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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서울大學校 學則 第一章 第一條 目的을 보면 “本校는 國家와 A類社會 發展에 必흉§한 學

術의 심오한 理論과 그 광법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學術船究

의 指導能力과 독창력을 함양하며 協同精神아 풍부한 指導者的 안격을 도야하고 연구와 사

회의 각 전문분야에 펼요한 A才블 양성하여 이 나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

헌함을 目的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요랍， 1977, 150)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大學이란 장래

社會， 國家에 펼요한 高級A才플 양성하는 기관이다.

高度 盧業社會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업장에서 보면 主體意識이 彈하고 協同， 責

tf:, 誠寶， 創意、性 等이 높ξ면서 도 問題解決을 寫한 身體 맞 精神的으로 健康한 高度로 행

發된 主體的이고道德的인 能力A을 홈求하고 있으며 따라서 大學은 이러한 국가의 펄요성

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기 위한 大學敎育의 目的中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專門知識의 習得

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원숙한 敎養과 多方面의 지식과 資質을 갖춘 A間으로

만드는 것이다"(서울대학교 학생편람， 1977,61).

이러한 敎養을 寫해서 各 大學에서는 敎科目에 敎養必須科담이라고 하여 學生 누구나에

게 꼭 필요한 科目을 廣修토록 하고 있다.

體育은 開校以來 現컬E까지 各 大學에서 교양펼수로 부과해 오고 있다.

本校는 1946年부터 졸업시까지 8학정을 取得토록 해 왔으나 1953년부터 4학점으로 되어

현재에 이료고 있다.

-‘部 大學에서는 2學點， 또는 3학첨 릉으로 체육의 이수학점을 줄인 學校도 있지만 本校

에서도 82년 부터 2학점으로 줄인 것은 體育의 理念上의 無用論이 아니고 단지 施設， 場，

짧具 등 財政上의 理由로 敎育的인 面에서의 大學의 使命을 포기 또는 制限하려는 것은 너

우 안일하교도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단지 돈이 좀 든다고 해서， 다른 大學이 2學點인데 서울大가 4學點으로 활 이유가 뭐냐

고 하는 것은 民族의 大學아라고 자처하는 서울大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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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의 先響者로서의 投害O과 期待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때 좀더 긴 안목을 가지

고 敎育政策을 立案해 야 하리 라 본다.

n. 大學體育의 目的

健全한 精神과 彈健한 肉體， 그리고 굳센 體力을 갖는다는 것은 A間으로서 正常的언 活

動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條件이다.

그리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과 같이 心身의 건강은 tJr存하며 相補

的인 관계에 있다.

健康은 幸福의 전제조건이며 創造的 활동의 原動力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장 소중한 資

塵이다. 또한 國民健康과 體力은 國力의 源良이 된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은 敎育

의 基本指標로서 중요시 되 어 왔다. 學力의 增進， 德、性의 빼養 등도 건강의 기 초 위 에 서 만

가능한 것으로서 知， 德， 體 三位一體는 오랫동안 敎育의 理想으로 표방되어 왔으며 이 理

想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體育의 目標에 대 해 선 여 러 學者들이 각각 主張하고 있는 內容이 다르지 만 그러 나 그것

은 根本的인 것이 아니고 단지 表現上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중에서 윌그스 (Willgoose， 1979, 39)는 체육의 목표를

@體力과運動技能

@社會的했率性

@文化

@ 레크리에이션 能力

@%!的 能力

等의 發達， 維持라고 하였고 닉슨과 제렛 (Nixon & Jewett)은

CDA間運動에 대한 기본적안 理解와 캄상융 발달시킨다.

@ 個A의 觸力， 觸持久力 및 호흡순환계 지구력을 발달， 유지시킨다.

@ 個人의 運動濟在力을 개안에게 적정하게 발달시킨다.

@ 個Aol -生동안 自發的으로 참가하는 만족스럽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경험에 필수

적인 기능， 지식 및 태도를 발달시킨다.

@ 連動活動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개인적으로 보상되는 행동을 발달시

킨다 (Nixon & Jewett, 1974, 97).

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韓國社會는 高度塵業의 발달로 플러스的(plus)

언 面도 많아지겠치만 그 반대적인 마이너스的언 훌因도 많이 發生하여 各種 文明病， 環境

i당짧， 類魔風‘懶의 만연 등 社會發展에 따른 病理的 현상의 深化도 鍵見되묘로 이 方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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努力은 더욱 彈化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A間의 育成이야말로 韓國敎育의 가장 基本的안 目標의 하나로 追求되어

야 할 것이 다(韓國敎育開發院， 1978, 128).

이러한 理由로 各級學校의 體育은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지만 特히 大學期는 生‘홉가운데

에서 身體의 發達아 가장 充實하게 完成되는 때이고 또한 學校敎育의 最終段階로서 곧바로

iitf:會A이 되는 時期이므로 이 時期에 適量의 運動刺戰과 各種 運動의 經驗은 個A의 健康

뿐만 아니라 一生의 生活을 支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運動은 넓은 A間 • 敎養의 立場으

로부터 社會的 性格育成에 有쳤하고 生活을 풍요하게 하고 幸福한 λ‘生을 살아가는데 기초

가 되는 것이기에 大學에서의 敎養體育이 더욱 중요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앞에서 體育의 一般自標를 들었지만 특히 大學體育의 目標는 다음과 같다.

CD 장래 社會의 指導者로서 戰場이 나 地域社會를 이끌어 나가는 素養을 기 른다.

@ 學生의 運動欲求를 만족시 켜 중고 더우기 感情의 排出口로써 健康의 保持， 增進에 有效

하다.

@ 體育活動은 좋은 벗을 얻을 기회가 되고 學生間에 바람직한 A間關係블 양성시켜 社

會的 性格育成에 -助가 된다.

@ 스포오츠나 레크리에 이션의 技術이 나 方法， 그것으로의 習慣이 나 態度의 習得은 課外

活動에까지 진전되어 學生生活에 윤택함을 주거나 그것을 생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졸업후

社會生活을 풍요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빡 口陽吉， 1974, 163)

上記와 같은 理由로 大學의 敎養體育의 重횟性이 漸增되고 있는 時點에서 오히려 우리나

라의 경우는 大學의 敎養體育이 소흘혀 취급되고 있는 實情이며 구태의연한 方法과 꽃勢로

運營되고 있는 現實에서 本 陽究는 特히 本校의 體育을 對象으록 그 問題點을 파악하고 보

다 했率的이고 充實한 體育敎育을 諸導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 81년 1月 體育敎育科에서는

이러한 必몇性을 認識하고 敎養體育 改善을 寫한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늘어나는 學生數와

교육성과를 올리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여 現在 實施하고 있다.

따라서 이 改善案의 成果와 問題點을 아울러 檢討함으로서 더 나은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ll. 81年度 敎養體育改善案

(林緊藏外， 敎養體育改善案 報告書， 1981)

1. 鐘 自

1) 敎養體育에서 取짧하는 種自은 펼수종목과 選擇종목으로 區分하여 질시한다.

2) 펼수종목은 男學生이 축구， 배구， 소프트 보올， 테니스 등 5개 종목이며 여학생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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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 전 안 선 안

남: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여:무용， 탁구，테니스

필수종목

남:축구，배구， 농구， 테니스， 소프트볼

여 : 탁구， 테니스， 배구， 우용-

선택종목

크로스컨트리， 장거려 달리기， 체력육성， 골표，

사이클， 사격， 몰려스케이트， 댄스

구， 테니스， 배구， 무용이다.

3) 션택종목은 크로스 컨트리， 먼거리 달리기， 댄스(사교댄스， 민속무용， 에어로박댄스)

체력육성， 골프， 사아클， 사격， 롤러 스케이트 등이다.

2. 강의 진행방법

〈표 2>
81 年 以 前 81 年 度 改 善 案

1. 준벼체조

2. 種目別 게임

※ 1개 반의 학생 개개인이 종목을 선태하여

다른 학급의 텀과 게엄

※ 단 테니스와 여학생은 개별 연습

1. 준비체조 삭제

2. 운동장 사정을 고려해 필수 종목중 한 종목을

담당교수가 선택하여 한학기 동안 기초기술 및

응용기슐， 게 엄을 지도(집단)

3. 한학기에 선택종목 중 2"'3개 를 의무적무로 융

번제로질시

1) 가능한 한 강의시작과 동시에 접합대형으로 실시하는 준비체조는 지양하도록 한다.

이 준비체조는 형식에 흐르기 쉽고 또한 성안이 된 大學生들에게 획일적인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 같아 좀더 자유스러운 가운데 폼을 풀 수 있는 방볍을 도엽하거나 본 강의에

펄요한 동작으로서 대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펼수종목은 운동장 사청을 고려하여 5개 종목중 매학기 1개 종목썩 4개 종목을 이수

한다.

3) 선택종목은 한학기 3"-'4회 (월 1회 정도) 행하되 종목 및 일청은 체육과에서 일콸 통콸

한다.

4) 이론은 매시간 주제별로 10"-'15분간 강의하며 학기말에 객관식 펼기시험을 치른다.

5) 월요일 5，6교시의 남여반을 통합 펀성하여 포오크 댄스， 에어로빅 댄스를 하며 후반

은 펼수종목을 교대하여 질시한다.

3. 이론강의

1) 교과서 중에서 주제를 선청하여 매시간 10"'15분간 다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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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1 年 以 힘까 81 年 度 改 善 案

雨天時에만 강의 설에 서 담당교수 재 량a로 主 I 1. 每時間 10"'15分 강의

題선택해서 강의 I 2. 主題는 체육과에서 4學期分 選定

3. 雨天時에도 강의실에서 강의

4. 學期末에 理論試驗

2) 주제는 교과서 내에서 4학기 분을 마리 작성한다.

3) 우천시는 강의질에서 이론캉의를 하며 강의설 이용은 반 고유념벼가 빡른 반이 2시 간

중 첫째시간을 사용한다.

※ 본교는 2개 만에 1개 강의질이 배청되어 있음

4. 복 장

1) 지청 체육복 작용을 의우화 한다.

2) 체육복 착용이 평가에 반영되묘로 복장검사를 철저히 한다.

3) 일반체육 시간에는 교련화 착용을 금하나 크로스 컨트리시에는 허용한다.

4) 시합을 활 경우에는 운동기구 대여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켓 넘버를 착용하도록 한다.

5. 평 가

〈표 4>

前以年81

1. 출석， 태도， 레포트， 질기시험

2. 교수 재량￡로 펑가방법 채택

81 年 度 龍 善 案

1. 출석， 태도， 질기시험， 이론시험

2. 이론시햄은 학기말에 다학과목과 동일하게 교

무처의 시험 시간표에 배정 (2학년은 담당교수

별로 한다. )

3. 살기시험은 종목별로 체육과에서 평가방법 제

시

※ 평가 비율은 교무처에서 조정하며 담당교수는 그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음.

1) 상대평가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다음과 갈다.

출 석 20% 질 기 시 험 50%

이론시험 20% 복장 • 태도 10%

3) 출석점수는 총 수엽일수에 대한 출석일수의 비율로 결정하되 1/3 이상 결석시 F 이 며

지각， 조되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4) 실기시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객관화 한다.

@ 축구 ; 몹올 리프링 (ball lifting) , 드리블 다임， 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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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 30초간 골밑 슛， 드리블 타임， 러닝 슛

@ 배구 : 오우버핸드 토스(1인)， 언더핸드 토스 (1인)， 서어비스

® 테니스 : 포어핸드 스트로우크(벽치 71)， 백핸드 스토록우크(벽치기)， 서어비스

@ 탁구(여 ) : 포어 헨드 스토로우크， 서로 깎아치기

@ 무용 : 리듬， 표현， 동작의 청확도

5) 이론시험은 강의한 범위내에서 객관식으로 공동 출제하여 필기시험을 본다.

6) 출석부에 평 가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기 록， 보존한다.

7) 시험 누락자는 공동관리하며 성적은 B+까지로 한다.

6. 지체부자유 학생의 취굽

1) 지체부자유학생 체육수업 전담촉교를 확보한다.

2) 특별기구를 구입한다 : 궁도， 사격

3) 특별 표로그램을 개 발한다.

4) 평가기준은 일반학생들과 다르게 한다.

출 석 20% 질기 (발전도) 30%

이 흔 20% 태 도 • 열 의 30%

7. 기 타

1) 체력진단

매학기초에 학생들의 체력진단(심박수 측정)을 하여 자신의 체력을 알게 한다.

2) 교강사 협의회

매학기 개강전에 (2월말， 8월 중순) 교강사협의회를통해 강의 진행방법， 평가방볍， 운동

장 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해 학기의 사전준비와 지난학기의 평가회블 갖는다.

3) 교양체육 안내 지침서 말행

교양체육의 목적， 강의계획， 진행방법， 출결， 복장， 평가， 운동장사용방볍， 기구대여 방

볍， 시설배치， 체력진단， 담당교수 연락처 기타의 사항을 요약하여 휴대하기 간펀한 안내

책자를 발행 배부한다.

4) 기구 및 시설 요청

CD 간이축구 고울 포스트 : 4조

@ 테니스 백보오트 (20명 이상 수용용) 8개

@ 야구 피칭 머신: 4조

@ 테 니스 보올 머신 : 3조

@ 골프 레인지 : 20명 용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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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도 및 궁도장(지체부자유자용) 1개 소

@ 공기총 및 사격장(지체부자유자용) 1개소

5) 계절운동 신설 요청

@ 교양체육시간에 할 수 없는 계절운동(수영， 스케이팅， 스키 등)은 방학을 이용하여

교양강좌로 개설토록 한다. (학년에 구애없이 학정제로)

N. 本校 敎養體育의 現況

1. 時間 및 魔修學點

1，2學年에 每學期 1學點씩 모두 4學點을 取得해 야 하며 週當時間數는 2時間썩 이 다. (’ 82

년도 부터 2학정으로 1학년만 이수하며 남어지 학년은 선택제로 한다).

2. 學級單位

zp:均 1個班이 60名이 며 30名에 서 80名 以上의 學級도 있다.

3. 敎科內容

改善案 參照.

4. 講座數 및 時間表

總 講座數는 142 강좌이며 週間時間表는 表 5와 같다. (非以前大學의 體育時間은 除外)

〈표 5> 81년도 1학기 체 육시 간표 남/여

교 시

1 ---- 6/1
2 ---- ------ 7/0 ---- ---- ------
3

7/1 4/3 -- 0/3 7/1 10
4 ---- -- ------ ---- ------
5

6/5 7/1 -- 10/1 9/0 6/1
6

7/0 - - -
7

7/2 7/2 ------ 9/1 11/0
8

요 일 l 월 화
/
T

.);!..

「
그
P 토

5. 敎養體育 受講者數

81年度 : 약 5，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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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年度 • 약 6， 500명

6. 敎授 現況

專任敎授: 14명

時間講師 : 51명

7. 施設 現況

축구장: 4

배구장: 7

농구장: 7

테니스장 : 22 (백보오드 2개소)

탁구대 : 6

무용질 : 1

태권도장 : 1

유도장: 1

수영 장 : 2 (夏節期 以外 使用不可)

트레이닝장: 1

체육관: 1

V. 改善案의 成果와 問題點

師大論輩 (23)

a善案을 가지고 81年度 1學期동안 1，2學年에 實施한 結果 종전에 비해 나아진 點도 있

지만 아직도 改善해야 할 問題가 남아 있음을 發見했다.

1. 底 果

(l) 종전에는 體育時間이 午後에만 偏重되어 있어 1個 運動場에 여러班이 몰려 혼잡을

빚어 效率的인 敎育이 不可能 했었으나 81年度 부터는 午前에도 體育時間을 配定하기도 했

지만 各 運動場에서 1個班을 選擇種目을 實施토록 함으로써 敎育場의 혼잡을 미연에 방지

한 結果 前年度에 비해 學生數는 增加했어도 오히려 敎育場은 더욱 여유가 있었닦.

現，tE의 時·間表를 더욱 分散시켜 各 校時에 고르게 配定하고 또한 選擇科目을 늘리면 더

유 여유있는 觀育場을 確保할 수 있으리라 據想된다.

(2) 運營方法의 改善

過去에 없던 選擇科目 制度를 導入해 遭動場이 아닌 山을 오료는 크로스 컨트리와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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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블 한바퀴 달리는 오래 달리기블 한 결과 이제까지 變化없이 같은 種目만 하던 學生들

의 反應온 의외로 좋았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校內의 山을 오르면서 새로운 氣分을 느

끼고 山頂에 올라 캠퍼스 全體를 내려다 보며 마음껏 소려지르는 가운데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었고 오래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체력을 한번 테스트 해 보는 등 그 效果는 매우 컸다.

더우기 今年度 총창배 마라톤 大會에 예년에 비해 거의 4倍가 되는 約 2千名의 學生이 參

加한 것은 결국 교양체육시 간중의 오래 달리기의 성과라고 불 수 있다.

(3) 理論知識의 據大

每時間 10分 내 지 15分間 모든 班이 理論講義를 했고 더우기 學期末에 理論試驗을 봄오

후 因해 새로울 理論을 많이 習得했고 學生 各者가 또한 理論에 對한 關心이 매우 높아

졌다.

(4) 評價方法의 體系化

과거에는 評價方法01 擔當敎授의 재량에 맡겨 때로는 不zp:의 흉를因이 되기도 했고 敎授의

主觀이 많이 介入된다는 誤解도 받아 왔지만 이것을 完全히 種目別 評價基準을 마련해 모

든 敎授가 同-‘ 種目은 同一한 方法으로 評價 하도록함으로써 不滿과 誤解의 훨素블 除去

했다.

2. 間 題點

(1) 種目 選擇方法

현재 종목의 선택은 學生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치 못하고 담당교수가 指定하

는 종목을 1學期 내내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종목을 하는 경우도 많아

홍마플 잃는 경우도 많다.

(2) 敎科內容(種目)의 食弱

필수종목이 4"""'5個 種目이고 선택종목이 改善案에서는 많이 提示되어 있지만 學校當局의

支接不可로 크로스 컨트리와 오래달리기 種目밖에 實施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더군다나 現tE 本校에서 제시하는 種目이 中高等學校에서 계속 해왔던 種目이고 새로운

종목은 테니스밖에 없기 때문에 學生들의 호응도가 매우 저조한 펀이다.

(3) 課外活動場의 提供不可

表 (5) 에 서 보듯이 같은 校時에 同時에 11個班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校時에는 전혀

體育時間이 없어 運動場。1 비는 경우가 있다.

11個班이 同時에 있을 경우는 한 운동장에 여 러 반이 使用하게 되 어 흔잡한 경우가 많으

며 또한 時間이 分散되어 있어 항상 運動場이 敎養體育 時間으로 인해 일반 學生들의 課外

活動。1나 名種 體育大會(科別， 單大別， 서클별) 時에는 運動場。1 없어 運動場을 할애할 수

없어 결국 學生틀의 課外活動을 위축시켜 왔고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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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敎養體育의 目標設定 不1£

大學의 敎養敎育이란 단지 學點을 따기 위한 時間이나 科目이 아니며 學生 個A의 體力

增進， 欲求充足 및 스트러1 스 해 소， 새로운 技術의 習得， 레크려 에 이 션活動을 寫한 資質向

上， 社會體育 또는 生灌體育의 準備 等 具體的인 덤標가 設定되어야 하고 특히 서울大의

特性에 맞는 목표가 있어 그 목표달성을 위한 制度， 敎科內容， 施設과 用具， 財政支援 등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本校의 敎養體育에는 이러한 具體的안 目標가 없기 때문에 그

저 中高等學校體育의 延長 投害U밖에 못하고 있다.

VI. 問題點 解決을 짧한 方案

1. 種目의 自由選擇

現1£ 담당교수가 種目을 선택해 한학기 내내 指導하는 方法융 擇하고 있는 理.由는

첫째 : 統制上의 理由이다.

한 종목이 아니고 몇개의 종목을 택해 하도록 할 경우 담당교수 한 샤람이 여러 集團을

올보아야 하기 때문에 學生 全體의 統制가 不可能하게 되어 자칫 찰못하면 敎育의 했果가

半減될 우려가 있다. 더우기 施設이 한곳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분산시켜 교육하기

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 成績評價上의 問題이 다.

몇개 種덤으로 分散하여 實施했을 때 한 種目에서의 成績評價의 算出이다. 現1£ 一學年

은 相對評價로 各 等級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어 잘하는 學生이 많아도 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택했을 경우 대개 잘하는 종목

을 선택하게 되어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종목에 따라 인원수

가 다를 경우 그 접단에서 다시 비율을 산출할 경우 성적평가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설개선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타개할 수 있는 문제이으

로 種目選擇은 무조건 學生 個A의 自由意思에 맡겨야 한다.

누구나 自己가 擇한 것은 關心아 있거나 興味를 가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흥미를 잃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한 종목일 경우 學習意、愈도 增大되고 깊이 있는 敎育이 可

能하게 될 것이다.

또한 每學期 種目을 바꿀것이 아니라 本Ao1 원할 경우 같은 種目을 계속 수강케 하되

종목별로 교육내용을 深度있게 구성하면 (예를들면 수준에 따라 A，B，C班으로 나누어 編

成) 자기 수준에 맡는 班을 택 해 그곳에 서 l학기 동안 수강한 후 다음 班으로 進級할 수

있도록 하볍 이때까지 여러 종목을 수박 겉 활기 式으로 指導해 s...던 것보다 훨싼 얄잔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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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이 되리라 보며 生陣體育으로 活用한다는 面에서 볼 때도 유악하다. 그러나 自由選擇으

로 할 때 우선 前提되어야 할 것은 成績評價를 相對評價에서 總對評價로 하여 個個A의 能

力에 따라 합당한 성적을 取得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問題點이 따른다. 즉 절

대평가로 할 경우 科 配定時에 問題가 야기되기도 하겠지만 그 解決方案으로는 現tE 2學年

과 같.이 비율을 調整하는 方法과 1學年의 體育學點을 科配定을 위한 흉定 성적에서 제외시

키는 方法도 있고 또 한가지는 A，B，C，F의 等級으로 크게 나누는 方法도 있을 수 있다.

自由選擇 方法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수강 신청할 때 미리 여러가지 종목을 나열한 후 그중에서 택하도록 하는 방법.

둘째는 班別로 時間을 配定한 후 담당교수가 다시 分類하여 班編成을 다시 하는 方法이

있지만 後者는 二重의 作業이 몇하묘로 前者가 바람직하다.

2. 種目의 據大

현재 本校에서 실시하는 종목은 불과 4""5개 종목이며 그나마 새로운 종목은 테니스 뿐

이고 남어지는 中高等學校에서 해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좁고 興味마저 없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옷하고 있다.

運動種目의 選擇은 敎育的 見地로부터 學生들에게 적절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指導者는

學生의 짧達과 興味를 고려해서 적절히 선정해 그들이 진실로 필요함을 알고 自發性을 가

지고서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指導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大學體育의 指導이고 필수로

하는 가치가 있는 所以이다.

만약 大學體育이 初 • 中 • 高와 똑같은 內容， 똑같은 指導의 반복이 라면 學生들은 큰 매

력도， 펼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大學體育은 최고 學部로서의 萬Ao] 認定하는 特色을

지닌 科學性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續口陽吉， 1974, 164-165)

그러묘로 보다 많은 종목을 제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經驗을 위한 기회를 많

이 제공해야 한다.

日本의 쓰쿠바(짧波)大學의 例를 보면 〈표 6>과 같이 무려 32개 종목에 이른다. (짧波大

學 大學體育 昭究會， 1977, 14)

本校의 實情으로는 이 모든 種目을 다 寶施할 수는 없어도 그중 일부는 가능하묘로 이러

한 制度블 채택해 볼만하다. 즉 그 방법으로는

(1) 정시 코요스 : 이것은 현재와 같은 方法으로 하되 種目을 더 늘린다.

(2) 칩중 코오스 : 多， 夏季의 放學을 주IJ用하여 季節의 특수성을 살린 種目을 選定하여

必훨한 期間을 설정하여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講義를 받고 學點을 取得할 수 있도록 한

다. 例를 들어 本校에는 2個의 水泳場아 있지만 一般學生틀을 寫한 水泳講座는 없다. 많은

學生들이 體育科의 專攻時間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영강습윷 받고 있지만 專攻學뚫들과 l핵



驚 (23)論大師

웠
:種
-

210

考

學期中에 週當 定해진

時間에 하는 體育

U휩

양궁，gt:手， 런道， 검도， 축구， 사교댄스， 유도

체조， 트레이닝， 탁구， 댄스， 테니스， 트렴운동

핸드볼， 농구， 배드민튼， 배구， 하키， 야구， 소

프트볼， 사격， 럭벼， 육상운동

定 時 코 오 스(21)

多， 夏期放學中 一定

期間동안 集中的ξ로

하는體育

스키，윈드 서어펑 (wind surfing) , 섬신단련법，

스케이팅， 조정

集中선택코오스 (5)

學期中에 특별한 g 程

을 定해 그 期間동안

集中的S로 하는 體育

사이클링，2. τ7

"-C二- ，오리엔티 어 링 (orienteering) ,
캠프， 수영， 요트

定時集中코오스 (6)

專攻授業에도 어時에 수강하기 때문에 敎育內容이나 練習過程이 그들에겐 無理이고 또한

느청도 지장이 있어 피차간에 鎭害블 보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般學生들에게 陽性的으로 開放하여 特別한 種目도 배우고 同時에 學點도 取

스케조정 等이 可能하며 多節期에는

得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호응을 얻으라라 본다.

種目으로는 夏節期에는 水泳， 스킨 다이빙， 캠펑

이팅과 스키 等이 가능하다.

CD 集中 코오스의 效果와 問題點

가. 效果

@ 興味의 振作

施設이나

우선 學期中에 배울 수 없는 季節運動을 배우게 됨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매우 높아질 것

이며 접중적언 敎育으로 안해 교육효과도 높다.

@ 講義室01 나 運動場의 여유가 생긴다.

이 코오스를 신청하는 학생수만큼 正課體育時間의 수강생수가

運動場을 여유있게 活用할 수 있다.

줄어들어 많은

있으나학

이러한

@ 學校 施設物을 活用할 수 있다.

本校는 지리산， 만리포， 속초， 등 여러 지역에 별장 또는 수련장을 保有하고

생들의 利用度가 별로 없어 아까운 施設을 活用치 못하고 있으나 집중 강의를 통해

遊休施設을 活用할 수 있다.

@ 레크리에이션 活動을 寫한 資質向上

수영이나 캠핑， 해양훈련 등은 모두 레크리에이션 活動으로 社會進出學校를 졸업하고

後에도 活用할 수 있고 生活의 여유와 餘R없敎育面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敎育이 된다.

活動에도 큰 효과가@ 學校 施設物의 利用으로 愛校心과 學生들의 課外活動 및 서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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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나. 問題點

@經費負擔

本校에 없는 施設을 이용해야 할 종목인 스케아트장과 스키장은 부득이 私設 施設을 利

用해야 하며 그 경우는 入場料와 交通費가 問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수강신청전에 충분한 요려엔테이션이나 안내문을 通해 學生 各者

가 부담토록(많은 大學에서 현재 실시중) 하면 된다.

@ 擔當敎授의 確保

放學中의 敎育이으로 擔當敎授들이 휴가기간을 갖지 못해 기피할 경우가 예상되지만 별

도의 대우 (학기중 責任時間 면체， 특별수당 등)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정시 집중코오스 : 정중 코오스중 일부(수영， 스케이팅)와 골공， 캠핑， 오리엔티어링

등은 학기중에 특별한 기간동안이나 또는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해〔방과후나 주말) 강의를

하는 방법이다. 수영이나 스케이팅은 질내경기장을 利用(個A이 入場料를 부담하여 현재

國內 많은 大學에서 實施中)하며 캠표나 오리엔티어링은 學校 근처에서 쉽게 實施할 수 있

다.

이 정 시 집 중코오스의 長點윤 學期中일지 라노 個A의 興味와 必몇에 의 해 種目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週中 午後나 放課後에 강의가 이루어 지묘로 學業時間에 制限을 받

지 않고 또 한가지는 집중 코오스와 마찬가지로 講義室 및 運動場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다. 문제점이라면 入場料 및 講師問題아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解決策은 있는 것아다.

3. 時間表의 按配

이제까지는 시간배정이 고르게 分散되어 있지 않고 午後에만 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옴

으로 해서 敎育場의 不足 현상을 야기해 왔었으나 。1 것을 敎務處， 學生處， 그리고 體育科가

緊密하게 협의하여 조정한다면 學生數가 12，000名 (1，2학년)으로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다.

즉 12，000명 을 60명 단위로 班編成을 한다면 200個班이 된 다.

200개 반을 하루 2시 간 단위로 1校時부터 8校時까지 고르게 分散하여 12'"14개 반씩 나누

면 하루에 48"'56개班아 체육을 하게 되며 일주일에 4 日 間만 運動場을 먼 時間없이 使用하

면 2 日 間은 運動場융 午前부터 午後까지 하루종일 비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可能하다면

各種 體育大會나 課外活動 또는 서어클별 활동을 충분혀 하고도 남는 것이다.

더우기 定時 集中코오스와集中 코요스를 導入하면 더욱 많은 運動場을 活用할 수 있다.

훨는 敎務處에서 우선적으로 체육시간을 풀 (full)로 채워 주느냐가 문제이며 체육시간려 運

營方法을 앞에서 提示한대로 채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行政上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體育敎育의 重慶性을 認定한다면 사소한 문제나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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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해야 할 것이다.

4. 敎養體育므I El標設定

師大論廳 (23)

日本의 쓰쿠바(짧波) 大學의 體育담標를 보면 正課體育(敎養體育)은 身體運動文化를 체

험시킴에 의해서 學生生活을 풍요하게 하고 나아가서 將來의 社會生活을 充實하게 하는데

있다(짧波大學 敎養體育쩌究會， 1977, 10-11)고 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大學生은 즐엽후 사회의 指導者的 立場에 서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身體運動文化를

바르게 언식시켜 창래 사회체육이나 社會福社의 짧展에 기여할 수 있는 實錢的 能力을

培養하는데 있다.

@ 大學生의 心身의 不均衝한 發達의 시정을 위해 그들에게 적철한 신체운동의 펼요성을

인식시켜 펄요한 능력이나 태도를 육성하는데 있다.

@ 스포오츠는 텀 게임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社會性의 육성이나 A間性의 이해에 중요한

것이 다. 특히 과학기술의 진보나 사회의 다양화 가운데 에 서 좁年은 情績의 不安定이 나

陣外情況에 처 하게 흰다. 따라서 좁年에 있어 서 集團으로부터 얻 어지는 효과는 현저

하다.

@ 레저 (leisure) 시 대 에 있어서 스포오츠， 레크리에이션의 가치는 더욱 더 중요성이 높아

가고 있다. 學生時代에 이것에 필요한 資質， 能力을 높여 바람직한 태도를 育成하는데

었다"

고 하였다. 다른 敎科目은 어떤지 볼라도 體育에 있어선 本校만이 뚜렷한 目標가 設定되어

야한다.

그저 맹목척이고 形式的안 體育이 아니고 앞으로 國家， 社會에서 中樞的인 沒劃을 담당

해야 할 A才의 養成機關인 本校로서는 知， 德， 體를 고루 갖춘 A才 양성에 注力해야 할

것이며 現在보다는 將來에 더욱 價f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5: 홉宿줌生들을 위한 早期體育時間의 活用

현재 관악 캠퍼스엔 冠굶舍가 있고 舍生만도 거의 1，000여 명을 훨씬 넘고 있다. 대부분

의 舍生틀은 아침 일찍 얼어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 또는 자신의 취미활동으로 여러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

이틀을 위해 별도의 早起 體育時間을 配定함으로써 그플로 하여금 運動도 하면서 體育學

點을 取得케 한다면 여 러 가지 面에 서 學生이 나 學校當局에 利點이 있다고 본다.

즉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한시간 정도 체육시간을 배청하여 일주일에 2시 간 수강로

록하면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學點을 줄 수 있으며 그 했果는 다음과 같다.

(1) 舍生틀의 規則的언 生活習慣을 도모한다(기숙사 전체의 분위기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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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고 계획적인 體育活動을 할 수 있다.

(3) 週中(正課體育時間)의 體育場에 여유가 생긴다.

(4) 正課體育時間의 A員이 줄어들어 效率的안 敎育을 할 수 있다.

(5) 武道(태권도， 유도， 검도 등) 수강자는 有段者를 만들 수 있다.

등으로서 그 敎育的 했果는 매우 크다.

다만 講師 確保와 評價가 問題될 수도 있지만， 강사는 體育科에서 確保할 수 있으며 評

價는 組對評價로 하여 學期末에 소속 班에 通報하는 方法과 學期末에 自己 班에 가서 평가

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個班을 60名 單位로 할때 約 25개 班을 早起 體育時間으로 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正課

體育時間의 혼잡이나 運動場의 不足현상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Vll. 結 論

A間이 아우리 富貴榮華를 차지했다 했도 健康이 그것을 지탱할 수 없으면 모든것아 無

用之物이 될 수 밖에 없으며 大學에 서 아무리 有能한 A才를 養成한다 해도 그들이 社會나

國家에 서 제 몫을 다하지 옷한다면 결국 國家的인 握失이 다. 따라서 大學이 란 知 • 德 •體

를 겸비한 A才를 輩出하여 그플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나 指導者的 沒劃을 途行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

現在 서울大의 位置는 짧的 面에서 가장 우수한 學生들이 모인 集團이라고는 하지만 德

力面에 있어선 결코 훌륭한 集團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大는 이 方面의 敎育에 關心을 갖고 과감한 改善策이 必흉흉하다고 본다. 따라서 大學

에 서의 敎養體育은 重視되 어 야 하겠고 中高等學校의 延長으로서 의 體育이 아니 라 t學本然

의 體育을 學生들에게 指혈할 것을 彈調하며 1&善策으로서 다음 몇가치를 提示한다.

1. 敎科目 (運動種目)을 大福 增設하여 야 한다.

2. 科目의 選擇은 選擇制를 훨入하여 學生들이 願하는 것을 擇하도록 해 야 한다.

3. 定時 集中코요스 制度와 集中코오스 制度를 導入하여 福넓은 種目에서 깊이 있는 敎

育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敎養體育 輝修學點은 종전대로 4學點을 固守해야 한다.

5. 時間表 配定은 풀(full)로 하여 敎育場의 法用을 最大限으로 하여 課外活動을 活性化

시켜야 한다.

6. 서울大 敎養體育의 自標블 具體的()로 設定해 야 한다.

7. 施設 및 器具 等 體育敎育을 위한 投餐를 과감하게 據大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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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Service Program of Physical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Jin Kim

Abstract

2Hl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re several goals for programs of college physical education

(1) leadership training, (2) meeting the needs and interests of participants for sports

activities, (3) improving one’s health and physical fitness, (4)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5) improving the attitude for intramural and life-time sports activities.

However, efforts have not been made on the enhancement of the programs of physical

education by most administrator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Recomenda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program would be made as follows:

(1) The purposes and objectives for the instructional service program should be made.

(2) An elective program by students should be offered in all areas of the programs.

(3) The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e programs should be evaluated to improve the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needs and interests of all participants.

(4) Facilities and equip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functionally operate the program.

(5) Current 4-credit semester hours should be maintained to earn a bachelor’s deg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