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4, 제20권, 제2호, pp. 37∼50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014, Vol. 20, No. 2, 37∼50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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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체육수업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반응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별 교사 3명과 스포츠강사 1인, S시에 위치하는 K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은 크게 학생이 주체가 된 상
황, 교사가 주체가 된 상황,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으로 나눌 수 있었다. 주체별 상황을 정리하여 보면 학생주체
요인은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학생들 간의 관계로 유목화 시킬 수 있었다. 교사주
체 요인은 수업 준비, 개인적 배경 지식, 세대 차이에 의해 발생되고 있었다.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으로는 수업
매체와 수업 장소의 문제로 분석 되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교육경력이나 체육 수업과
관련된 지식,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학생 주체 요인에 의한 교사 반응은 저
경력 교사일수록 대화나 설득의 방법을 사용해 상황을 극복하였고, 고 경력 교사일수록 신체적 단련이나 수업 배
제의 방법을 택함으로서 학생주체 요인으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다. 이는 저 경력 교사보
다 고 경력 교사가 인식된 상황의 극복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가 주체가
된 상황의 반응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 주었다. 특히 세대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생 무반응에 대해서는 교사가 좀 더 학생 세대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유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
다. 환경이 주체가 된 원인에서는 계획된 수업의 변경으로 반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고 경력 교사에게서
나타났다.
주요어 : 예측하지 못한 상황, 주체별 상황, 교육경력, 효과성과 효율성

Ⅰ.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교육이 인간의 자아실현과 행
복의 원천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신념하
에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윤근영, 2007). 그렇다면 학교 교육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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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교육학자들은 저마다의 견
해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핵심요소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 학생, 교육내용들의 세 요소 중 학
교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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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찾
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대
답으로 교사 요소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수업
에 대한 계획과 수업의 진행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
한 평가의 주체가 대부분 교사라는 점을 들고 있다
(Grimmett, Erickson, 1988; Penso, 2002; 조덕주, 2006;
권민정, 2009; 전영한, 2011).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교사적 요소 중 수업전문성에 대한 변
수가 수업의 질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도 밝혀주고 있다(Shulman, 1987; 이홍우, 2004;
오욱환, 2005; 이기명, 2012).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교
사 수업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개의 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하나의 축은 수업전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수업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축은 교사를 ‘도구적 전달자’
혹은 ‘상황적 실천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도구적 전달자’의 측면을 축으로 하는 연구로
는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능력중심 교
사교육(CBTE : Competency-Based Teacher Education)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CBTE 연구에서는 현장의 교사
들에게 과학적 생산관리모형을 적용하여 교사의 수업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
과로 교육과정지식과 교과지식, 습득된 지식의 실천 등
을 효과적 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제
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연구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이종일(2004), 정우식(2004), 변영
계, 김경현(2005), 진영은, 함영기(2009), 이양구, 고문수,
김무영(2011)등의 연구들을 들 수 있으며, 이 연구들에
서는 교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구적 전달자’로서
성장해 나가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하고 행하는지에 대해 연구결과물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
다음은 ‘상황적 실천 행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관한 연구로 이 연구들에서는
주로 교수법에 대한 내용지식(PCK :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PCK란 교사의 실천적 지식 즉 교사 개인이 가
지고 있는 교과와 수업에 관한 지식을 자신의 가치관
과 신념에 기초하여 실제 교수 상황에 맞도록 종합적
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교수경험이 반성적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Shulman(1987),
Sawyer(2004), Helsing(2007), 곽영순, 강호선, 남경식,
백종민, 방소윤(2007), 유솔아(2006), 이영국(2008), 권
민정(2009), 양정모(2010), 이제행(2013)등이 행한 연구
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교사
가 수업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수업에 임하여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로 인
해 수업자가 계획한 수업의 성과를 충분하게 올리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Helsing,
2007; 조석훈, 2008; 전영한, 이충환, 2009).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 만약 우리가 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 교사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다면 현장의 교사
들은 예측하지 못한 수업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업전
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대부분
이 예측할 수 있는 수업 상황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수업 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나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소경희, 김종훈, 2010;
이유미, 손영아, 2010; 우재경, 2011). 특히 체육과의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수업 상황에 따른 교
사 연구가 전무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의 수업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
식과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 연
구라는 성격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본 연구
의 결과물을 통해 수업 중 교사가 인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과 반응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토
대로 좀 더 내실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위에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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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
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반
응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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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에 대한 기초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성인)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예
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반응을 탐구하
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업 중 일어나
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
식과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
자들의 수업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만 양질의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수
집의 특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몇 몇의 연구 참여자들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 연구의 성격을 띤다.
1. 연구 절차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수업 관찰 및 면담, 기타 연구
에 도움이 되는 부차적 자료들의 수집 및 분석, 분석
된 자료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및 정리, 정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결과 도출의 과정을 거쳐 진행
되었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참여
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
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
을 보여줄 수 있는 친밀한 연구 제보자 4명을 선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교사의 경우는 연구자가 A
교사의 교생 담임으로 함께 한 인연으로 지금껏 같이
체육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며 B, C교사의 경우는
10년 넘게 연구자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해 오는 사람들이다. D강사의 경우는 2012년 스포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만나 지금까지 초등
체육을 위한 공부를 함께해오고 있다. 연구 대상학교
로는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S시에 위치한 K

이름

성별

경력

학년

학부심화

학력

A교사

여(28)

3

6

영어

학사

B교사

남(42)

17

6

체육

박사

C교사

남(51)

26

6

사회

석사

D강사

여(31)

3

6

체육

석사

표 2. 연구참여자(학생)
학급

매

란

국

계

남

13

12

14

39

여

14

13

13

40

계

27

25

27

79

1) A교사
밝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경력 3년차의 여자 교사
로 4학년 1년과 5학년 1년, 올해 6학년을 처음 경험하
는 교사이다.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으며 대화
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사이다. 학부에서 영어 교과
를 심화로 공부하였지만 학교 현장에 근무하면서 체
육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육 수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는 교사이다.
2) B교사
경력 17년차의 B교사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체육교
육을 전공한 박사로 체육교육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전문가이다. 경력 17년 동안 담임 경력 13년과 체육교
과 교사 4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B교사는 17년의
교직 경험과 교육학적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
만의 수업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을 어떻게 다
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3) C교사
경력 24년의 남자 교사로 체육 교과에 대한 중요성
은 인지하고 있지만 체육 교과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지 않은 교사이다. C교사가 체육 교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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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로 높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의 주
변교과로서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여교사 중심의 초
등학교 현실 속에서 체육 수업을 기피하는 학교 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D강사
스포츠 강사 경력 3년차로 사범대학과 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였다. 초등학교 체육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교단에 설수 있지 않을까 하
는 기대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교사들을 도와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이다.
5) 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에는 6학년 3개 반 7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여 주었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참여 관찰 중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 중 a, b, c학생은 움직임 활동(게임
과 놀이 등)에는 매우 적극적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체육 수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으며 d, e학생은
체육 수업의 참여에 있어 수업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던 놀려는 경향성을 지진 장난끼가 많은 학생이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
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로는 연
구 참여 교사들의 수업 동영상(각 교사별 8차시 분량,
경쟁활동), 수업 전․후 면담 자료1), 교사의 수업일지,
연구자의 연구노트(참여관찰 일지 포함), 학생들의 수
업 소감문, 학생들과의 면담자료, 수행평가 자료 및
결과 등이다. 수업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자료의 경우는 각 교사별 수업 전 8회 수업 후 8회
총 16회를 실시하였으며 1회당 평균 60분가량 소요

되었다. 학생들과의 면담은 연구자가 수업 관찰 중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소형 녹음기를 사용하
여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 자료
로 사용되었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과 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
들에 대해 일련의 체계를 부여하는 과정, 표상적 모습
으로 기술된 자료들로부터 그 의미를 찾는 과정, 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자료들을 해석해 가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Miles와
Huberman가 1998년에 질적 연구 자료 분석법에서
제시한 수집된 자료들의 축소(선택과 응축, 범주화,
주제화, 세분화), 축소된 자료들의 배열(도표화, 그림,
시각화), 배열된 자료들의 해석(의미부여), 결론의 방
법을 이용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
하기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간의 검토, 동료간의 협
의를 거쳤다. 삼각 검증법은 다양한 원 자료를 이용하
여 결론을 도출하려는 과정으로 연구 자료에 대한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분석 방법이다(Lincole,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면담, 기타
연구와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들을 범주화하고 비교하
여 자료의 일관성과 타당도를 높였다. 삼각 검증에는
교육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체육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 2인이 참여하여 주었다. 구성원간의 검토
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 연구 참여자를 참여시
킴으로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번 연
구에서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 구성원간의
검토를 진행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동료간

1) 수업 전의 면담에 있어서는 교사가 가지는 해당 차시에 대한 교과 지식과 수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이 면담의 주를 이루었으며
수업 후의 면담에 있어서는 수업 시간에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면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전영한

의 협의는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연구 방법의 적합
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삼각 검증에 참여한 전문
가들과 연구자가 함께 하여 연구물의 정확성과 연구
방법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
는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자료 해석의
왜곡을 방지하였고,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의 윤리성을 확
보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연구 참여
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제보
자중 6학년 3개 학급 학생들의 경우는 미성연자임을
가만하여 사전에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
황들에 대한 자료들의 분석 결과, 발생의 주체는 크게
학생, 교사, 환경의 세 가지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
음은 세 가지 발생 주체별로 그에 따른 교사들의 인
식을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그 인식에 대한 반응을 기
술한 것이다.
1. 학생이 주체가 된 상황
1) 인식 : ‘독단적 생각에 의한 과제이탈 행동’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여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해석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
었다. 그리고 수업 활동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기능
습득을 위한 연습의 재미없음 등을 이유로 교사의 눈
을 피해 자신들만의 놀이 즉 과제이탈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교사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
으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날아오는 공을 잘 받기 위해 두 손
을 모으고...... 공에 두 손을 가져다 댄다는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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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받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겐 힘든
일이에요. 전 그냥 아무렇게나 치는 게 편해요.
A교사 반의 a 학생과의 면담(배구형 게임 수업 후)
연구자 : 왜 너희들은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주고 받
기 연습을 하지 않았니?
b학생 : 재미없어서요. 저희는 그냥 공으로 사람 맞추
기 놀이하는 게 좋아요.
c학생 : 따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 그럼 왜? 선생님께 다시 여쭈어 보지 않았니?
c학생 : 귀찮아서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해도 선생님이
뭐라 하시지 않아서요.
A교사 반의 b, c 학생과의 면담(배구형 게임 수업 후)

2) 반응 : ‘설득, 통제, 방임’
1)의 인식과 같은 상황은 A, B, C교사 수업에서 모
두 관찰 되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의 교사별
반응은 달랐다. A교사의 경우는 교사가 예측하지 못
한 상황을 발생시킨 학생들 계속 쫒아 다니며 학생들
을 수업 안으로 다시 끌어드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관찰한 8번의 수업 중 교사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수
업에 참여한 경우는 2번에 불과하였다. B교사의 경우
는 수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학생들을 교사의 정면
에 위치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시로 학생
들에게 수업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외의
생각을 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또한 B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스포츠 강사로 하여금 과제
이탈 행동을 하려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통제하게끔
하였다. C교사의 경우에는 수업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았다.
면담 과정을 통해본 1)의 인식 상황에 대한 반응으
로 A교사는 수업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할 때 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한다고 하였으
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하고 있다고 하였다. B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만의 반응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교사 앞에서 수업시키기, 수시로 수업내용 질
문하기, 수행평가에서 감점시키기, 수업 태도에 대해
부모님께 상담 드리기 등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C교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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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는 학생들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크게 개의
치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들이 체육시간만
이라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그 시간까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수업에 역효과
를 가져 온다는 것이었다. C교사의 경우는 학교 체육
의 중요한 가치를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두고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에 비해 1)의 인식
상황에 대한 당황함이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었다.
3) 인식 : ‘기대와 다른 행동’
배드민턴 게임 수업에 있어 학생들은 수업의 전반
부(이전차시 포함)에 교사로부터 라켓 잡는 법과 배드
민턴 스텝에 대하여 배웠다. 그리고 수업의 후반부에
는 친구들과 네트 너머로 배드민턴공을 주고받는 활
동을 하였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쳐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질적 행동
을 한 학생들도 교사로부터 배운 라켓 잡는 방법과
배드민턴 스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B교사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노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가 지도한 내용에 따
라 학생들이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대
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의 인식 상황에 대한 학생 면담
및 개방형 설문지의 분석 결과 ‘기존에 자신이 가지
고 있던 습관’, ‘낮 설음에서 오는 불편함’이 핵심문장
으로 정리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함에 있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의 충돌
에서 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체
육과의 특성상 이러한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전환되기
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4) 반응 : ‘적극적 피드백과 소극적 피드백’
A교사의 경우 올바른 자세와 라켓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 옆에서 지도하였다. 하지
만 처음에는 친절하게 지도하던 모습이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 짜증 섞긴 태도로 바뀌어 갔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A교사는 ‘인내심의 한계’라는 말로 그
상황을 대변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잘 가르치고 싶

은데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학생들이 야
속하다고 하였다. B교사의 경우도 A교사와 같은 방식
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었지만 A교사처럼 옆에서
세세하게 지도하지는 않았다. B교사의 경우는 약간의
자세만을 수정하여 주고는 스포츠 강사와 함께 활동
하게 하였다. B교사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자세나 동
작을 가르치기 보다는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기초
를 만들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C교사도 B
교사와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을 치며 즐길 수 있으면
되지 정확한 동작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여주
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동작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도하는 적극적 피드백을 주지는 않았다.
5) 인식 : ‘언어적 장난과 무반응’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제지와 피드백에도 불구하
고 계속적으로 돌출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과 교사의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
히 교사들은 자신의 지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
나 교사의 말에 말꼬리를 잡고 말장난을 시도하는 학
생에 대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다.
00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봐....선생님 전 그냥 이
렇게 할래요. 이게 편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 보라니
까.....선생님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
리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자나요. 00도 그렇게 하고
00도 그렇게 하는데....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A교사 수업에 대한 연구노트
스포츠 강사 : 애들아 배드민턴 경기에서는 상대편의
빈 곳으로 공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 알았지!
어디라고?
d학생 : 구멍이요!
스포츠 강사 : 00야 구멍이 아니고 빈 곳이라니까?
d학생 : 선생님 우린 그 곳을 구멍이라고 불러요.
A교사 : 00야 너 선생님에게 그러면 안 돼!
e학생 : 00야 너 자꾸 그러면 선생님께 혼난다. 난 그
느낌 아니까~~~!
아이들 : 모두 웃는다.
스포츠 강사와 A교사가 함께하는 수업 상황
(비디오 녹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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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 : ‘면담과 벌’
A, B, C교사 모두 5) 상황을 가장 난감한 경우로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달랐다.
A교사의 경우는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을 따로 불러
이야기 하는 개별 면담 방법을 취하였으며, B, C교사
의 경우는 수업 활동에서 학생을 분리시켜 참관토록
하거나 따로 불러내어 벌을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엉뚱한 대답에 대해서는 학생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C교사의 경우는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에게 운동장을 계속 뛰게 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돌출적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통
제하고 있었다. 스포츠 강사에 의하면 교사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말꼬리를 잡는 학생은 어느
반에나 있지만 담임선생님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학생
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고 하였
다. 그가 학교에서 지낸 3년간의 스포츠강사 경험을
토대로 연구자에게 제보한 바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엄
한 경우 돌출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으며, 담임교
사가 개방적인 경우 돌출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많
다고 하였다. 특히 남교사보다는 여교사인 경우가 많
고, 교사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돌출행동의 현상이 줄
어든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 특성과 경력에 따라 수업
의 모습이 다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7) 인식 : ‘다툼과 싸움’
움직임 활동이 많은 체육교과의 특성상 자주 발생
하는 학생들 간의 다툼과 싸움 상황을 교사들은 예측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툼과 싸움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되었는데 그 첫 번째 경
우는 상대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두 번째 경우는 상
대편의 반칙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는 경기의 승패
요인으로 작용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
한 대응이었다.
야! 너 반칙이야 왜 얼굴 마쳐! 내가 뭘 마치기만
하면 되는 것 야냐? 누가 피하지 말래? 이게... 이게
뭐! 순간 운동장은 여학생들의 다툼 판으로 변하고 말
았다.
C교사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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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응 : ‘옳고 그름 판단해 주기’
연구 참여자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학생들간의
다툼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 대한 A, B, C교사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먼저 A, B, C교사 모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을 교사 앞에 모이게 한 후 시시비비를 가려주
거나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하면 수업의 흐림이 끊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업
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해 주
었다. 특이한 점은 C교사의 경우 다툼의 상황이 발생
하면 해당 상황과 관련된 학생을 모두 소집하여 운동
장을 돌게 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학생들
과는 계획된 나머지 수업을 진행하여 나갔다. C교사
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괜히 싸운 학
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 봐선 안되자나.”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었다.
2. 교사가 주체가 된 상황
1) 인식 : ‘사전 준비의 부족과 시간 조절 실패’
교사 요인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는
교사가 수업 준비의 소홀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을 잘못 설명하다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와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
해 질문을 받았을 때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
게 시범을 보이던 중 실수로 올바른 시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할 때 나타났다.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정해진 40분 동안 해야 할 활동을 다 하지 못 할 경
우와 너무 수업이 일찍 끝날 경우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 : 선생님 아까 수업 중 한 학생이 갑자기 우사
인 볼트의 100m 기록을 물어 보았을 때 당
황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C교사 : 네. 오늘 수업이 단거리 달리기라 전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
해서만 준비했는데 갑자기 우사인 볼트의 기
록을 물으니 좀 그랬어요.
C교사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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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반응

연구자 : 선생님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무
척이나 급하신 것 같던데 왜 그러셨나요?
A교사 :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못 해서요. 오늘 수업
에서는 조별 테스트(수행평가)까지 해야 하는
데 다시 한 번 기초 점검해주고 실습해보고
평가를 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선생님 눈치 채셨
어요? 역시 예리하셔....
A교사와의 면담

2) 반응 :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해답 찾기’
잘못 된 설명을 하다가 교사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A, B, C교사의 반응은 모두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설명을 수정하여 다시 학생들에게 알
려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우였지만 대처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는 않았다.
다음은 예기치 못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경우로 그
예로는 “선생님 세계에서 100m를 가장 빠르게 달리
는 우사인 볼트는 몇 초나 걸려요?”와 같은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응은 교사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A교사의 경우가 제일 많이 당황하
였는데 A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질문에 대한 답
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고 시인하고 알아보고 답변을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B교사의 경우는 학생의 질문
에 대해 “지금 내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면 너
희들 스스로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하며 질문한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와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시켰다. C교
사의 경우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 외에 또 다른
교사가 생각해낸 질문을 추가하여 조별 과제로 내주
어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발표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동 특성은 저 경력 교사와
고 경력 교사의 차이점으로 저 경력 교사일수록 질문
에 대한 답을 교사가 찾아 해결해 주려는 경향을 띠
었고 고 경력 교사일수록 학생들 스스로가 질문에 대
한 해답을 찾도록 하였다.

3) 인식 : ‘갑작스런 생각과 학생 반응’
연구 참여자들은 준비된 과정안에 따라 수업을 진
행하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나 새롭게 발견한 수업
상황의 힌트를 기반으로 과정안과 다른 수업을 전개
해 가는 경우나, 수업 분위기 전환을 목적으로 한 행
동이나 언어에 대해 학생들이 무반응을 보일 때를 예
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은 교직 경력이 오래 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떠 오른 생각과 학생들의 무반응 상황에
의한 수업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 선생님 제가 과정안을 살펴보니까 오늘 수업
내용에는 바통 전달 방법은 없던 것 같던데
요?
B교사 :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다 보니 제
가 좀 오버 했죠. 아이들에게 릴레이2) 방법
을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다양한 바통 전달
방법과 바통 터치 구간에 대해 생각이 나서
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B교사와의 면담
C교사 : 아까 수업 시간에 뻘쭘 해서 혼났어요?
연구자 : 뭐가 그리 뻘쭘 하셨는데요?
C교사 : 아이들이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
면서 ‘달려라 하니’라는 노래를 불러 주었는
데 아이들의 반응이 싸~~해서요. 아이들이
달려라 하니!를 잘 모르나 봐요. 순간 좀 당
황했어요.
C교사와의 면담

4) 반응 : ‘만족스런 수업과 세대차이’
A, B, C교사 모두 갑자기 떠 오른 생각에 의한 수
업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수업이 잘못 된 수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갑자기 떠 오른 생각
은 언제나 과정안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었으며 어
떠한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이러한 수
업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과의 일체감을 더 느꼈다는

2) B, C교사는 학년 계주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6학년 교육과정에는 없는 이어달리기 수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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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셋째, 자신이 뭔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
쳐 주었다는 뿌듯함이 그것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
사 주체 요인에 의한 3)의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A, B, C교사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더 신나는 수업을
하여 주었다.
다음은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반응으로
이 경우에 교사는 자신의 예상과 다른 학생들의 반응
에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을 분
석한 결과 A, B, C교사 모두 학생의 눈높이 행동이
아닌 성인의 눈높이 행동에서 무반응 현상이 나타났
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A교사는 웃음으로 쳐진 수업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였고, B교사는 특유의 쑥스러
운 표정으로 상황을 극복하였다. C교사의 경우는 학
생들의 무반응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모두 각자의 개성에 맞는 상황 극복 방법
을 취하고 있었다.
3.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
1) 인식 : ‘기자재 파손과 부족, 수업장소 변경’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
우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
었다. 그 첫째는 시범 중 수업 기자재가 파손되는 경
우와 수업 기자재의 수가 학생 수 보다 적은 경우였
다. 둘째는 학교 및 외부 여건 때문에 준비한 수업을
다른 장소에서 해야 할 경우였다. 두 번째 상황의 경
우에는 시종에 맞춘 수업을 하지 못 하였다.
오늘 배드민턴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가 아이
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이크!!! 라켓으로 셔틀콕
을 치는 순간 셔틀콕의 앞부분이 날아갔다. 아이들은
“선생님 왕 짱이에요..”, “울 샘 왕 파워다.” 라며 소
리치고 웃었다. 아이들의 소리침에 당황도 하였지만
수업 기자재의 부실함이 나를 더 당황하게 하였다.
C교사의 수업일지 중에서
오늘은 B교사가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3시부터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다고 하
여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사전에 공

45

고가 된 내용이지만 B교사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
B교사는 체육관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 수업을 하려
다 잊었던 사실을 기억해 내고 당황하였다.
B교사 수업에 대한 연구노트 중에서

2) 반응 : ‘웃음과 돌려쓰기, 수정된 수업’
수업 기자재가 파손되는 상황에 있어서 연구 참여
자들은 모두 웃음의 방법으로 상황에 반응하였으며,
새로운 기자재로 교체하여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 나
갔다. 다음으로는 수업 기자재가 모자란 상황으로 A,
B교사의 경우는 기자재 부족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
하고 모둠별 구성원끼리 돌아가면서 기자재를 사용하
도록 하였다. C교사의 경우는 수업 기자재가 부족함
을 안 순간 그 때까지의 상황 속에서 수업 태도가 가
장 나쁜 학생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C교사
의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
지 않으면 언제라도 수업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
려주는 것으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효과는 높
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교육적으로 올바
른 것인가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이었다.
다음은 갑작스런 수업 장소의 변경에 대한 반응으
로 이 반응은 각 교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A교사의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여 체육 수업시간과 수업 장소
를 매번 확인하였기 때문에 수업 장소의 변경에서 오
는 예측 불가능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B,
C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 하였다. B교사의 경우는
수업 장소를 변경하여서라도 계획된 수업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업 장소에 맞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C교사
의 경우는 계획된 장소에서 수업을 하지 못 할 상황
이 발생하면 다시 교실로 돌아와 체육수업이 아닌 다
른 교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B, C교사 모두
40분의 정해진 수업을 다 지키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사전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맞춘 수업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별 체육교육에 대한 인
식에 따라 수업의 이행이 달라짐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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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으로
교사가 수업 중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
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중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
은 크게 학생이 주체가 된 상황, 교사가 주체가 된 상
황,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연
구 결과 학생 요인에 의한 상황이 다른 주체들에 의
한 상황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재경(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
다. 그리고 A교사가 학생요인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
한 상황들이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많았다. 그
이유는 A교사가 다른 B, C교사들보다 다양한 수업
상황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경력이 많아질수록 수업 중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Sawyer(2004), 윤근영(2007), 이기명(2012)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체별 상황을 정리하여 보면 학생주체 요인으로는
‘독단적 생각에 의한 과제이탈 행동, ‘기대와 다른 행
동’, ‘언어적 장난과 무반응’, ‘다툼과 싸움’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교사
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학생들 간의 관계라는 축으
로 움직이고 있었다. 교사주체 요인으로는 ‘사전 준비
의 부족과 시간 조절 실패’, ‘갑작스런 생각과 학생
반응’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사 요인은 주로 ‘수업 준
비’, ‘개인적 배경 지식’, ‘세대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으로는 ‘기자재 파손과
부족, 수업장소 변경’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자는 교사의 경험 부
족으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속에서의 수업실습
강화, 저 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상황과 관

련된 다양한 연수 실시, 저 경력 교사와 고 경력 교사
와의 멘토제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 경력
교사들에게 다양한 수업 경험을 체득하게 하여 예측
하지 못한 수업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줄이게 하고 설
사 예측하지 못한 수업 상황을 인식하였더라도 당황
하지 않고 수업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하겠다.
또한 교사를 위한 체육과 연수의 방향도 현행 교수
법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연수에서 탈피하여 실제적
수업 상황과 활동 중심의 수업, 학생이해를 핵심으로
한 연수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교사는 변화
된 체육과 연수를 통해 시대 상황에 맞는 지도법을
배우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며 교사는 그
들에게 교육과정 속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
해 교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 주체 요인으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
한 수업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본
다.
다음은 교사가 주체가 된 상황과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이러한 인식의 주요 원인들은
철저하지 못한 수업 준비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국(2008), 권민정(2009)의 주장과 같이 동
학년 협의를 통한 사전 수업 준비, 수업 과정안을 기
반으로 한 가상 수업 시헌, 철저한 사전 교재연구 등
을 통해 연구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비하여야
겠다. 이렇게 된다면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교사 주체
요인으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떠
오른 생각’에 의한 인식은 수업의 만족도와 학생과의
일치도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록 이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수업 상황의 인식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겠다.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의 인식에 있어서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스포츠 강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기자
재의 파악 및 정비와 체육 수업 장소의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

전영한

진 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을 계획한다면 환경적 요인
에 의해 발생 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은 사전에 미리 예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교사의 반응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교육경
력이나 체육 수업과 관련된 지식,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Hogan(2003), 정우식(2004), 권민정(2009), 전영
한, 이충환(2009), 전영한(2011)과도 일치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 중 학생 주체 요인에 있어서는 저 경력 교
사일수록 대화나 설득의 방법을 사용해 상황을 극복
함으로서 상호이해에 대한 것을 중요시 하였고 고 경
력 교사일수록 신체적 단련이나 수업 배제의 방법을
택함으로서 학생주체 요인으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다. 이는 저 경력 교사보다 고
경력 교사가 인식된 상황의 극복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 할 것이
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의 저 경력 교사의 방법은 주
어진 목표에 대한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의 한계성
을 가지고 있었고, 효율성과 효과성의 고 경력 교사의
방법은 학생 개성 및 이해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저 경력교사와 고 경력교사의 수
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김정은
(2011), 정복이, 신재철(2010), 이영국(2008), 서재민
(2006)등의 주장과 같이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개수업과 임상장학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 형식적이고, 학교 평가의 한 항목으로서 행해지는
행정적인 행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상의 환골
탈퇴가 필요하였다. 운영의 한 방안으로는 지금과 같
은 수업 참관방식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동학년, 혹은
선배와 후배 교사의 멘토 맨티제를 통해 항시적으로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후 수업자와 동료
교사들간의 토의와 토론을 통해 수업의 전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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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들 수 있다(정혜
림, 허병기, 2009; 변영계, 김경현, 2005). 그렇게 된다
면 교사들은 서로의 수업을 보며 저 경력 교사는 고
경력 교사가 행하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업의 기
술을 배우게 될 것이고 고 경력 교사는 저 경력 교사
의 대화와 설득의 방법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저 경력 교사와 고 경력 교사는 각자의 모습을 되돌
아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교사
가 반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도 기술하였듯이 변화된 연수 방식으로의 연수가 실
시되고 교사들이 이러한 방식의 연수를 이수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에 있어 교사들의 교
육적 반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머릿속으로만 중요한 체육 수업이 아닌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체육 수업의 중요함을 일깨울 교사 교육이
필요하였다.
교사가 주체가 된 상황의 반응에 있어서는 연구 참
여자들의 특성(교육경력, 교과지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세대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생 무반응에 대해서는 교사가 좀 더 학생 세대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유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고 경력 교사일수록 자신이 가르치는 대상이 어
느 세대인가를 되돌아보고 그 세대를 이해하고 그 세
대와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
고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교사의 반응도
앞서 제시한 연수나 실질적 장학을 통해 극복 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환경이 주체가 된 반응에 있어서는 저 경력
교사의 사전 확인 방법이 고 경력 교사들의 계획된
수업의 변경 반응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더 올바른 것
으로 논의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앞에서 제시한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도 기술하였
듯이 현장교사들의 수업 전 수업 장소와 기자재의 확
인을 통해 충분하게 개선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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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언
교사가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
수업 상황에서는 교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
에 수업의 내용과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교사교육에서는 다양한 수업 모형
을 안내하고 모형에 따라 수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
성하고, 계획된 수업을 충실히 실행하여 목표에 달성
하는 것을 중요시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수업을 교육
과정에 충실한 좋은 수업이라고 하여 왔다. 그러나 수
업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 내용을 매체로 상호작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며, 예
측하지 못한 상황도 수업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목화된
‘학생이 주체가 된 상황’, ‘교사가 주체가 된 상황’,
‘환경이 주체가 된 상황’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논의
와 개선 방안에 주목하여 체육 시간에 발생하는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적
으로 이루어져 좀 더 많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의
발견과 유목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 교사
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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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eacher’s Awareness and Response to Unexpected Situation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in Elementary School
Jeon Young Han(Seoul Seocho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new light on the research of teachers’ awareness and responses
toward unexpected situations that is occur in physical education. This study consists of qualitative research on
three teachers with different work experience, one P.E. instructor, and three sixth grade classes at K
elementary school in S city. From the observation, unexpected situations in physical education can be roughly
separated into three categories: (1) situations caused by students, (2) situations caused by teachers, and (3)
situations caused by the environment. For the first category, situations caused by students, the main factors
ar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content, their attitude towards teachers, and their relations
among their peers. Next, in situations caused by teachers, the main factors are the teachers’ class preparation,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generation gap. Lastly, the main factors of situations caused by the
environment are lesson materials and class location. Whatever caused the unexpected situations, teachers show
different responses depending on their work experience, background knowledge, and class perception. In
situations caused by students, teachers with less teaching experience try to solve problems with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while teachers with more experience try to solve a problem with physical
training and factor eliminations. This difference shows that more experienced teachers valu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more than less experienced teachers. In situations caused by teachers, each instructor shows
different reactions according to their own personal characteristics. In situations caused by the environment,
more experienced teachers are able to change lesson plans when needed more than less experienced teachers.
However, teachers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younger generation’s trends, especially when regarding
unresponsive students.
※ Key words : unexpected situations, roughly separated, work experience, effectualness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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