$Zíx$#,.#C$HGûF≤C$H’’ FFFx–
VLµ üLP ázÑ *+#,$!",&-$!"ßë$ß1'$8C$ C$ x ûFGFG≤x   

9e$+f$äÜãå$2cx f^!","#∏RC F÷  û÷≤C ’îBHHGx 
VÃ+ !",Ne$Lf$µ#Ë-$¨‘$b'$=$<4$ÿ%ûFGGò≤x$ x$f^

π∫ª,"#∏RC$HFûH≤C$F∑îBFò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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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ñı 0)1$ 7ŒeJ$ Ωæ-$ ƒ4N$ \hûFGHï≤x$ x$ h—h,"bcC$

Hîû∑≤C$÷ïHB÷I’x

Vñı ./0)1$bc-$Líp$+h p0p$0)1ûFGFG≤x$ >$ x$#˚´µ

Õ,N,"bcC$FGûî≤C$HF’’ H∑Fîx–
V1G V] ‹z$!"./ e$Lf$µ+#,$!",&-$45C$ ûFGHG≤x$ ‘ ’ >$

µ<S ⁄qS$ «Vu$ µÕXYB x$ f^,M,"bcC$ Fîû÷≤C$

∑HîB∑÷Hx$

VÈ0 V˘' µ *+#Ë-$!"./$nL yD$R›N$Aj$C$ ûFGHI≤x$ å$ B

π∫ª$™õ$-R-$+Úx$#˚´µÕ,N,"bcC$HIC$Hï∑BHI∑x

Vjc *). ü{˝ ,&-$!"./$<ye$Lf$0)1$bC$ C$ ûFGHH≤x$

cx$f^!","#∏RC$Hïû∑≤C$ïò îòx–
VT¨ T-U l–. „n] !",&-$R=p$0)1$67$C$ C$ C$ ûFGHî≤x$

ßëe$+f$!Úp$)öÿ%x$f^π∫ª,"#∏RC$F÷û∑≤C$HBF∑x

V„5 üÃï ülâ Ãºn Ã˝— À_® HÃnC$ C$ C$ C$ C$ C$xxx$ ûFGGî≤x$,¥N$

,&x JK #R&$ >$ x

V"j Z1] „–. DYˇ I§J ñáeJ$*+C$ C$ ûFGFG≤x$ H’$ û(≠∞*¶Æ§”≤$

#,$Ω9$!"$,&y$¿d$-24$./$⁄˛-$�¿`N$>?$

0Ä$23x$#˚´µÕ,N,"bcC$FGûH÷≤C$∑∑’ ∑ïFx–
Vl? ,"Nl-$#M$ÿmûFGG∑≤x$ x$,"70C$FFûH≤C$Fî ÷Hx–
V≥O ü”] ./0)1e$+f$./+7Sc-$Ùl#p$!∑C$ ûFGHI≤x$

1$fifl$=$#,™√$«√n°)Í$23x$?Rñœ,"bcC$îûF≤C$

F’∑B∑HGx

VZq ü∆√ ü–5 µ+!",&-$,.0)1e$Lf$45C$ C$ ûFGGò≤x$ x$

f^&∏!"#∏RC$FòC$ï’ I∑x–
Vmö ül´ Ëß!"—XW$V®f$#,!"V$!"ßë$0òC$ ûFGHH≤x$

S:$ ./ÜSe$ ADd$ ˝¶x$ f^!","#∏RC$ Hïû÷≤C$

HïHBHîFx$

V–˝ T˝b ‚9p$17W$ºf$˝�$,&-$0)1$¶ñe$C$ ûFGHî≤x$

Lf$&ˆbcx$ Á%¶$ ¸EC$ fl¢†°∞≠Ø$ ¢R$ ¬*†”≠‘§¢∞$ Ï¶£¶≠°”%C$ Fïû∑≤C$



- 152 -

HHî H÷îx–
áVù TñP Tó. *+#,$!"./$0òSy$6ñeJ-$C$ C$ ûFGHî≤x$

π'�πL˘:$ #/π'�πe$ ADd$ ˝¶x$ f^!"#∏RC$

òïûH≤C$ïF∑ ï∑Fx–
KΩM VRz #˚´$µÕ$,"e$Lf$,"qly ,& ZNC$ ûFGG’≤x$ C$ C$

,&-$45$N,$bcx$#˚´µÕ,N,"bcC$’ûH≤C$∑Hò ∑∑’x–
0Ûó l–Q π∫ª(&$ZS$ÿ%W$ºf$_+!"$lÉ$70C$ ûFGHò≤x$

Ç¶$23x$f^_+!"#∏RC$FHûH≤C$H’îBFG’x

0®P ü{˝ µ+!",&YJ$ ˇ -$Õ˙N$S1C$ ûFGHH≤x$ ‘ ’ x$f^!"#

∏RC$òGû÷≤C$HF’BH÷÷x

0'˝ #A– Oın ÃzV _á$µ+$N#,&-$./$®C$ C$ C$˝$ ûFGG’≤x$

í$⁄Ü$=$0)1$7Œ$89e$+f$bcx$f^N#,"#∏RC$

F’ûH≤C$ïI îIx–
l–Ñ Ã;l œRM T∞A 6l$,"Nle$ÿ©$#Ë<C$ C$ C$ ûFGFG≤x$FGHò

y$=$#,Ëßn`ç$n≥$⁄Ü$ÿ% LW$0Me$Ñd$—&h$(>$

-x$,"NlbcC$∑IûF≤C$HGò HFïx–
l1® õ´*+#,$!",&-$./$RS#MV$#Ë$áO:„ûFGFG≤x$

'$R›N$!"./$™õ45e$ADd$˝¶x$#˚´µÕ,N,"

bcC$FGûH÷≤C$HF∑∑ HFòGx–
lÜ√ fP√ üÜM µ*+#,$!"L∏VAR !"VARC$ C$ ûFGHH≤x$ C$ C$

!"./$¨‘S$=$<Ë!"$bÚ-S‡-$+Ú f^!"N#∏x$

RC$FGû÷≤C$òî∑ òI∑x–
l–Q #,!"lÉ$⁄qNleJ$,&-$oT‰ !",&-$lûFGHî≤x$ B

É⁄qe$ ˝¶W$Aß$ <4W$ µÕXYx$ f^π∫ª,"#∏RC$

F÷û÷≤C$∑òBïGx$

l–˘ Ä'md$!"./W$'f$#˚´$Nl$µÕ$!"./$&ûFGH’≤x$

ˆx$ π∫ª,"$f¡∑$´…ùFGH’$ C$HI÷BH’îx

l–˘ üLP µ+$!",Nbc∏$)'$=$™õ$-A$23C$ ûFGHI≤x$ x$,

")'bcC$F÷û∑≤C$∑HH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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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ÀR} µ*+#,$!"N$NlµÕ$<y$6¨Çí$bcC$ ûFGFG≤x$ x x$

f^!","#∏RC$FòûH≤C$÷ò ò’x–
@n-ûFGHò≤x$!"./$0)1$flPW$'f$,&#˚"ë!-$⁄˛$Nl

N$àN$23x A‡q$Ã&#'$() JKL#,$ C$ x

@A∞ ü„- JR˝ Z$ «$!"N$,"Nl$6le$ÿ©$!C$ C$ ûH’’î≤x$ î$

","Nl$Ä˛-$23x$f^π∫ª,"#∏RC$÷ûH≤C$HBHïx

@A∞ Z$ «$*+#,$ #D$!","Nl$¸˝-$)Zh$=$ûFGGH≤x$ î FB∑

à¡p$⁄˛Çí$23x$f^π∫ª,"#∏RC$IûF≤C$F’B÷÷x$

@A∞ O-l üÈ} !"N$C$ C$ ûFGH∑≤x$ (¶*≠±¢±§”≠Ø$ Â¢∞‘¶∞‘$

m'<T$c@'$=$1Ûn]$c1)∞¢+Ø¶*±¶û(Â)≤$ x$f^õ1!"

#∏RC$FîûF≤C$î’ ’òx–
@Ã‘ 1Uı !",&-$¸ëç$RS$π'�π$c@$23C$ ûFGH’≤x$ x$f^

π∫ª,"#∏RC$FïûH≤C$HF∑BH∑Ix$

@®}ûH’’’≤x$èpbc ÇÉN$&ˆ>$ x$JK ,"N#&>$ x$

@˝ŒûFGHò≤x$èp$bc$ÇÉä #,:$./bc-$1$R<$ ⁄Zù>$ õ úx$

JK sûík>$ x$

@‘Z „à˝ ,&-$7ŒaÚe$ÿ©$./0)1-$«V$ÿ%C$ ûFGG’≤x$ x$

¤‚,"bcC$HîûF≤C$HI∑ FGîx–
‹z!"./ˇ[bc∏ûFGFH≤x$ #DS$()Us$Ü˜e$ÿ©$1KµFGFG

Õ<y$&ˆùx ´!$ZY$ x

µ%,"b.M K&V' D$ E$ 6x$ õ úx$ ûFGFH ÷ HH ≤x$

%‘‘ü£>==+++x∞¶‘§x±¢xP°=%¢Æ¶ü≠±¶=¶*†”¢†°£¶=£¶Ø¶”‘¬*†Â¢†°£¶ô§¶+x±¢

PbΩ Ω9$!"$,&-$ä®$,.$R5 M1$Nl$23ûFGH∑≤x$ û(Â)≤$ x$

h—h!","bcC$FC$Fò ÷ïx–
PbΩ #lΩ ^y.]$#,!"lÉ-$ä®N$1N$*7C$ ûFGHò≤x$ x$,"

Nl<ybcC$HIû∑≤C$∑÷∑B∑îFx

_ µ+,"Éx$・
_ µ+,"É$—qÈ$Z$ @-îï ∑x・
TÎıûFGHî≤x$!",&d$´Õ-$41W$�‚%$Ú7—º$ˇy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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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Ú7$jñ$=$\j$Çí$23x A‡q$%&#'($

) JKL#,C$ x$

T-U !","Nl$V;mnûFGGG≤x$ x$f^π∫ª,"#∏iC$F∑C$HBîx

T-U !"$,"eJ-$èp$bcûFGGH≤x$ x$f^π∫ª,"#∏RC$ IûH≤C$

FòBòIx

T-U µ+#,$!"./$6¨W$'f$ºtp$,N@¥$=$RSûFGGF≠≤x$

ÇÉ$67x$f^π∫ª,"#∏RC$’ûH≤C$HBF∑x$

T-U #,$ä$!"./$6¨-$⁄èp$KΩ<4e$Lf$µ#,$ûFGGFQ≤x$

!",&-$45N$L˘0Äx$f^π∫ª,"#∏RC$’ûF≤C$ïîBIîx

T-UûFGG∑≤x$π∫ª,"#x JK {R6&$ >$

T-U !",&,"eJ-$41,"$23 –á ë¶ NZûFGGî≤x$ >$ C$ C$ x$f^

π∫ª,"#∏RC$H÷û÷≤C$HBF∑x$

T-UûFGG’≤x$!"0)4,"x$JK �4iQLπ>$ x

T-UûFGHG≤x$4)p$!","N$mˇY$./x JK �4iQLπ$ >$ x

T-U !"0)4$0)1-$≥fi· Õ1p$«M-$ƒ4N$k$,ûFGHH≤x$ >$

"x$f^π∫ª,"#∏RC$HIûF≤C$HBFòx

T-U Ÿâ¸$#,!"ßë$ß1' –á$ÿ%N$lÉ$ZíûFGHF≤x$ >$ x$Ÿâ

¸$#,!"ßë$ß1'$Çí JK ,"N#n◊çC$îHBHFòx$ >$ x

T-UûFGHî≤x$!"PY,"N$!"PYp1 #,:$!",&d$!"P>$

Y./-$Ç¶W$�‚%$˚h^$4$&4y}$Q‰!"C$HîC$÷ï ò÷x–
T-U ªMÜ$'N$‘�ˇn 1Y¸$π∫ª,"ä?-$23N$ûFGFH≤x$ >$

k$RMS$k‰nx$f^π∫ª,"#∏RC$FIûH≤C$HBFîx

T≥6 *+#,$!"./-$≥Aâ‰:$¸ëûW ./0ò$=$ûFGHï≤x$ C$

¸ëR=-&-$c@p$+Úx$f^7"7Œ#∏RC$F÷ûF≤C$ï’ îîx–
TM% (PO ,&-$RS#MV$*+#Ë-$!"./$0òSe$C$ ûFGHH≤x$

ADd$˝¶x$f^!","#∏RC$Hïû÷≤C$Iò ’îx–
m2 ÃLM *+#,$!"./eJ$176R$ß®W$ºf$!"C$ ûFGFG≤x$

04,"-$\-x$#˚´µÕ,N,"bcC$HFC$H∑÷H H∑ïFx–
f^,"Nl<yMûFGGF≤x$#,$,"$ä⁄'$Çí$bc !"N$,"$ûÊ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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