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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학교 체육교육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들에게 체육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남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긍정적이거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동을 좋아한다고 답한다. 체육시간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그냥 공을 가 

지고 놀고 싶다고 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에 대한 인식은 학습 활동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놀고 쉬는 시간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 

니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주도가 되어 체육시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왔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운동에 대한 소질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소극적 

* 부섣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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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면서 체육에 체육에 대한 자선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맞이하고， 체육시간을 으로 

있다. 가고 인식만 증폭되어 대한부정적 

이해하는 것 

체육을 고
 

두
 
’ 

차원에서만 

더 큰 의미를 

있는 의미를 단순한 기능적 

통한 내면적 변화에 

담겨져 

운동기능 외에 신체 활동을 

있다. 최의창(1999)은 

체육 속에 이에 최근에는 

이 아니라， 

강조하고 기능으로서의 

심법(心法)차 

의미에서의 

동작으로서의 

단순히 

믿으며， 배우는 

그 운동에 담겨진 방 

하 

우
 

L 

으
 

E 도
 
0 。

τ
 

야
 다 

운동과 ‘보는’ 

도적(追的) 또는 

생각하는 

으
 」뽑

 

운동，후자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선체 

도적차원에서의 

관련을 

기능으로서의 

분류하고， 전자를 기적(技的)차원의 

운동이라 하였다. 기적차원에서의 

기능이고， 체육지도자는‘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것과 관련된 것은 물론 세상을 ‘보는’ 것과도 

이가 궁극적으로 배우게 되는 

으
 」

도
 
。

o 

τ
 

이를 ‘하는’ 

묘
 

동
 
원의 

야
 다 있다고 맺고 느

 」

아니라， 

운동은 하나의 

것도 운동을 하는 기술만이 

이때의 f사고방식(思考차式) , 

J 안에 담고 있으며， 운동을 배운 결과로 

안목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f 안목(眼 tî )'인 것이고， 

으로서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을 

안에 담겨진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그 
묘
 

시
 기 

것도 보다 궁극적으로 f안목의 전수(眼目의 傳授)，라고 주 

츠
 

인지적， 정의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더욱 

탈피하여， 심동적. 

있는 통합적 접근 

1:lJλ、1 _Q__ 
0 , 2 

까‘ r、1

T l::í 학교체육 

동시에 이루어질 

체육 지도자가 주목해야 하는 

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면에서의 학습 효과가 

도
 
Q 

o 

τ
 

l__ /-.. 
기→ 

변화가 가장 갈등과 섬리적 설정하기 위한 내부적 표
 

모
 
「이에 인생의 있다. 끼게 하고 

함양시키고， 

겪도록 하여， 신체적， 

두되고 있다. 

이러한 체육의 

있으나， 아직 까지 그 효파는 

향상을 위하여 통합적 

과를 분석 해 보고자 하다. 

느
 
。느

 
」

이
”
”
 

큰 중학교 학생들에게 체육(스포츠)을 통하여， 자선과 주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수 있도록， 즉 운동의 안과 밖을 하나로 동시에 

체육을 강조할 필요성이 대 01 뜨二 
/λ入 L 

/-‘ 
기-되

 금
 

조L조~01 
l_I_ O____' 

정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맛을 느낄 긍L n 
려_Q__ 

'"즈 

효 

고
 
지
근
 

돼
 펴 

시
 
마
 
해
 

이
 
욱
 요
。
 

버
H
 

체
끼
 ?-

바O
 

J 

중학교 
〈어디혀”。 

• í l::í 5 • 02 

다양한 체육수엽의 

있다. 따라서 

“하나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방식의 성격을 지닌 

표
 

모
 
「은

 
노
 고 

교육 

질 

적 

드E 天{ 
--, --, 연구의 2. 

<하나로 

알아보고 

위한 새로운 수업 모형으로 제시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체육교육을 

수엽모형>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통합적 교육 효과 분석 115 

자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체육수엽에서 얻어지는 통합적 교육효과는 무 

엇인가? 

다. 하나로 수엽모형을 중학교 체육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 조건은 무 

엇인가? 

4. 언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설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중학교 2학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 종류 및 수엽 조직 방식 

에 한계가 있다. 

둘째， 제7차 체육교육과정의 선택종목으로서 ‘변형된 럭비게임수업’을 통한 사례 연구 

이기 때문에， 전 종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 전인교육과 통합적 수업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성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전인교육’에 있다. 그 

럼 체육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교과영역으로서 학교체육도 역 

시 인격 완성을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학교체육이 강조하는 ‘인성’은 지성， 

감성， 덕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인성이다. 

최의창(2oo0b)은 인문적 체육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넓은 의미의 인문적 지식 

으로 역사， 철학， 문학， 예술， 그리고 종교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체 

육 활동에 담겨진 운동 기술적， 정서적 요소는 물론， 체육 활동을 가르치고 배울 때， 체 

육 활동의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지식을 함께 가므치고 배우자는 것이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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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육이 자유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기술만 연습하고， 규칙만 외우고， 게 

임만 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게임을 통한 정서적 희열감이나. 육체적 만족감만으로는 이 

런 측면의 인문적 체험은 불가능하다. 체육 활동을 인문적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안목으로 자신의 일상적 삶의 전 모습을 

검토하고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체육은 학생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교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곧바로 생활체육으로， 평생체육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라고 이때의 체육은 단순히 육체와 정신만을 달래주는 ‘생활체육’이 

아닌， 학생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삶의 체육’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 

다. (최 의 장， 20oob). 

2. 하나로 체육수업 

가. 기본적 가정과 목표 

하나로 수엽은 “운동의 안과 밖을 하나로， 동시에 겪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상적으 

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행하는 운동(스포츠， 게임， 댄스 등 모든 것)이란， “안 

쪽 측면”과 “바깥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의 바깥 측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체험 

하고 행하는 그러한 측면이다. 운동의 안쪽 측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차원으로서， 운동의 정신， 전통， 그리고 안목 등이 관여하는 측면이다. 운동의 안쪽 측면 

은 초보자들에게는 간혹， 운이 좋을 때만 맛 볼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 

하는 차원이다. 운동은 이렇게 보이고 몸으로 체험하는 “기법적 차원(技法的 次元)"과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는 “심법적 차원(心法的 次元)"이 동시에 하나로 혼재 

해 있는 것 이 다.(최 의 창， 1999a, 1999b).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파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운동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인문 

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심법적 차원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운동은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rtchmar， 2000a, 2oo0b). 

나. 수업 활동과 학습 과제의 종류 

운동의 겉과 속을 구성하는 기법적 차원과 섬법적 차원을 하나로， 동시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힘들을 해보아야 한다. 운동의 기술과 전술을 습득하고 게임을 잘하 

기 위하여 맛보아야 하는 활동과 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내면화하고 안목을 획득하기 위 

해서 겸어야 하는 과제들을 모두 체험해 보아야 한다. 이 다양한 활동과 과제들은 그 

성격상 “직접적 체험을 겪게 하는 것”과 “간접적 체험을 도와주는 것” 활동과 과제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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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하여 수업을 위한 과제는 직접 체험을 위한 것과 간접 체험을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진다. 

하나로 수업의 과제 

, v 

직접 제럼활동 과제 간점 제힘활동 과제 

〈그림 1> 하나로 수업의 과제 

직접체험활동이란 “운동을 잘하는 것"(기능， 전술， 게임)과 관련을 맺는다. 즉， 운동의 

기법적 차원에 대한 경험을 맛보도록 함으로써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를 위한 통상적인 수엽활동 및 학습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 방식과 장의적 방식의 기술 연습과 전술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 실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는 것， (기능 습득 상태와 자기 태도에 관한) 반성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관찰과 비디오 녹화를 통하여)동작을 분석하도록 해보는 것， 새로운 기술과 전술， 

규칙을 만들도록 해보는 것， 심판법을 숙지하도록 해보는 것， 그리고 규칙과 기본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 등 이라한 활동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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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접체험활동 과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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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험활동은 “운동을 잘 아는 것"(안목， 정선， 전통)과 관련을 맺는다. 운동의 심법 

적 차원에 대한 체험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그 운동의 정신세계 속으로 입문하도록 이 

끈다. 간접체험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활동들은 원칙상 무제한적으로 지도하는 이의 

장의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운동의 인문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가능하게 돕는 

활동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종교와 관련된 인문적 지식을 활용 

하거나， 운동에 담겨진 이 같은 측면을 경험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 (운동에 

연관된)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거나 편집해오도록 하는 것， 스포츠 영화를 보고 감상문 

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스포츠 관련 소설이나， 사를 읽고 독후감을 써 오도록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 등이 간접체험활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E기 

71 타 [二::J -. L二二

(연주호1 ) 

전시호| 관람 영화보기 

간접체힘활동 과제영역 
Eig 」」 7[그} -7 -CT그-

종교저|힘 
(시，소설) 

실제경기 동오호| 
관람 Uc=>}E Ll극-

〈그림 3> 간접체험활동 과제영역 

다. 수업활동과 학습과제의 조직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은 지도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흔용 

하여 실행한다. 이 활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설행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 방식(그날 배울 기술의 사범과 설명이 주어지고 학습 활동 

에 대한 학생의 연습이 뒤따른다). 탐구식 방식(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문답으 

로 학습과제를 연습하고 해결해 나간다). 과제식 방식(동시에 다양한 학습과제들을 여러 

개의 스테이션으로 나누어 순환적으로 이동하며 연습한다)， 협동학습 및 동료수업방식 

(학생들이 서로 힘을 합쳐 도와주고 도움 받으며 학습과제를 연습해 나간다)， 그리고 게 

임중섬 또는 스포츠 교육 방식(변형되거나 완성된 형태의 시합을 통해 전술을 발휘하거 

나， 운동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실제 게임을 즐기도록 한다) (Metzler, 2000; 

Siedentop & Tannehi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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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정도를 가늠한다(이홍우， 1996) 차원에의 차원과 심법적 기법적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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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된 교육을 설시한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럭비의 정선에 내포된 교육적 효과를 알 

아보면 삶의 방식으로서 럭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럭비는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하고(one for all, all for one)"라는 

정신 아래， 영국에서부터 그 효시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운동으로서， 삶의 방식으로 

서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난폭한 남성을 연상하게 하나， 경기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 

애와 희생， 봉사， 협동이라는 참 멋을 느끼게 된다. 

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전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추 

구하는 창의 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다. 서로 부딪치며 격렬한 몸싸움을 하던 상대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승자와 패자 

없이， 적이라는 개념을 떠나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참다운 우정을 나눈다. 

라. 기본적으로 공을 동료에게 뒤로 패스하며 전체가 함께 전진해야 하는 경기 규칙 

은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는 보수적 성격과 진보적 정선의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갚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실시하므로， 한번 정해진 약 

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어， 어떠한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적응하면 

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 심판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고， 심판은 선수들에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정 

을 내려， 한 경기 최다 인원인 30명이 경기를 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보 

다 신사적이고， 규율과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럭비만의 특정이다. 

사. 경기 결과에 따른 개인적인 치적이나 성과를 조성하지 않고 항상 팀 전체의 희 

생과 협동의 결과로 생각한다. 

ill.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인 교사가 자신의 체육 수업에 통합적 수업 방식으로 “변형된 

럭비 수업”을 학기 초에 7주간(21차시)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관찰일지， 

학생의 수업반성일지， 각종 과제불， 비디오 촬영， 섬층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로 

수엽모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연구 설계 과정은 <그림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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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 연구대상 

하나로 수업모형 

, 
중학교 체육 수엽 적용 

직접적 체험활동 간접적 체험활동 

참여도 

, 
학생들의 인식 

01λ1 
1二 -, 

수업모형 적용을 위한 조건 

v 

효과 

하나로 수업모형의 통합적 효과 분석 

〈그림 6> 연구설계과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S중학교 2학년 남학생 2개 학급 7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한 것은 현장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수업 방 

법을 적용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도가 높아 본 수엽 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 

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연구 

자와 상호작용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동료교사와의 협의와 수업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이는 질적연구 방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수엽의 반성일지와 과제활동 등의 자료 수집 시 학생들이 정직하게 기술할 수 있 

고， 면담에서도 거부감 없이 진솔하게 응답하여 본 연구를 실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사례연구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럭비’ 종목이 연구대상 학교의 1교1운동부로서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인근의 고등학교에서도 동일 종목을 실시하고 있어， 연구대 

상 학생들이 자연스라운 분위기속에서 사례연구 종목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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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가치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들이 연구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른 학급과 동일하게 수업모형을 적용하였다. 

3. 연구실행 

가. 수업의 개요 

학기 초 3월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하여 수업 

분위기가 서먹하거나 활기차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체육은 과목 특성 

상 흐트러진 생활 태도나 나태해진 신체를 가다듬는다는 목표 아래， 대체로 염하고 경 

직된 수업 내용으로 흐른다.<중략> 

따라서 학기 초에 구기운동 종목인 럭비를 선택하여 통제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변형 

된 게임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럭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체험하며， 스포츠(럭비) 정선을 깨닫고， 스포츠에 대해 생각하고， 글로 적고 발표 

하면서， 조직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조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기 

능과 지식과 정서적 교육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나로 수업 모형”으로 수업방식을 선 

택하였다. 

나.수업목표 

본 수엽의 목표는 럭비 경기 능력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급우간의 유대와 협동정신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과 과제 활동을 통하여 럭비에 대한 안목을 넓혀， 참다운 삶의 방 

식으로서 럭비 정신음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수업조직 

중학교 럭비경기의 정식 인원이 12언제 이나 본 수업에서 실시 된 변형된 럭비게임 

은 9인제 경기로서 좁은 운동장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경기인원이다. 수업 조직은 

한 반이 36명이므로 1개조 9명씩 4개조를 편성하였고， 조장을 두어 리더의 역할을 하도 

록 하였다. 각 조 구성원 배치는 운동 능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먼저 운동 능력이 뛰 

어난 8명의 학생들을 추천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2명씩 4개조로 분산 배치하였다. 그 

다음 운동 능력이 부족한 8명 정도의 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분산시키고， 나머지 학생들 

은 키나 체중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분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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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업 조직표 

~ 조인원 Jζ- 면 <=며C그 비고 

1 조 9명 조의 특징에 맞는 이릅 

2조 9명 
*조원의 고유번호 부여 (1 번 -9번， 조장은 1 
번， 나머지뇨 학급번호순O로 차례로 부여) 

3조 9명 
*조장은 게임의 리더이며， 조의 단합을 위하 

여 조정자 역할 

4조 9명 

겨| 36명 

변형된 럭비경기 방법은 기존의 럭비경기(중학생) 12인제에서 9언제로 인원을 줄이고， 

상대의 머리를 제외한 부분을 두 손으로 터치하면 태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킥 

을 도입할 경우 가능이 미숙한 관계로 패스보다는 킥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럭비의 

독특한 특정인 후진패스(미식축구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패스만 

으로 경기를 하도록 하였다. 정식 럭비경기(중학생)와 변형된 럭비경기의 차이점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정식 럭비경기와 변형된 럭비경기의 비교 

~ 정식경기 변형된 경기 

경기인원 12명 9명(또는 8명) 

경기장 *5m선， 10m선， 25m선 등 정규 규격 *중앙선과 사이도선， 골라인선 만 존재 

경기시간 전， 후반 각 20분 전， 후반 각 7분 

*A크럼 (scrum) *A크럼 없응 

*옵사이 도 (off side) *옵사이도 선 공에서 5m 후진 
*노큰(knock on) *노큰 

주요 경기규칙 *몰(maul) ， 럭 (ruck) *몰(공을 잡고 돌아서노 경우) 

*세 이 빙 (saving) *세이빙 

*라인아웃(Iine out) *라인아웃 없음(교리킥) 

*A로포워 亡 (throw forward) *A로포워 E 

*경기시작- 상대진영 O로 교리킥 *경기시작- 상대진영。로 표리킥 

경기방법 *경기 중 킥(표리킥 제오1) *경기 중 킥 없음 

*태클 *태클 없음- 두 손。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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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공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 수비팀은 공을 중심으로 수평선상에서 항상 

5m 뒤에서부터 수비를 실시하면서 전진하도록 하였다. 노큰(공을 잡다가 앞으로 떨어뜨 

리는 경우)과 스로 포워드(공을 자기보다 앞으로 패스하는 경우)를 범했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공수가 교대되고 위반한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공을 가지고 전진하다 상 

대 선수에게 두 손으로 터치를 당하기 전에 되돌아서면 더 이상 전진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며 그 지점에서 옵사이드 선이 형성되므로 수비 선수는 재빨리 5m 후진하 

는 동작을 취해야 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이 중앙에 있을 경우 공격대형과 

수비대형은 <그림7>과 같다. 

수비대형 V , v v , , 
’ • 

5m 

~ • 

---------------tþ---------- • 옵사이드선 

공격대형 6.6. 

A 

A A 

A A 

A A 

〈그림 7> 변형된 럭비의 공격과 수비대형(중앙일 경우) 

라. 수업실행 

수엽은 주당 3시간씩 실시하며， 7주간에 걸쳐 21차시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기능 

단계， 게임단계， 대회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엽을 실시하였다. 기능단계에서는 주로 

기초기능으로 패스와 캐치， 주볍， 그리고 라인패스， 시합기능 등에 초점을 맞춘다. 게임 

단계에서는 경기기능과 게임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각 조별로 4:4 게임을 실시하고 나름 

대로 작전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대회단계에서는 9인제 게임을 조별로 리그전을 실시 

하여 정당한 경쟁 원리와 럭비 경기의 흐름을 익히도록 하였다. 1차 리그전을 실시한 

후 경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2차 려그전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순위 

결정전을 하였다. 

변형된 럭비 게임수엽의 차시별 지도 계획과 과제 활동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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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수업 지도계획 

차시 학숍t1l용 체험활똥 l:l1 고 

1 학습활동의 전반적인 이해 

2 럭비의 개요 읽가 자료 1 (럭비 개요) 럭비에 대한 이해(지식) 

3 기초기능(패A ， 캐치， 주법) 

4 4:4 간이게임(패 λ 중심) 자기생각 사가 1 (설문조사) 자기 생각 쓰기 

5 4:4 간이게임(술래게임) 친구와 대화하기 

6 변형된 경기방볍 익히기 읽기 자료 2 (럭비 정선) 독후감 작성 

7 변형된 경기방법 익히가 

8 조별리그전 1조:2조， 3조:4조 개인반성일지 1 
기능면과 태도면 분리하여 

~ 조별리그전 1조:3조， 2조:4조 개인반성일지 2 

10 조별리그전 1조:4조， 2조:3조 개인반성일지 3 
서술 

1차 경기결과 분석 
읽기 자료 3 

독후감작성 11 
(심법과 가볍) 

12 럭비대회 참관 경기 관람 경기 관람록 작성 

13 럭비대회 참관 럭비인과의 대화 대화 후 소감문 λλ기 

14 조별리그전 1조:2조， 3조:4조 개인반성일지 4 
가능면과 태도면 분리하여 

~ 조별리그전 1조:3조， 2조:4조 개인반성엘지 5 

16 조별리그전 1조:4조， 2조:3조 개인반성일지 6 
서술 

2차 경기결과 분석 
독후감이나 감상문 쓰기 〈포흐관련 소설이나 사를 

17 
(소설， 시， 영화 등) 읽거나， 영화， 음악 감상하기 

18 순위 (1 ， 2위) 결정전 

19 순위 (3， 4위) 결정전 

종합평가 
소감문 %가 수엽을 통한 자신의 변화된 

20 
(수업을 마치며) 모습을 기술 

소감문 발표 및 정리 
럭비를 통한 생활의 변화 

21 
즈二?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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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체험을 위한 학습과제와 수업 활동의 제1단계는 전통적 수업방식을 통한 가장 기 

본적인 패스와 캐치의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하며 각 조별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하 

였다. (시범→설명→연습). 제2단계는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각 조별로 경기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경기 방법에 대한 전략을 짜고 실제 연습을 하도록 연습과제를 2~37R 

씩 부여함으로써 토론 학습과 탐구식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협동학습 탐구학습). 이때 

자신의 연습과정과 조 활동에 대하여 기능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에서 반성하는 내용의 

한 쪽 분량의 반성일지를 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6회). 제3단계는 게임중심 학습으로 

각 조 리그전 방식으로 대회를 실시하였다. 단계별 게임수업 방식은 <그림8>과 같다. 

제 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통적 수업방식 

v 

과제 및 탐구 

수업방식 

v 

게임중심 수업방식 

시범→설명→연습 

협동학습 
탐구학습 

조별 게임 

〈그림8> 단계별 게임수업 방식 

대회전에 각종 기술과 규칙에 관해 자료를 나누어주고 설명하였지만， 럭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의 럭비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연습 게임을 통 

하여 변형된 경기 규칙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여 원만히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경 

기 시작과 경기 종료 후 상대팀과의 의식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천토록 하여， 승 

패를 떠나 스포츠 예절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경기 내용은 동료들의 관 

찰 대상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중략> 다른 조가 게임을 실시 

할 때는 자연스럽게 경기를 관람하거나 자기 조의 작전을 짜는 시간으로 조원간의 의견 

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체험활동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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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직접체험활동 내용 

체험활동 종류 체험활동 내용 

*게임을 통한 기술 및 전술 익히기 

*개인별 동작 분석하고 반성일지 AA기 

직접체험활동 *경기규획을 이해하고 심판법 익히기 

*럭비에 관한 지식 축적하기 

*경기 예절 익히기 

간접체험을 위한 학습과제와 수업활동으로는 스포츠의 정선적 측면을 강조하는 글로 

‘럭비의 교육적 효과’라는 글을 읽도록 자료를 나누어주었다.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영 

화나 소설， 또는 사를 읽고 감상문이나 독후감을 써서 제출토록 하였고， ‘기법파 심법’ 

(최의장， 1999a)이라는 글을 요약해서 나누어 준 뒤 느낀 점을 적어 내도록 하였다. 수 

업계획 중간에는 럭비 시합이 열리는 인근 고등학교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경기를 관람 

하고 관람록을 작성토록 하였다. 럭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과거 럭비를 했 

던 인물을 찾아 면담을 실시하고， 그 분의 럭비와 삶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면담록을 

조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수엽의 마지막 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 

회를 실시하면서， 그 동안 체험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자신만의 안목과 내면적 변화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전체적인 수업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간접체험활동 

의 내용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간접체험활동 내용 

체험활동 종류 체험활동 내용 

*실제 경기 관람하고 관람록 작성하기 

*A포흐와 관련된 내용의 독후감이나 감상문 

작성하기 
간접체험활동 

*럭비와 관련된 자료 읽고 L 낌 AA기 

*럭비와 관련된 인물과 면담하고 면담록 작성 하기 

*체험활동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해 말하기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인 교사가 자신의 체육수엽에 “하나로 수엽모형”의 적용을 통한 

통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교사의 수업관찰일지， 학생의 수업반성일지， 각종 과제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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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비디오 촬영， 섬층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수업반성일지 

개인별 수업반성일지는 조별 연습과정 (2회)과 매 게임이 끝난 직후(6회) 총 8회에 걸 

쳐 수합하였다. 수업반성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격의 구조화된 질문을 실 

시하여 평상시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의 수엽 반성일지 양식은 기능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실 외에도 자신이 

조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도록 사전에 지도하였다. 

나. 비디오 촬영 

본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 후 지속적인 재 관찰， 관찰된 수업의 분석， 관찰 후 협의 자 

료를 얻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캠코더)를 도구로 사용하여 6회 (8， 9, 10, 14, 15，16차시) 

에 걸쳐 조별 경기내용을 촬영하였다. 

다.수업관찰일지 

연구자의 관찰일지는 수엽 중 일어나는 행동(장면)에 대해서 교사 자선의 의도나 느 

낌과 함께 관찰된 내용을 적고 수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 등을 기록하였다. 수업 중이나 

수업 직후의 학생들의 반응과 특이 사항을 연구자 자신이 직접 듣고 관찰한 내용으로 

적었다. 

라.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업 상황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 

하기 위하여 섬층면담 방법을 채택하였다. 면담 시에는 녹음기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말 

을 있는 그대로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주로 수업 중 학생이 보이는 특정 

행동의 동기나 매 시간 마다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관한 것이고 수업소감문 등의 자료 

분석 시 특이사항을 포함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수업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수업 

에 따른 교육적 효과， 그리고 수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고 분석하기 위 

하여 학생의 수업반성일지， 수업소감문， 비디오 촬영， 교사의 수업반성일지， 심층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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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 

것인 

나누어 

보고할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검토， 검증하며 

다음의 네 단계로 

양의 원자료를 어떻게 

연구자는 원자료를 어떻게 분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 l- 0 
1:õ τr 

논!.λ-LQ_ '-'- •,.._ 

절차 

연구의 자료 

그 의미가 달라진다. 질적 

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서
 「

부
」
 

가.자료 

질적 

촬영， 특이사항에 대한 심 

사례기록으로 구분하여 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수염실행과 학생들의 수업반성일지， 비디오 

층면담이 끝난 후， 사례별 원자료를 연구문제에 맞는 내용의 

도출하여 하위주제를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이용하여 남1 드흐트!.λ4 ζL 
u , '-'-기금 

01 협의， 다각도 분석법 동료간의 진실성을 위하여 구성간의 검토， 

검증하였다. 

구조화된 자료를 

조화하였다. 

둘째， 귀납적 

분석하였다 

셋째，자료의 

용하여 진실성을 

넷째，사례별로 τ5 ,-파악한 

있는 기술 내용과 인용문을 선정 · 기록하였다. 

으
 

E 과
 
「

O 

π
 
」

전체적인 사례의 읽고 정밀하게 
까‘ 
기一 범주를 가장 잘 밝힐 口1

^ 연구주제 

내용과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체제별로 개별사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별 원자료 

범주분석을 통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 주제 

소감문의 

곧바로 

1) 사례기록 분석 

학생의 수업 반성일지와 수업 

례에 대한 기록이 완료된 후 

구조화하는 것은 귀납적 E프 

E크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를 도출하는데 

통합된 일련의 순환적 절차를 진행시켜 

아니 라， 수집 된 자료로부터 범주화하 

범주화과정에서는 다양한 원 자료를 

그러므로 각 범주들은 연구의 

2) 귀납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모든 단계 내에 

나아간다. 즉， 자료 수집 이전의 분석적 귀납이 

여 유형 화한다(McMilla & Schumacher, 1997).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주제별로 범주화한다. 

표본에서 어떤 범주에 

l:l-1 도르토브-λ} u , "1느 기 

질적 

프2_ ;;zi 
• 1 ., 

범주에 져 하한 모드 하모드으 샤위 
기 1=1 L. ....L-..._ -0 ., 2'- 011 을 반영해야 하고 문서들의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허미 또한 각 범주들은 포함되어야 한다. 

화 역， 1997) 

까‘ 
까→ 

연구문제와 

통하여 범 주분석 (inductive categorical system)방법 을 

내요으 
。 t조 기록하여 사례별로 심층면담 

귀납적 

수엽소감문과 

연구에서는 

수업반성일지， 

료￡ 

업관찰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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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주제를 기입한 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 분석을 시행하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사례별 공통적인 주제를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정리하였다. 

나. 자료의 진실성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느낌 생각들을 자유스럽게 기술하도록 하여 맞춤법 

외에는 첨삭 없이 기술하였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서술토록 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 동료 간 협 의 (peer debriefing) , 그리 고 다각도 분석 법 ( triangulation)의 방법 을 

이용하였다. 

1) 구성 간 검토 

구성원 간 검토는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 다시 

점겸하는 것을 의미한다(Guba， 1981). 본 연구에서는 수엽의 반성일지와 소감문을 검 

토하고，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후에 구성원간의 검토가 수행되었고， 수엽의 반성일지와 

소감문 내용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재확인하면서 추가로 질문하였다. 

2) 동료 간 협의 

본 연구계획 및 설계과정에서도 연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연 

구 수행과정에서도 서로의 관찰과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충실한 연구 결 

과물을 얻기 위한 협의가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졌다. 

3) 다각도분석법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다각도 접근법( triangulation) 

은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방볍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 작업에서 이 방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첫째， 각각의 

연구 방법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 

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볍의 사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연구자료 해석에서의 결점 

과 판단 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는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 

상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연구자가 내린 연구 결론보다 신뢰성이 있 

다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Mathions ， 1988). 

본 연구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각도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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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반성문， 수업 소감문， 과제물， 심층면담 

상호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 

등이 혼재된 본 연구 자료를 

수엽의 반성일지 ul 
;κ 연구자는 

해석한 내용이 
까-t냥 
기→l::::í λ감문을 

토대로 비디오 촬영한 수업자료， 교사의 관찰내용，과제물 자료 등과 상호 비 교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하나로 λ어口혀 ,- 는걱 __j_ c그 

N. 결과 

적용에 대한 인식 

ul 
^ 논의 

게임중심의 ‘하나로 수엽’을 실시하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조원들 간 기술적인 측면 

과 태도적인 측면의 변화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도록 

따른 학생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가. 수업에 대한 참여도 

하면서 A어으 기→l::l 2 실행하였다. 그에 

게임 전에는 소극적이었던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아래 내용은 한 학생의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수업에 

있다. 처 

음에는 소극적이고 자선감이 없어 두려워하다가 변형된 럭비게임을 하기 위해 조원들과 

마음의 각오가 대단하다. 조 

공헌을 하고 솔선수범하는 

팀원 훈련을 

의 리더 같은 

토론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느낌을 받을 정도로 텀원탈 간의 협동에 

하고 
u l-- 0 
L효'-

모습이 

〈게임 

역력하다. 

저 
L..: 

λH 그 F 、、 
C그 --, ,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을 못하였던 것 O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에 
τr 
~ 

C그 어려운 운동을 한다 싶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기 

까지 한다. 중학교 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체육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남아 있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게임 후 생각〉 

자신감이 점점 생기고 나서부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어느 

정도 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게임 언습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돌파도 해보고 패스도 

해보고 태를( 두 손으로 터치하기)도 해 보았다. 그러니 점점 재미도 있고 친구들과 점 

점 가까워지는 듯 하였다. 또 친구들도 열심히 게임에 임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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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도 협동력을 길러낼 것이다. 친구들과 더욱 더 단결된 

(김대호) 보여주고 싶다. 사람에게 디 I 
__L_ L_ 

여시득| 
E르 C그 VI 

(]--= 스
 닙 

디
1
+
 

고
 

드
 
Z 으

 르 
마
 르 

배운다는 럭비를 수업시간에 싫었는데 하JI 난 평소에 게으르고 무엇이든지 

하기 않기 때문에 너무 별로 좋아하지 격렬하고 난폭한 운동은 나왔다.너무 한숨부터 

하고 그러다 -
-
르
 

스
 닙 

여
」
 

만들고 패스 
a 

-
큰
 

티
 口

생각으로 친국들과 한 싫었다. 그냥 운동하자는 

EI 
C그 실력도 부족하고 너무 재미있었다. 아직 할 때는 보니 조금씩 재미있어지고 게임을 

수비하는 것이 너무 즐거 

생겼다. 의욕이 하고 싶은 

공격하고 달리며 

무엇이든지 생기고， 

달려들어 

하고 나면 랜지 자신감이 

원도 잘 안 맞지만， 상대편 갚숙이 

웠다.럭비를 

-- 즈드 2J __ 
=-, 

LH 
않았다. 그러나 럭비를 

실제 럭비 경기를 보니 

때는 의무감이 생긴다. 나는 

생각하지 

한다.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남의 

되고 서로를 생각하며 게임을 

버}드프 
=ë:르 

a 

-
」

므
 며 

도
 

좋고 패스를 때가 기분이 

생각하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을 믿거 

C~ 2.. 1 
E므 E므 

고
 

드
 르
 

() 

-
르
 

고
 
a 

자신만을 

럭비는 

매우 난폭하고 무섭게 게임을 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나의 세 口|드르드르 。~ ./-、
=c그 E르 E르 --, 자신감을 주었고， 친구들과의 내 생활에 있었다.럭비는 

상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럭비에는 톱 스 

싶다. (장 살고 주인공으로 나를 믿으며 세상의 없다.나는 타J~ 

간의 전술 

필요성을 

잘하기 위해 조원들 

작전의 

게임을 때문에 관심과 참여도 또한 게임에 대한 갚은 

회의를 1-스스로 실시해 나가면서 

뚜렷하였다. 

통한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게임을 

전략을 세우는 모습이 

o 
--, 

끼며， 나름대로 팀 

지금까지( 1 학년때까지) 패스 연습만 하다가 처음 한 경기였다. 이미 규칙은 알고 있었지 

만 경기규칙보다는 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생각뿐이다. 내가 경기를 하면서 

리 팀에게서 느낌 점은 수비력의 부족이다. 결국 2:0으로 졌는데 다음 경기에는 수비 위 

청팀에게 

단 1 점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란팀과 경기를 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꼈던 

수비력을 강화시켰다. 공격보다는 수비위주로 방어를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장강’이 

같다. 강팀이라고 생각한 만족스러웠던 것 번째 경기는 드l
 

임해야겠다. 주로 

cc 
E등 

팀은 지금까지 경 

것 같다. 우 

고 나가는 작전이었다 .... 이번이 1 차 리그전 마지막 경기이다. 우리 

기를 해오면서 우리만의 게임방식을 익혔다. 지금의 우리라면 이길 

리 팀은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 부쳤지만， 적의 수비를 뚫을 수가 없었다. 전반부터 후반 

까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트라이(점수)도 하지 못해 약간은 

섭섭하게 1 차 리그전을 마치게 되었다. 하지만 이변 경기를 통해 우리 팀의 마지막 문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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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야’이다. (김다슬) 수가 있었다. 그것은 차으 
=ë:므 

2 
E르 

놀라워하고 

결과였다. 

스스로 겪으면서 자신들의 작전에 

볼입하면서 얻은 시야와 자신감의 

게임을 

열섬히 

상호간의 토의와 협조를 통해 

감탄하는 모습도 보였다. 게임에 

나도 모르게 우리 조원들과 협동심이 

플레이가 나오 

수비를 흩으러 

따고 

간혹 개인 

같다.상대조의 

팀이 되었다. 문제점은 

잘 되는 것 

잘하는 줄은 몰랐다. 맨 처음에 

생기고 순발력도 더불어 생겨 천하의 

긴 한다. 그러나 우리 팀에서 서로 도와주니 

우리 조가 이렇게 

보이면， 치고 들어가 점수를 일단 빈콧이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 놓는 우리 조만의 

무엇보다도 점수를 내기가 수월하였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중요한 것을 얻어서 

다해서 있다는 것을(에 대해) 내 자신을 놀라게 했다. 처음 상대라 최선을 

때마다 자신감을 조긍씩 얻어갔다. 럭비에 대해 조금씩 굳거 

내가 기술이 

짜~_，I、트르 LH 
C그 ,- ë:근 E르 (게임을) 했다 

럭비 시간이 기다려졌다.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 열리기 시작했고， 문이 닫혀있던 마음의 

이해해주면서 

승리한 것 같다. (오중수) 

팀이 서로를 

임하니 

기쨌다 .... 우리 

가지고 경기에 

없이 

마음과 정신을 

해서 더할 것 

모두 하나라는 

승리를 무엇보다도 

협력하여 

고 

로
 
사n
 

으
 
새
 

j”
。바0

 

써E
 

하
」
 요
 

즈
。
 

조정되고， 조원들이 마음이 

통하여 협동정신의 

해 나가면서 

보였다. 

게임을 

역력히 
염
 이
 

화
 
습
 

혀
닙
 모
 

H 

간의 

나아가는 

조원들 

합쳐져 

있었다. 생각하고 

럭비경기를 

영향을 마친다고 결과에 간의 화합이 게임 깨닫고， 조원들 三î
1•-

못 사람， ^~늦L 느= 
E므 UI L_ 임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언습에 마음대로 자기들 ?ζ 느= 

_l_ L_ 우리 

수비를 했다. 못하는 사람은 뒤에서 그그:J::j 
ζ:::> -, ’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잘하자고 친구랑 더 으
「
 

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마지막 경기 때는 」
-
」

나
 

그래서 

작전 짜고， 또 잘 허물고 조원끼리 그내 
E르 이야기를 했다 ....... 그러나 지금 우리 조는 그런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연습과 경기를 했더니 드디어 우리 조가 1 차 

-λ 어드크 
,-t::::t ë:르 더 다 잘되었다. 그 후 나는 공부시간에 더옥 모든 것이 리그 1 등을 하였다. 이 

잘 들었다. (박세전) 

우리조의 플레이 

그| 
그그 

크
 口

마
」
 하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았다. 이런 협동심이 뒷받침되어 주니 서로의 

어 가는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도 00이와 00으| 활약이 컸던 것 같다 ... 이번 경〕 

잘 되었다. 특히 서로 양보하고 자발적으로 

。 ()U c: 저저 
,- VII _l_ C그 I그 

놀라울 으
 」

도
 
a 혀

 닙 
역시 

에서 난 지난 번 경기보다 훨씬 적게 노큰을 범하였다. 하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하였다. 다음 게임도 이겨서 3연승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상호) 

人 l
C그 

자 
.= .._ 
Tτ-격려와 위로해 서로 가득하고 마음이 주

1
 

생각해 상대를 간에 서로 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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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친구간의 프a 
?、느끼지 파악하여 평상시 돋보였다. 이에 따라 상호간의 성격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으
근
 

가
 
정
 

세
 
우
 

않고 서로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서로 협동을 해가면서 호를을 맞춰 나가고 있다. 처음 

보다는 공에 대한 집착력과 끈질긴 행동(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수|는 시간 때 딴 짓 

(장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충고를 해 준다. 그러므로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처음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합에 응하고 탄압(?)보다는 이해와 양보로 서로 격 

하 :;\1 잡으려 날아오면 않다.소극적이다.공이 적극적이지 아직 

준다. 충고해 주고 려해 

보완했 더 태도를 위해 기술적인 면도 임했던 태도보다는 보다 나은 첫 번째 시합에서 

팀 선수들이 멍하고 보고만 있었다. 또 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상대팀의 선전으로 우리 

들어와서 차례 있었다 ........ 후반전에 」、
,--적도 먹힐 뻔한 그그드극 

E르 E르 나와서 옵사이드가 많이 

당한 수모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한 결과 옵 전반전에 

초반 있었다. 다음 경기에는 ;다드프 」、
亡:::1 E근 ,--

게임을 펼쳐야겠다 

친구들이 세 번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수술을 

잡아 수차려|의 찬스를 줄이고 주도권을 

;자느= 
t:J L_ 주도권을 

사이드를 

부터 

하기 전까X 

자타느 
E므 VI L_ 

하고 있었다. 마취를 

걱정되었다. 가뜩이나 인원도 적은데 우리 반에서 가장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다음날 친구들이 병 

내내 체육시간이 

되었으니 

느
 」

나
 --g 

아
」
 

므
 
” 
」

팀과 붙게 

왔을 때 비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기쨌다.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이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 모두 기술과 실력 팀원들이 너무 고마웠다. 세 번째 시합에서는 해준 

1\ 
*상호존중 

정신 

*도전정신 

*동료간 

우정 

였다. (김서근) 

참여도 증진 게임체험 

도g 

_Q_ 1:ll-
11 'c조 *흥미 

보
「
 새。
 

회
 
발
 
생
 

감
 
성
 바
근
 

시
L
 
극
 

서
썩
 
펴
씌
 

εg 
*두려움 

*선입감(중압감) 

*소극적 태도 

내용 〈그림9> 수업에 대한 참여도 증진 

스스로 이가적인 지니면서， 학생들이 

초에 나타나는 

배려와 생각을 

뚜렷하여， 학기 

동료에 대한 

시도가 

위와 같이 

깨닫고 고치려는 말끔히 간의 서먹함을 =그lO 1::드 
님 가→곧조 

계기가 되었다. 씻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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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기술적 

열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음) 

게임을 해 나아가면서 

게임에 대한 흥미와 

럭비를 즐기고 

이루어지면서， 한 게임 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스스로 

나. 수엽에 대한 흥미도 

럭비 게임을 즐기면서(학생들 

전술에 대한 조 원간의 협의가 

인 측면이나 태도적인 면에서의 

고조되어가고 있었다. A-Ll;.:j 
pp 

얻어갔다. 점수를 낼 때마다 자신감을 조금씩 처음 상대라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했다. 

럭비시간이 기다려졌 시작했고， 열리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굳게 럭비에 대해 조금씩 

할 것 없이 기쨌다. 우리 조원 다.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해서 더 

협력하 팀이 서로를 이해해 주면서 들은 두 번째 게임에 대한 기대도 만만치 않다. 우리 

같다. (오중수) 승리한 것 임하니 가지고 경기에 마음과 정신을 하나라는 모두 여 

들었다. 

난 첫 번째 게임에서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으나 그리 만족스럽게 뛰진 못한 것 같다. 

모두들 땀도 나고 헥! 헥! 거리지만 열심히 뛰었다. 또 경기를 마치고 이긴 팀이 먼저 두 

만들어 진 팀을 (박수쳐 주며)통과시키고， 다시 진팀과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경기 

후의) 인사 방법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것 이상 되는 것 같다. 그 

리고 전후반사이의 시간에 한 조원이 공을 가지고 뛰니까 체력이 떨어진다면서 한 친구 

가 만류를 

생각이 럭비구나 하는 

좋았다. (이형칠) 

경기라 그런지 그냥 색다르고 아! 이것이 

했는데， 조원을 위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하는 첫 번째 

;:>::: ζ그 

듣드듣등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기술적인 측면과 조원간의 태도 면에서 ‘게임반성일지’름 개인 

별로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만음 치르고 피상적으로 느끼는 승리와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글을 써 봄으로써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고력을 향상시켜， 내부적인 변화의 

습까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였다. 개인별로 반성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조원 상 

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모
 

첫 번째 게임이라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상대는 빨간팀(빨 

간 조끼를 칭함) ! 빨간 팀과는 몇 차례 경기(연습)를 해 보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점수를 

내 주고 패하였다. 하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략을 짜 경기에 임하였다. 스피드를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작전 회의으1) 결론이었다. 이건 도
 
( 
]혀

 닙 
로
 

。-차
。
 필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모두 엄청난 자세로 게임에 임하였다.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주었다. 스피드와 기술적으로는 밀렸지만 

으려면 

심이 

우리의 협력이 승리를 거두었다. 참으로 값진 승리였다. 다음 게임도 승리로 이끌어야겠 

눈부신 발전을 한 것 같다. 일단 오프사이드선을 자주 괴자듬| 
QC그 VI 

다. (김대운) 

팀은 이번 게임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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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돌파하는(돌진해 오는)적을 쉽게 놓치지도 않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피드 

로 돌파하기가지 하였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적은(?) 체력. 우리 팀의 

밀리기 시작했다. 칠벽같은 수비로 트라이(점수)를 허용하지는 않았 

후반 

체력은 후반전부터 

지만， 약한 체력으로는 후반전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체력을 좀 더 기르고 

전에 반전을 가할 수 있는 ‘전반 수비， 후반 공격’으로 나가야겠다. (김승빈) 

정신의 인식 

게임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럭비의 전통과 정신에 대하여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 

서 럭비 정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막연하게나 

마 느끼도록 하였다. 교실에서 럭비의 정신에 대한 자료를 나누어주고 간단히 설명을 

한 다음， 그 동안 게임을 통하여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럭비의 정신에 대해서 느낀 

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희생과 협동이란 측면에서 자선의 

생각과 각오를 말하고 있다. 

-^~ n 

다. 럭비 

말이라고 생 나는 럭비의 기본 정신인 “one for all , all for one" 01 란 밀이 굉장히 멋진 
각한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는 위하고” 이것은 희생과 우정을 나타내는 

우리는 진정한 우정과 희생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악을 쓰 

말인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잘 되어 우리 민족은 단결과 희생이 

고， 놀 때에는 친하지만 친구가 고민이 생기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모른 척 하고 여 

주는 의미는 무엇일 

까? 그것은 잭임일 것이다. 이런 잭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잭임을 다해 

야 하듯이 럭비공 또한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럭비를 

나어|거| 럭비공이 아니다.그럼 예외는 나도 댄다. 물론 핑계를 러 

배우기 위해서이 진정한 희생과 협동， 그리고 잭임을 간단하다.그것은 이유는 배우는 

모든 썩은 샤상 럭비 정신이야말로 이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김다슬) 

물들어 있다. 다. 요즘 사람들은 황금만능주의에 

을 치료할 진정한 

고려 -^~..Q.. 
口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선의 

폭넓은 사고를 할 수 

표
 

모
 
「보고 목표에 대해 생각해 

미래에 대해 

인생의 

해야 하는지， 자신의 

럭비에는 한 명의 스타가 없다. 팀원 모두가 스타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럭비는 협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도 럭비처럼 살아야 할까? 인생에 활동이 력과 개개인의 

서 한 번쯤은 자신도 스타가 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 

것이다.그렇지만 

혼자 살수는 없을 것!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럭비공 

L~ 드E 
E그 E르 수도 있지만， 아마 공허함과 아쉬움이 

남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설 뿌듯함이 아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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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듯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서로 돕는 

것이다. 눈앞에 골에어리어가 보인 

것이다. 목표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 때마다 거친 숨소리 

목표.， 자신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 

한다. -<중략)- 럭비공이 어디로 될지 

것에 만족을 느끼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부각될 

다면 

에서 

지
」
 

도
 르 

향하여 모두 뒤엉켜 한 목표를 때마다 사람들은 럭비공이 구를 을 차고 시작되면 

그것으로도 

가슴 벅찬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한 그는 

는 것을 느낀다면 상쾌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은 ‘럭비는 

모두가 톱스타이다’ 라는 않는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럭비에는 

것이다. (김대호) 

존재한지 

-
-
금
 

이
“
 

‘ 등} λ 
드크 ---, 

톱스타가 

소리를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나는 ’럭비란 격렬한 ‘럭비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속에서 

이번 

격렬한 경기 

없다. 나는 

있다. 그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기다‘ 라고 얘기할 수 

다른 쪽으로 비켜 나간다면 그것은 

속에서 

명이라도 

경기 

단한 -'ι ---, 럭비라고 말할 

것이 있다. 친구들과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고， 상대밤을 L 낀 럭비 게임을 하면서 

말고 

경기가 끝나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흔 

없고 

정신 

저으 
-, '-

럭비으1 3대 마지막으로 

정신이다. 럭비는 

럭비구장에는 샤워실이 

예절을 느꼈다. -<중략)-

내가 생각하는 정신은 노사이드(No-side)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다. 때문에 

느
 」

이
샤
 

존중하고 배려할 수 

일에 최선을 맡겨진 하지만 나는 자기에게 잘 하는 사람을 러거라고 한다. 럭비에서 01 
다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러거라고 

생각한다. (김서근) 

협동정선이었다. 요
 

함양의 남아있는 사회성 갚게 가장 인상 게염을 통하여 럭비 

토
 
。실제 체험을 협동의 의미가 아니라， 

특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언어적 은
 

처
 

} <그런 타성에 들어왔던 일상적으로 

럭비정선의 한 

줄 알았지만 굉장히 01 드프 
닙^<='므 

끄10 
E큰 ..LL 협동심이 나는 격렬한 운동이다. 처음에 人~C~ 득| 

OOVI 럭비는 

협동이란 봉사， 바로 럭비이다. 럭비를 하다보면 희생， 동료애， 필요한 운동이 협동심이 

여등t 
OC그 생활에 되어 좋아지게 우정이 더욱 김어지고 창의력이 되어 친구 간에 느끼게 그4 

E르 

별로였지만 지금은 친해지고 사이좋은 친구가 돼있 을 미친다. 럭비를 하면서 친구들이 

점이 있었다. 우리 조 애들이 

처음보다 친해지고 좋아진 것 같다. 무뚝뚝했던 강이도 성격이 나오고 다빈이와도 더욱 

좋아진 것 같다. (김주호) 

나는 원가 달라진 럭비 경기를 하면서 다. -<중략)- 이번 

럭비일까?럭 

근내 
-, 주셨는데 

하필이면 

말해 근데 체육선생님께서 

운동은 럭비였다. 왜 

비는 재미있지도 않을텐데 .... 라고 생각하였다. 

차음으로 체육시간의 되면서 내가 2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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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하는 운동이라고 하셨다. 그때 비란 절대 ‘스타’도 나올 수 없고 모두가 협력해서 

아주 키워주기에는 그::I~근쳐 드므 
E르 ---, --, ë르 협동고} 간의 드

 르 
워
」
 

티
 디
 

알게 되었다. 하는지 럭비수업을 왜 

C~ 
E르 생활 속에서 나의 계속하면서 럭비 수업을 생각했다.그리고 느

 」
나
 

좋은 운동이란걸 
g 

-
르
 

도
 
a 혀

 닙 
행동하거나 단체에 혼자 팀이나 단체에서 내가 느꼈다. 전에는 -

-
르
 

드
 근 

거
A
 

라지는 

같았다.그리고 잘 안 했는데， 이젠 조금씩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는 것 

속에서 ‘협동’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말고 팀 

즈l
 

도지 

깨우쳐 

주었다. (최영수) 

단체의 팀장이나 일원이 되면 내가 최고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럭비는 내게 많은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人H 호{ 
C그 E르 

그래서 나는 커서 회사나 어느 

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었다. 그리고 협동이란 단어를 

口}ζ〉
μ등L_ 것이 배울 일상생활에서 느

 」
-
즈
 

포
 

A 
-럭비라는 보니 자료를 읽기 럭비 정신에 대한 

스포츠인 것 같다. 럭비는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럭 

^H = 
속에서도 팀원들을 챙겨주니까 

몸이 부딪칠 수도 있고， 서로 안 

풀린다. 경기를 통하여 모르던 

싸움까지 일어나 심지어 많이 

어려움 

서로 

기분이 

갈등이 

본다. 

서로 

정신없고 

가 

끝나면 

정신없고 서로 간에 

달랐다.아무리 

럭비정신이 아닌 

모르나 경기가 

비가 정말 달리고 그러니 

각했지만 생각은 전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길지 좋은 감정이 

친구의 장점을 파악해 더욱 더 우정이 쌓여가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하니 럭비를 통해 사람들이 변해가니 참 좋은 스포츠라고 본다. 서로 마 

좋다. 앞으로도 럭비가 번창해서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 

음이 통해야 좀 더 날은 경기를 치를 수 있으니 기분이 

빌리 펴져서 온 세상이 착한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사람O 도1 
E르 

다. (오중수) 

대한 정신과 전통을 깨닫 

효과를 보였다. 

럭비에 

긍정적인 

ó 1-'-
10δ.._ 눈에 보이지 

연결시키는 

겪으면서 체득하였던 

고， 평상시 자신의 생활태도와도 관계를 

게임을 실제 

:A125 二t
t::::I흔~ot 집중할 때만 평소에 정신을 들어가 보자. 나는 정신관계에 대해서 럭비와 나의 

달라졌다. 럭비를 하 

면서 다른 것도 신경이 쓰이고， 사소한 일에도 정신이 집중되는 것을 알았다. 바로 이것 

이 럭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럭비에 관한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럭비의 세 

상을 보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럭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정신 집중은 시험 

럭비를 하면서 그것이 하지만 않았다. 하지 때에는 。}드으 
u듬 E므 고，하지 

는E 
E므 

때 크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는 여태 것 체육 수업을 그냥 공부할 때 약간의 도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럭비를 하면서 달랐다. 체육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큰 관심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범종호) 

겸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시 예 춘계 리그 

만O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수엽이 진행되는 기간에 인근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으
 르 

거
λ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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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고， 럭비에 대한 흥미를 하여， 

하였다. 

관람하도록 

7l-ç:프료 ^ ---'- ~I 

실제 경기를 

계기를 넓히는 

있어서 

안목을 

열리고 선경기가 

경기를 보
 

시작했다. 보기 잡고 자리를 갔다.우리는 보러 난 지난 화요일에 친구들과 럭비경기를 

못지않게 과격하고 기술 성인경기 않았다.그런데 하지 기대는 三크 
'-경기라서 즈드등}人H =-, = 난 

口
_L 위하고， 르

 금 
도
 
T 모

 
럭비정신이 떠올랐다. ‘하나는 보먼서 난 경기였다.경기를 이 있는 

二다 
E근 봤는데， 하나는 모두를 위해 드드도:; ^H :::niïU 

ιA‘ i코 ζ그 -, VII 멋있는 말이다. 이 참 두는 하나를 위한다’. 

하고 경기를 봤는데 만들어준다고 해석을 기회를 노{드크 
=<=르 

.:::Ll 
E르 하나를 위해 느

 」마
 

n 넘고， = 
E크 

같다. 정신인 것 

아니고， 

기본 운동의 

과격한 

口 I
_L '-럭비정신은 같다. 이 

건데 

그내 
」、~

디}느= 
:χ~'-말이 그 

人wn드~ ~~느二 드프 E드 
C그 -，，，르 VI '- 나- ζ그 운동이 그렇게 럭비는 느끼는 보면 계속 럭비를 

인 것 같다. 럭비를 할 때 그 짧은 시간에 패스를 할까 돌파를 할까를 빠르게 판단을 하 

하려면 데， 패스를 아는 일이 아니다. 내가 럭비를 해 봐서 우
」
 

쉬
 

고 행동으로 한다는 게 

人|
= 잘하고 럭비를 겁이 난다. 막힐까봐 할 때는 돌파를 걱정이고， 받을까봐 모

 λ 
。
-
르
 

고
 。

내 

상대 선수가 커도 기죽지 돌파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용기 있게 노력이 끈기， 용기， 다면 

않아야 포기하지 또 돌파를 하고 있게 하다가 막혀도 끈기 끈기는 돌파를 않아야 하고， 

같다. 거
λ
 

이
」
 

도
 
a 무

」
 

안 되는 없이는 L 려 
_L, 럭비는 하고 ... 

하고 보는데， 내 인 E그^~저 ---, -, ζ그 있으면 많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럭비에는 본 받을 점이 

이기적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되었을 하는 먼저 人H 그}드므 
c> -, ë르 럭비 인생이었다먼 생이 

느
 」

근
 
-口

」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위하는 L~ 드르 

t그 E르 나보다는 알았다면， 럭비를 빨리 인 편인데 

일이다. 

이번에 내가 잘 알지 우선 이 세상에는 배우고 깨달았다. 디 }ζ〉 그4 
u등 '- c므 럭비를 배우고 보면서 

많다라는 배울게 하나는 운동 속에도 다
 수
 

것이고， 재미있는 운동경기가 많다라는 못하는 

배워보라고 권하고 
a 

-
금
 

도
 。

。
논
 

σ
 -
」

촉
-
-

으
 」

가
 
g 럭비 

같다. (박민수) 

것이다. 이기주의자나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 

그내 
」、운동인 차 극틀으 

C그 응르 '-로
 

I 

」
저
 。

人|드크 = ξ르 

미래와 연결 자선의 인식하고 

얻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일부로 삶의 과정의 

경험을 

사회생활과 연결하여 

드王 
L.. 갖게 된 것은 

럭비경기를 

생각을 는
 

하
 

내가 으
 」

저
 口

L 낀 남게 중 가장 기억에 많았다.그 점이 L낀 보니 하다 주째 디끽 
::><: 럭비를 

같았다. 그게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있는 럭비가 매우 배우는 할 때 지금 커서 사회생활을 

막 들지 

흥미도 느낀다는 점이다. 이와 같 

적응을 주는 그런 사회적 운동(7) 

같은 생각이 그내 
-λ‘ 때에는 굉장히 어려울 

느끼고 만 자기와 일원인 동료들과 같이 하면 재미도 

럭비는 배우먼 배울수록 사회에 나갈 때는 

시작했을 다름이 아니라 처음 그 이유는 

더 빠른 01 

같다. (노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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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
ζ〉사회라는 막연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세상을 E드 

E므. 아주 작은 사회의 

하는 모 자리를 놓고 경쟁을 표현하고 있다.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최고의 호를 사용해 

모습이다. 럭비는 여러 면에서 사회의 습은 사회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다. 럭비에는 공격자와 수비자가 존재한다. 같은 팀 안에서도 서열 

있다. 있는 사람이 人|근겨 
E므 -, 있는 사람은 주장이 되고 그 아래로는 또 가장 실력 있어서 01 

일어난다. 서로 자기가 활약하려고 하고， 또 다 분열이 그 조그만 팀 안에서도 서로간의 

축약형이라고 아 사회의 럭비를 점에서 정말 이러한 한다. 발휘하기도 힘을 뭉쳐서 시 

것이다. 01 드크 
닙A2 

디 F 등} ιι 
E므 E므 -, LI 

노동자는 노 해야 하고， 르
 르 

닙
 
T 고

 
(]주어진다.학생은 우리에겐 각각 개인의 의무가 하나씩 

한 해야 ÃlmQJ 드프 
t::::::i L ë르 E르 하고，전업주부는 치료해야 사람들을 또한 의사는 해야 한다. 드드드으 

ζ그 2 

모습에 대 옮겨야 한다. 이 같이 이런 의무를 실천에 매일 우리 개인 각자는 다. 이처럼 

를사하다고 「니
 } 스

 닙 
모
 

수행하는 성실하게 여하으 
-， ë므 ε르 자기의 럭비에서 그a 

-, 보면， 생각해 하여 

묵묵히 역할이라도 。}느二 
L등 L_ 눈에 띄지 역할이라도，아무리 등|드 

C그 L_ 생각한다. 아무리 어렵고 

성공하는 사람 나아가 사호|에서 럭비에서，더 임하는 사람만이 성실하게 역할에 자신의 

그} 
E드 것 。|느= 

Aλ L_ 
ιι 
-, 배울 지혜를 사람 살아가는 人H 그}등}λ‘트르 

ζ그 ---， ë르 -,-, 럭비에 대해서 않을까? 이 되지 

나의 희생에 대해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였다. (이상구) 

하나의 

。 I 0-J C-I
λA λλ L.: 

아닌 

λ 
-, 

브를 
E르 

다. 또한 나 자신이 

λH 그 ~;:;;U = ---, VII 다시 한번 

으
 

E 서
。
 

요
 

주
 

u 공동체 의식의 깨닫고， 잘못됨을 사고의 이기주의적 

계기가 되었다. 

통하여 럭비 경기를 

삼 인식하는 

으
 」

카
 
돈
 

구
 

노
 。

축구， 이
」
 

-
즈
 

표
 

좋아하는 LH 가 때에는 알게 되었을 르
르
 

-
즈
 

포
 

A 
-럭비라는 으

 며 
처
 

사람만은 알 것이다. 럭 보고 느껴본 했지만， 진짜로 게임을 해 못 를미롭지 것에 비해 

공을 주고받으며 전진해 나가다가 전진패스라도 하게 되면 반칙이다. 참 재미를 ... 비의 

하 것이다.럭비경기를 

죽는다’ 였다. 그 만큼 

뜻하는 그내드으 
ιA‘ E르 나아가야 한다는 함께 전진해 팀원 전체가 

가장 머리속에 

이것은 

면서 럭비 

라는 스포츠는 흩어져서 경기를 한다면 이길 승산이 없고 팀원들끼리 단결해야 한다는 

들여 있다. 이 럭비 수업을 하면서 팀원들끼리의 단결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있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생각 

남는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정신이 깃 

-'ι -, 금 깨달을 

나어| 

함께 전진해 나 

모습， 이것이 참다운 

럭비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깨워주었다.팀원들과 

격려하는 럭비 게임의 

더불어 사는 사회 즉 공동체 의식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패해도 서로 

01 늦t 느= 
C그 VI L_ 럭비에 

게 세상은 

아J~며 

갖고 
ζ::> 

E므 

스포츠가 아닐까? (조항복) 체
 

도
 。

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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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통합적 교육효과 

전체적으로 볼 때， 기능과 지식과 태도가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 수업방법으로서 하나 

로 수엽 모형을 섣시해본 결과， 중학생들이 생소한 럭비를 통해 두려움 없이 체력향상 

과 재미를 만끽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삶의 의미와 자기 이해를 

복 돋아 주는 통합적 교육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 

다. 

첫째， 자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로소 느끼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럭비수업을 하기 전에는 럭비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했다. 하지 

만 지금 생각해 보먼 럭비 경기를 아주 재미있게 한 것 같다. 그럼 내가 럭비를 하면서 

얻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럭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중략)- 이럴듯 

럭비는 나에게 많은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어띨게 럭비라는 단순한 게임이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을까? 일단 수업이 독특했다. 스포츠를 즐길 때 가장 중요한 승패보 

다， 자신이 이런 과정을 거치먼서 얻은 변화를 더 중요시하는 것 말이다. 만약 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웅다웅(7) 할 것이다. 게임을 즐기먼서 얻 

은 변화를 글로 정리함으로서 자신의 문제점과 잘한 점을 알게 해준다. 

이런 수업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 보고 반성과 함께 자신의 미래 

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날이 훨씬 많다. 지금보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다듬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이 되어야 한다. 럭비는 이 길을 제시해 주는 표지판이 아닐까7 (김다수) 

둘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체육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고 인상적이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평 

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운동할 때마다 소외된다고 생각되었던 디 }ζ) L~ 드늘 
L등는= 근 든근. 그 만큼 나는 체육시간이 싫었고 

두려웠다. 체육을 잘 하지 못하여서 자신 있게 체육시간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럭비를 시작하면서 생각은 달라졌다. 내가 빠지면 팀원은 힘들어하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를 반복하기 몇 번 ..... 친구들과 자언스러| 친해지고 기술면도 많이 향상될 수 있 

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더 열심히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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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내 하는 

같다. 참으로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인 것 같다. 

내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협력하는 방법도 

함께 아쉬움을 때는 나누고， 비겼거나 졌을 기쁨을 

그4 
」‘-

때는 

곁에 있어서 인 

럭비를 통하여 

다.이겼을 

있었다. 。~ -- ‘̂ 
E므 --r 

남는 경기가 두 경기가 있다. 우리가 패하였던 것과 이겼던 게임. 한 게임 

팀을 무시하다가 호되게 당한 것이고 두 번째 게임은 무패를 행진하고 1 위를 점 

쳤던 팀과의 경기에서 2:0 이라는 스코어로 이긴 것이다. 참으로 기쁜 순간이었다. 이 

두 게임에서 무슨 일에든 방심하지 말라는 것과 협동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제일 기억에 

。저 
L__ -, 

럭비는 나의 모습과 정서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 엄청난 폭풍우가 나를 휘감 

았는데， 럭비를 통하여 폭풍우가 사라지고 잔잔한 파도만이 나를 반겨주는 느낌이다. 힘 

모습을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참으로 좋은 

말이다 ........ (김대수) 지나가면서 

럭비로 잃었던 자신의 

시기를 일일 것이다. 질풍노도의 

에
 

때
 

들고 외로워질 

셋째， 상호 이해관계의 긍정적 향상이다. 학기 초는 학생들이 분반되어 서로간의 친밀 

도가 없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얼마동안 유지된다.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명만이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서로 매척하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감정이 앞서고 상호이해 

X、_,_ 

스 며 ’ 7、

싸움으로 

그러나 스포츠를 매개로 하 

동료에 대한 이해섬이 

뾰
 

부
 
’ 

영원히 적이 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맺어준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
 

L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여 상호이해의 관계를 싸투 , ε三

수 있다. 

럭비 연습 우리 조원 중 2명 빼고 다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럭비조에서 

친해져갔다. 그리고 우리 조 에서 서로 못하는 부분을 조언해 주고 놀리며 서로 조금씩 

염탐하고， 그러다 보니 

잘 아는 사이가 됐다. 즉 럭비 경기로 우리 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 

내 머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는 사실 이날 이때까지 글을 쓰다(가) , 다른 내용이면 칸 

(줄)을 바꾸는 거란 걸 잘 몰랐다. 그런더I 1, 2차 리그전이 끝나고 게임 반성일지나. 기 

약올리고， 할때 작전시간이나 게임 도
 

딛
 口

상대방 뿐만 아니라， 

타 럭비 수업에 관한 글을 쓰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글을 쓰는 것이 참 힘들고， 샘 

없다. 1 학년 체 본적이 많이 써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글도 이렇게 각을 많이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 힘들어지기밖에 더 올라가면 더 하고 2학년 마
」
 

도
 
a 。

논
 

육시간맨 

하지만 2학년 체육은 럭비경기를 치르고 그것을 글로 쓰며 다시금 떠올리며 반성이 되 

는 것이다. 

태도 면에서도 많이 중 1 때까지 친구들끼리 같이 축구 발전된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 다른 운동경기를 해서 내가 속한 우리 조가 지게되면， 나는 그 패배감이 너무나도 싫 

어서 이긴 애들하고는 놀지도 않고， 잘하는 아이들하고만 하려고 하고， 진 우리 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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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미워하고 탓했다. 나도 지게 만들었다는 건(내 잭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 하 

지만 2학년에 올라와서(는) 럭비경기를 하고， 반성문 소감문을 쓰면서(쓰기도 하고) , 럭 

비경기가 끝나고(면) 대열(두 줄 나란히)을 만들어 상대팀(진 팀 먼저)을 (두 줄 속으로 

통과하여)밖으로 나가게 해주고 ...... (경기종료 후 의식 행위 임) . 이런 

매력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운 것 같고， 우리 

럭비의 규칙이나 

그::l_ 
---,- l_ 격려와 위로를 해 팀 조원들에거 

같다. (김민준) 그내 
-^• 배운 하며 경기를 럭비 :거드으 

ιι E르 

럭비수업을 내가 동안 지나갔다.그 벌써 순간들이 져더 
^^ L...: 협력하고 이기고 조원들과의 

측면보다 태도 면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왔다.2학 측면이나 지식적인 하면서 기능적인 

많았었다. 하지만 럭비의 조를 짤 때 내가 모르는 모르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년 처음에 

많이 생각도 따가 되면 어떡하지” 이린 조에서 나는 순간 “내가 우리 애들만 있었기에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소나기에 불과했다. 친구들과 즉 조원들과 패스하면서 패스를 

같았다 그내 
-^-욕을 하였던 아이들 ... 그 목을 들은 아이는 자신감조차 없었던 받지 못해서 

하다 보면 나도 그 애에게 처음엔 화를 내고 목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게임을 많이 

패스도 주고받고， 나 애들처럼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나도 다른 그 애의 서 

러
 口

처
 

르
 口

구
 

머
 「

통해 」、0-l 드크 
---,- I::::j ;:르 럭비 느낌이 있다면" 그런 λ 

---,-중에 게임해서 한 득점만 할 

더해주고 

큰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이다 .. 조원들에게 패스 

중에 노큰을 당해 자빠져도 항상 조원들 

그 애에게 패스라도 내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애의 마음을 알고 나서 

싶어서 노력을 하여서 결국엔 그 노력의 

해 주면서도 환한 미소를 품어 던져 주고， 게임 

바로 ‘화이팅’ 이란 한 낱말이다. 그만 

땅속에서 건져주는 말이었던 것이다. (배현구) 

주었다. 그 희망은 

힘을 주고 자신감을 갚은 

던져 에게 타락보다는 희망을 

큼 조원들에게 

경기만을 실시했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통한 반성적인 자세 

운동 단순히 

것이다. 매 

상호 작용을 

실시하면서 

갖지 못했을 

조원들 간의 

게임을 

기회를 

면과 

넷째， 반성하는 자서l의 향상이다. 

면， 자선의 행동에 대해 되돌아볼 

반성일지를 쓰도록 하여， 기술적인 

의 변화를 느끼도록 하였다. 

좋다고 생각한 나는 단순히 게임만 진행하지 

다. 게임만 단순히 진행했다면 

01 다. 

그런 1 차 리그를 하고 반성일지를 쓸 때 나는 나의 단점과 내 모습을 다시 생각할 수 있 

그내 
」、

어어으 
닙Aλλ E므 

않고 글쓰기를 하면서 (수업)한 것에 대해 

미를한 접이나 단점을 돌아볼 기회가 자신의 

못한다고 소리 지르던 것， 내가 처음으로 조원이 조가 나에게 우리 시간에 었다.수업 

않았었다. 아마 반성 

처| 때에는 쓰
 은 

생각하지 

것이다.반성일지를 

등은 체육시간 끝나고 다시 
( 
]

-
금
 

어
 샤
 

드
 근 

5 

며
 

고치기 나의 단점은 

^~ζ그 이 
亡::1 l__ ë므 

않았다면 

패스한 공을 거뜬히 

쓰지 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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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λ} 
o c> 돌아보았고， 모두 르

 르 
도
 

태
 

「U 
} 드

 르
 

저
 디 

다
」
 

자
 σ 

않던 나의 보지도 끝나고는 생각해 육시간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졌 나의 단점과 발전해 가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래서 

말한다. (김석철) Z 느= 
-'- L_ 

반성일지에 

우리 다고 

단순히 경기만으로서 

이기고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기 할 땐 경기에만 열중하며 열심히 

반성일지나 소감문을 쓰면서 느낀 점이 많을 것이다. 내가 경기 때 실수를 하여 같은 편 

하지만 

럭비는 하는 하지만 우리들이 스포츠의 한 경기이다. 근내니 I-^、 01 드즈 
---, U I --,- t::::j L_ 

에게 피해를 주면 반성일지에 속마음을 그대로 풀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자 

차 있을 수도 있다. 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으로 꽉 랑하먼서 다음부터는 더욱 열심히 

럭비에 대해 애정을 쫓게 된다. 그리고 몇 등을 하건 상관없이 서로 협동을 해 

끝마친다. (백인수) 

그러면서 

서 경기를 

실시하면서 기능적인 면뿐 

위하여 럭비의 유래와 경기 

인터넷을 통하여 익히도 

갖게 되 고， 궁금한 부분에 

럭비를 좋아하게 되고 럭비에 

다섯째，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자세의 향상이다. 

만 아니라， 럭비에 대한 관섬을 고조시키고， 지식의 

규칙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록 하였다. 실제 게임을 경험해 나가면서 럭비에 대한 관심을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는 열성적인 면도 보였다. 따라서 

입문(入聞)하는 조그만 디팀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임을 

함양을 

내가 작전을 짤 정도로 지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 작전 지식적인 면으로 보면 

할 때의 잘 되는 작전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 경기 작전을 쨌는데 을 짜보면서 이렇게 

팀은 이겼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때마다 우리 아니 저
 「

그
 「

저
 「

느
 」

나
 

며
」
 

보
 

르
 르 

도
 

매
 에
 
다. 나는 럭비수업을 할 때 기술적인 면도 많이 늘었지만 지식적인 면도 그에 못지않게 

로
 

0 
-소

 」
하고 차기도 같다. 것 스포츠와 다른 르

 」
다
 

럭비는 늘었다. 내가 생각하는 많이 

잡기도 하고 다른 종목과 다른 별종이란 말을 하고 싶다. 럭비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 

정도로 럭비를 표현할 정도로 지식이 늘었다는 면 난 별종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든다. (김재홍) 생각이 

럭비는 치고 박고 무식하고 

기술도 없는 무대포(7) 스포츠인줄 알았다. 처음 연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은 1 학년 때 

럭비를 배워서 기본적인 틀이 잡혀있지만， 난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럭비’라는 소리는 

했다. 왜냐하면 쉴러 
i르 c> 처음 럭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지식을 

얼마나 다양 

럭비에도 규칙과 작전이 있 

같은 것이 꽤 

가지 기초 

많았다 

애들이 여러 

가르쳐 주어서 적응이 빨리 됐다. 이런 저런 연습하고 나L 

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알려주시니 규칙 

하지만 여러 힘들었다. = -‘〔그 적응이 들어보지도 못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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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

」
-
」

나
 

것이었다. 그 일 이후 엄청나게 많은 찾아보았더니 한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점은 끈기와 긍정 되었다. 내가 럭비 경기를 끝마치고 느낀 버리거| 비에 대한 선입견을 

있어야 무슨 일에도 그 노력만큼 성과가 나온 다는 것이다. 나는 글로 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저장 되어있다. (노현중) 

적 사고방식이 

어느 
님^ '--

」λ‘,-

단순히 게임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럭비 경기를 통하여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집단 

협동심과 상호이해심이 한 조직(단체)의 분위기를 

영향을 마쳐， 단순한 신체적 변화만 일 

향상이다. 

중요시한 

있었다. 조원간의 

빽
 으
르
 

BN 

훨
닙
 

7
<
LL여섯째， 정선 

반성적이며，상호 

적인 변화를 보이고 

변화시키고， 개인의 정산 집중력에도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어난 것이 

LJ겨 

^^ 정도로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질 같이 그게 
」λ←내가 럭비를 하게 된 것은 행운 인 

럭비를 하 않았는데， 하기 전에는 잘 안하고 집중이 되지 럭비를 공부할 때 다. 집에서 

되었다. 협동심을 배우게 럭비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늘었다. 집에서 면서 

않는다. ‘ ONE FOR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는 스타가 나오지만 럭비는 스타가 나오질 

이기 때문이다. 럭비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절대로 게임에서 이길 ALL, ALL FOR ONE' 

때문이다. 없기 Á 
,-

같다. 럭비를 하면 그게 
.A... 배워야 할 스포츠 종목인 그jJ_ 

----, 럭비는 우리가 한참 커 가는 시기에 

서 기술， 지식， 태도 면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것 같다. 수업시간에 다들 

그~ TL 口 F 같갇 여 등}드프 츠는 
---, /\.1 E르 ζ二----， E므 E므 ò 좋다. 럭비에서 같아서 기분이 그내 

一λi생긴 공부하고 집중력이 여人|ξ| 
E르 E그 ι)1 

숙제 할 때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학교 수업시간， 조별 잘 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실히 

근내 
----, 점수를 잘 받게 되고 협동심이 생기게 된다. 나는 지식 기술 태도 먼이 통합된 하면 

크
 口

마
」
 

배운 여시늦| 
E르 C그 ι)1 럭비를 

살 것이다. (박세전) 

느낀다. 내가 같다고 

가지고 훌륭하게 

그내 
-λ-바뀐 많이 비가 내가 배우고 있어서 

열심히 배워 」、。~C
,- t::::J __L_ 다른 

조원들의 단합심을 보게 되었다. 만약 우리 조가 소심했다면， 마치고 우리 J、0-l 드므 
,-t::::J ε르 럭비 

돌아보게 된다.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포기하지 않 다시 결과는 없었을 텐데 라며 이런 

하는 만큼 보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를 보며 나는 저 아이들이 고，조의 

로
 

亡1 
{ 저

 
S 나올 시체라는 말이 없이는 도

 。
혀
 닙 

럭비에서 생각했다.그리고 해야지 여시득l 
c르 C그 VI 더 

나 사이에서 “힘내자 이기자 파이팅” 이라는 소리까지 협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이들 

있는 길이라고 나는 Á 
,-

;;::1 
E크 하면서 서로가 친 

( ) 

글
 

도
 。

허
 닙 

경기는 럭비라는 하였다. 오게 

-<중략)-

그리고 조원 모두 태도가 바뀐 것 같았다. 처음에는 실수하면 “야! 뭐야 1" 하며 난리를 

쳤지만， 경기를 하면서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협동심과 이해 

싶다.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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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실수한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자라는 생 

각이 비판보다 앞서서 우리 조원들의 태도가 모두 좋아진 것 같고， 나도 이런 게임들을 

통해 이기는 쾌감， 골 널었을 때 쾌감，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는 도전 정신 등을 배운 

것 같다. 럭비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안 되고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같이 울고 웃는 

경기이다. 럭비경기를 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 기능보 

다 럭비는 그 사람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 경기이다. (박일구) 

일곱째， 자기극복 능력의 향상이다. 즉 자신감의 향상이다. 스포츠 경험의 위력이 대 

단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 학생은 타 교과 성적은 매우 우수하나， 신 

체 구조적으로 비만이며 운동에 대한 기본 기능이 부족하여 항상 체육교과목에 대한 두 

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배려 차원에서 연구자는 그 학생에게 게임 수엽이 진 

행되는 동안 비디오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자기 조의 게임이 시작되면 다른 조의 학생과 비디오 촬영을 교대하고， 적극적으로 게 

임에 참여하였다. 그 학생은 두려움이 없었다. 실수를 해도 같은 조원들은 무어라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수엽 준비단계에서 조 편성 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다. 같은 조원 

에는 운동 기능이 뛰어난 동료와 그렇지 못한 동료가 섞여 있으니 기능이 부족한 조원 

들과 협동학습을 해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실수를 탓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 

조하였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 학생은 주저 없이 공을 쫓아 달려 다니고， 과감하게 

공을 들고 돌파도 시도해보다가 실패하기를 몇 번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 학생의 모습 

은 자선 만만하였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러 있어 즐겁다는 표정이었다. 

체육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은 한번만이 아니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항상 

으
 」

거
λ
 

없지만， 정말로 체육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이자 풀어야 할 과제였다. -<중략)

개인적으로 이번 럭비 수업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깨우쳐 준 것 같다. 가장 중요 

해서 안 될 걱정되는 것이 바로 체육이란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노력하고 열심히 

체육이 육체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다. 

친구들과 서로 부딪쳐 가며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으며， 또한 기술이라 

는 것을 처음으로 익혔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협동해야 그 사회는 원만하게 돌 

t::J1:::닐 o 
，-- ζ드L__ 더

」
 

해
 샤
 

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재 한 명이 리더쉽 있게 리드하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즉 이런 부분에서 럭비는 사회의 축약형이라 튿날 수 있다. 그럼 우리 팀에 대하여 

자. 우리 팀은 9명으로 8명인 팀과의 경기에선 항상 1 명이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럴 

마다 우리는 협동을 해서 경기를 진행한다. 비록 함께 하던 동료가 빠졌을지라도 ... 우 

리 팀엔 주장과 리더가 항상 조합한다. 그래서 그런지 리더들의 리더쉽이 정말 강한 것 

같다. 럭비， 새로운 체육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상후) 

있다. 

살펴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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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해 관계의 

긍정적 향상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자세 

향상 

반성하는 자세의 

향상 

톨합적 

교육효과 

( 자신의 내면 ] 

세계의 깨달음 

삶의 방향 설정 

겨1 기 

정선 집중력의 

향상 

자기 극복 

능력의 향상 

〈그림 10>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을 통한 통합적 교육효과 

이상과 같은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통합적 교육 효과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 시 

기의 핵섬인 중학교에서 체육은 기능 차원에서의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바른 

생활 태도와 도덕적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올바른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삶의 <

포츠로서 자리 매김을 하도록 해야 하며，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하나로 수업 모형”은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 조건 

단순한 게임만으로는 체육의 궁극적 목적인 스포츠를 통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 

역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수엽을 실행하면서 동료교 

사들과의 수 차례 논의와 수엽 진행을 위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수엽 내용의 선택， 교 

사의 자칠， 시설과 환경，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다음파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가. 수업 내용의 선택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통합적 교육 효과 분석 149 

교수-학습하고자 하는 수엽내용을 연구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첫째， 수업에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수업활동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업의 게임 내용은 교육적으로 유용해야 한다. 

넷째， 선택된 게임은 다양한 기능 수준을 가진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 

야한다. 

다섯째， 게임을 통하여 숙련되고 효과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스포츠 게임을 통하여 사회적 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사의 자질 

하나로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의 단순한 스포츠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그 효과 

를 거둘 수가 없다. 교사는 최소한의 교양적 지식(인문적 사고)과 운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풍부하고， 선택된 스포츠에 대한 전통과 안목이 몸 속 갚숙이 간직되어 있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제대로 된 하나로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겸비한 교사가 요구된다. 

둘째， 운동기능을 잘 수행하고 그 운동이 지니고 있는 성격까지의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이어야 한다. 

셋째， 학생의 모범이 될 교사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다. 시설과 환경 

학생들이 게임의 전략을 학습해 나갈 때는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게임을 가르치기보다는 게임의 구조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Moriss(1980)는 게임을 가르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갇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게임을 조직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1) 경기장의 크기 (2) 장비의 종류와 수 (3) 사용된 기술의 형태 

(4) 참여학생 수 (5) 게임의 목적과 규칙 (6) 동료교사와의 협의 

위 사항 중에서 현실적인 학교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경기장의 확보였다. 다른 학년과 체육시간이 겁치거나 동시에 두 학급 

이 경기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수업 모형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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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수업진행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로 수엽모형으로 적절한 수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수엽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럭비 종목이 아닌 다 

른 학습 종목을 선택하여 수엽을 진행하더라도 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실내에서 행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에 적절한 체육장 

도 꼭 마련되어야 한다. 

라. 교육과정 측면 

본 연구 종목으로 선택된 럭비는 중학교 정규 교과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자는 동료 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럭비를 제7차 체육과교육과정의 선택종목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003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의 시수가 주당 2시간으로 감소됨에 따라，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을 통한 통합접근 방식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삶의 체육이 되도록 다양한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내용의 선택면 
*다수 학생 참여 

*안전성 고려 

*교육적 유용성 

*학생들의 욕구 충족 

*사회성 발달 도모 

교육과정면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교과종목 

하나로수업 

모형적용훌 

위한실제적 

죠건 

교사의 자질면 

*교양을 갖춘 교사 

*운동 기능파 운동의 

내면까지 아는 교사 

*원만한 인간 관계 

시설과 환경면 

*수업 공간 확보 

*동료교사와의 협의 

〈그림 11 >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을 위한 실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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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체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인교육에 있다면， 학생들이 지 · 덕 · 체를 조화롭게 이루어 

통합적인 형태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과연 체육교육을 통하여 그런 모습 

이 확연하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체육교 

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선체적， 정의적， 인지적 측면의 발달이 인과적으로 야기되었다는 

아무런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Annour & Jones, 1998). 이렇게 체육교과가 학생 

들의 전인 형성에 중요하게 공헌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통합을 추구하는 체육교과가 

“통합적 형태”로 조직되고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다. 즉， 기능 따로， 태도 따로， 이론 따 

로 내용을 조직하고， 수업을 지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학생의 전인 발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최의창 20에c).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 최의창(2어Oc)은 중등학 

교 체육교과의 전인적 발달 목표 실현을 위하여 “통합적 교과내용조직과 지도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체육과의 내용 영역인 이론， 기능， 태도 가운데 2가지 또는 3가지 영 

역을 통합하여 수엽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통합적 지도방법”이란 통합적으로 조직 

된 내용을 분리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수업 내용의 방법도 이론과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기능과 태 

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또는 이 세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학생들에게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특히 체육의 기능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체육의 “내면”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육의 현상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되고，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다 

면적이다. 자연과학적 사고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설증주의적 방법의 더듬거림에 

만져지지 않는 체육의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다. 

(최의장， 1999). 더구나 서양 스포츠의 기능만능주의가 판치는 현설에서， 우리는 체육의 

비과학적 측면(체육의 내면)의 모습을 찾아 체육의 과학적 측면(체육의 외면)블과 조화 

롭게 어우러지는 체육의 현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과학에 의해서 올바로 이해되지 않은 체육의 내면적 차원은 무엇인가? 

문자로 정확히 기술하기 어렵고， 언어로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체육 활동의 내면은 

무엇인가? 최의창(1999)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로 유명 

한 폴라니(1VIichael Polanyi)의 <개인적 지식>과 <묵시적 차원>의 아이디어， 그리고 영 

국의 정치학자이자 철학자인 오우크쇼트( Oakeshott)의 주장을 통해 체육에 대한 합리주 

의자와 실증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 폴라니는 과학과 지식에 대한 실 

증주의적 관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그에 의하면 밟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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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식이란 지식을 알고자 하는 인식주체의 전지각적 

반응(全知覺的 反應)이 존재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밟에는 인식하는 개인의 개인적 기 

술과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폴라니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지식 

을 ‘개인적 지식’이라 이름 짓고， ‘객관적 지식’과 구별하였다. 오우크쇼트는 과학， 예술， 

정치， 그리고 요리 등과 같은 모든 인간 활동에는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측면， 언 

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어화 할 수 있는 측면 

의 지식을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이라고 부르고， 언어화 할 수 없는 측면 

의 지식을 ‘실천적 지식’(암actical Knowledge)이라고 부른다. 그는 ‘실천적 지식’을 ‘전 

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지식은 어떤 활 

동의 ‘전통’속에 들어감으로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활동은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행해져 내려오는 가운데 그 활동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전통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최의장， 1999) 

이러한 오우크쇼트의 관점에서 볼 때 럭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술적 지식은 럭비 

의 껍데기만을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럭비의 알맹이는 실천적 지식이다. 그리고 ‘럭비 

를 안다’는 것은 태클을 잘하고， 규칙을 잘 외우고， 공을 가지고 빠르게 돌파하는 것 이 

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럭비적 안목， 럭비적 사고방식， 럭비적 삶의 방식 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럭비의 실천적 지식인 것이다. 실천적 지식은 글자에 적혀 

지거나 말에 묻어 1날 수 없는 것이다. 럭비의 실천적 지식은 럭비의 전통(또는 정신)속에 

갚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 베고 우리의 동작으로 스며 나올 뿐이다. 더 좋은， 

더 효율적인 체육수염을 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하나로 수엄 모형”을 적 

용해 본 근본적인 이유도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직 · 간접 경험을 통하여， 플라니가 주 

장한 <개인적 지식>과 오우크쇼트가 주장한 <실천적 지식 또는 전통적 지식>의 검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 것이며， 체육 현상(스포츠)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고， 입체적 체 

험을 통한 넓은 시야(삶의 체육)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 

다. 교육과정이나， 시간과 공간의 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직 · 간접의 체험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한정된 체험활동 속에서도 자선의 변화에 대해 

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사고력은 매우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록 한정된 체험 활 

동 속에서 “하나로 수엄 모형”을 적용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체육의 궁극 

적인 목표인 지 · 덕 · 체의 조화로운 모습이 분명히 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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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제언 

1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체육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업 모형으로 새롭게 제시된 

<하나로 수업 모형>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인 교사가 직접 통합적 수업 방식 

으로， “변형된 럭비 게임 수엽”을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개 학급을 대상으로 7주간(21차 

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엽관찰일지， 

학생의 수업반성일지， 각종 과제물， 비디오 촬영， 섬층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사례기록 분석， 귀납적 범주분석， 구성 간 검토， 동료 간 협 

의， 다각도 분석법 등을 통하여 심층 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 

이 나왔으나，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럭비 수업‘을 통한 ‘하나로 수 

엽 모형’의 적용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전 종목으로 일반화하기에도 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에 대한 참여도와 흥미도 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 

게임 전에는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상호간의 토의와 협조를 통해 게임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게임 운영능력에 스스로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게임에 몰입하면서 

흥미를 얻고， 게임을 통하여 넓은 시야와 자신감 얻은 결과였다. 

둘째，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스포츠(럭비) 정선의 인식 면에서 -볼 때， 실제경기체 

험과 경기관람을 통하여 럭비에 대한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럭비의 정신과 전통을 

깨닫고， 하나로 수엽 모형에서 강조하는 운동의 안과 밖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셋째，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통합적 교육 효과 면에서는 개인의 인성과 사회 

성을 기르는 요소가 골고루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 

다보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동료에 대한 이해섬 향상과 자신의 행 

동에 대한 반성하는 자세，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자세의 향상， 그리고 정신 집중력의 

향상과 자기극복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로 볼 때 청소년 시기 

의 핵심인 중학교에서 체육활동은 기능차원에서의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바른 생활 

태도와 도벅적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올바른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삶의 스포츠 

로서 자리 매검을 하도록 해야 하며，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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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안으 

로서 “하나로 수업 모형”은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제적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수엽을 진행하면서 동료교사들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수업 내용의 선 

택， 교사의 자질， 시설과 환경，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1) 수엽 내용을 선택할 때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인원수， 수업활동시 안전성， 교육 

적 유용성， 학생들의 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고， 게임을 통하여 사회적 정서발달 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사의 자질측면에서 볼 때는 교사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교양을 겸 

비한 교사가 요구되고， 선택된 종목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니고， 운동 기능을 잘 수행 

하며 그 운동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 정신의 내면의 모습까지 경험해 본 교사이어야 하 

고， 또한 학생의 모범이 될 만큼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3) 시설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로 수엽 모형”으로 적절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다른 여타의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럭비 종목이 아닌 다른 학습 종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4)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이 중학교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실시되 

어 오고 있고，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 종목으로 선택된 럭 

비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 

교는 체육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럭비종목을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교과과정으로 선정 

하여 실시하였다. 2003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의 시수가 주당 2시간으로 감소된 상태 

에서， 만일 2시간을 묶어서 1회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스포츠를 통한 통합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의 체육이 되도록 ‘하나로 수엽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하나로 수업모형’의 적용을 통한 연구 결과를 살펴 볼 때， 중학교에서의 

체육은 기능 차원에서의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삶의 스포츠로서 자리 매김을 하도록 해야 하며，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저|언 

“하나로 수업 모형”을 목적에 맞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 

설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과 교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수엽활동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지되고，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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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동료교사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수업 전에 교육과정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스포츠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교육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가 꼭 필요하다. 

둘째는 학생들의 능력은 교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사의 자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하나로 수업 모형의 여러 과제 

활동은 교사가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해 주느냐에 따라 스포츠 활동이 차원 높은 삶의 

활동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선체 활동에 불과한 것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師 太 論 護 (69) 156 

회
」
 

무
}
 

고 참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교육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지원센터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전통과 그 여 1 : 문화기술지에서 

학연구， 35( 1), 225-251 

교육인적자원부(200 1). 학교교육과정 

강신복， 초|의창 역 (1994). 체육수업탐구. 서울:태근문화사. 

이범제·김의수·김선진 (1998). 럭비. 서울: (주)교학사 

이용숙(1989).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이홍우(1996) . 전인교육론. 도덕교육연구， 8, 1-21. 

임번장 오1 (2000). 중학교 체육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주) 

서울특별시교육청 (1999). 중학교 체육과 학습 평가 방법. 

지적 연구의 김영천( 1997). ‘질적 

정당화논의와 가치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초등학회지 제4호. 

서101 나. 

장용규(1998) . ‘체육의 

최의창( 1999) 체육의 

최의창(1999a). 기법과 심법. 한국체육학회보， 75 , 30-33 

최의창(1999b). 전문성의 

최의창(2000a). 체육교육탐구. 서울: 태근문화사. 

최의창(2000b). ‘ 21 세기 체육교사상을 위하여’. 전국체육교사모임 10주년기념 

초|의창(2000c). ‘중등학교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통합적 

역언금술. 서울:태근문화사 

증층구조. 체육교육， 33 , 16-27 

개발’. 한국스 지도방법 口|
= 교과조직 

포츠교육학회지， 제9권 1 호. 

체육과 하나로 수업’ 한국스포츠 학회지 최의창(200 1). ‘인문적 

허미화 역 (1996) . 질적 

편 (1997) . 교육현상의 

사려|연구법. 서울: 앙서원. 

01 해. 재개념화 - 현상학， 해석학， 탈 현대주의적 허숙， 유혀|령 

서울:교육과학사. 

Almond , L.(1986) Research-based teaching in games. In J. Evans(Ed .), 

physical education. , sport and schooling: Studies in the sociology of physical 

education. London: Falmer. 

secondary oof games in Bunker, 0. , & Thorpe , R (1982). A model for the teaching 

schools , Bulletin of physical education. , 18( 1), 5-8 

InquJrles. 

Dey, 1. (1993). Oualitative data analysis. London: Routledge. 

Guba, E. 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통합적 교육 효과 분석 157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 29 , 75 - 92. 

Hellison , O. (1985). Goals and strategies for teaching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 

IL:Human kinetics. 

Krtechmar, S. (2000a). Moving and being moved: Implication for practice. Ouest, 52 , 

260-272. 

Krtechmar, S. (2000b). Movement subcultures: Sites for meaning.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Recreation and Oance, 71 (5), 19-25. 

Marshall , C. , & Rossman. G. B. (1989). Oesigning O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Mathions,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13 - 17. 

McMillan , J. H. & Schumacher, S (1997). Research in Education: A conceptional 

introduction(4nd Ed.). NY:Longman. 

Metzler, M. (200이. Instructional models for physical education. New York: Allen and 

Bacon. 

Miles. M. , & Huberman, M. (1984). Oualitative data analysis(2nd ed). Sage Publications. 

Parks, J.(1980). Physical education: The profession.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Siedentop, 0. , Mand , C. , Taggart , A. (1986). physical education: .Teaching and 

curriculum strategies for grades 5-12. Palo Alto , CA: Mayfield. 

Siedentop, O. & Tannehill , 0.(2000). Oeveloping teaching skills in physical education 

(4th ed.) Mountain View, CA: Mayfield. 

Thomas , J. R. , french , K. E. , & Humphries, C.A. (1986) Knowldege development and 

sport skill performance: Directions for more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59-272 



158 師 人 論 龍 (69)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anaro Teaching Model to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Kim nak-young* 

Thε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Hanaro Teaching Model which is newly 

presented as a new Teaching Model for the Middle School’s physical education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ability of the application examining the 

ef:fiεct will be expo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ransformed Rugby Game' which is unified as 

Teaching Model was played for seven weeks by the seventy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earcher has come to recognize several results in applying Hanaro Teaching 

Model to analyze various materials deeply. But this study is just the case method, there 

is a limit for the generalization. 

1. The students showed great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applying Hanaro Teaching 

Model. 

2. Having perceived not only the skill of Rugby but also the spirit and tradition of 

Rugby, the students have synthetically experience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exercise in emphasizing Hanaro Teaching Model. 

3. From the integrative educational effect of applying Hanaro Teaching Model, each 

student has developed his own human nature and social life at the same time. 

4. On the various practical situations to apply Hanaro Teaching Model, the conclusion 

were drawn as follows; 

(l) Physical εducation teacher can de、rise the developmεnt of social emotion through 

thε educational usefulness,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sport games. 

(2) It is required to have a teacher who combines with the general knowledge and 

* SNU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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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 on society, who has a passion and love to the selected sport, who can play 

well, who has experienced the tradition and the spiritual inner world of the sport. 

He is also a person who is easy to get along with others to be a good example 

for the students. 

(3) To develop a proper lesson with Hanaro Teaching Model,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space not to be intεrrupted from any other lessons. 

(4) In 2003 the physical education lessons for 9th students will be reduced to two 

lessons a week. In case two periods are going to be instructed as one period, 

Hanaro Teaching Model will be properly applied to the meaningful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