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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the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gressing new sports based physical education and offer them wide data for the use of new spor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Fou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acticing new sports based physical education, were selected a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conclusion was drawn out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Initially, the new sports
were introduced into the physical education classes due to their need of new content based teaching. There was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it including conflict with administrators, their colleagues, and in the procuring
of tools and materials. The new activities were enjoyed by the students and produced an increase in enrollment. The
new sports were determined to be as valuable as the existing modern sports in educational value. It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7th curriculum revision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uitability for 5 sectors including
'physical activity value centered' health, challenge, competition, expression, and spare time.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elt the students studying the knowledge to be the future physical educator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As such they felt it necessary for them to study the new sports to prepare for future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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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경우에는 단순한 수동적 기능인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Corbin,

2002).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신체활동 또는 운동 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체육수업은 근대스포츠 종

능 중심'의 체육과 교육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근대스포츠는 기능 중

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여건

심의 체육으로 부족한 시간과 여건의 제약이 많은

의 제약이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교육자들이 원하

우리나라의 체육수업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는 수준으로 스포츠 기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시

기능 중심의 체육은 기능이 뛰어난 어느 특정 학

간과 교육 여건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이

생을 위한 체육수업으로 전락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 두 번째로 수동적인 체육 향유자를 양성한다는

체육수업을 즐기기 보다는 특정 학생을 위한 체육

점이다. 어느 정도의 체육 기능을 습득한다고 하더

수업시간이 되어버렸다.

라도 적극적인 체육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포츠의 도입은 시대의 변
화에 따른 학생의 체육교육에 대한 요구의 변화와

* princess1013@hanmail.net

같은 거대 담론을 기초로 하며, 현재 '뉴스포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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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

․ 확산

현재 국내의 뉴스포츠에 관한 연구는 뉴스포츠

목이 학교 체육 수업의 현장에 적극 도입

를 활용한 체육수업에 나타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되면서 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류태호,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교사들이 뉴스포츠 도입하

이병준,

게 되는 동기, 뉴스포츠 도입의 성과와 의의에 관

2006).

뉴스포츠란 국제적으로 통일된 스포츠와 달리,
규칙의 유연성과 게임의 간이성 등을 특징으로 하

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수업에 대한 연구들(권진

는 참가자 지향의 스포츠를 총칭하는 것이다(한국

규,

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2000).

2008;

김현우,

2008;

뉴스포츠는 종목의 다양성, 규칙의 유연성, 게임

2009;

손환무,

2008;

의 간이성과 참가자 지향적 스포츠로 근대적 스포

성화,

2005)은

대부분 뉴스포츠 활용한 체육수업의

츠에 비해 비교적 기술 습득이 쉽기 때문에 체육

성과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 뉴스포츠를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로 주목 받고

체육수업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어떻

있다.

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등

일본에서도

1988년부터

문부과학성, 각 지방자치

단체, 일본체육협회, (재)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등이

2007;

김성곤,

2008;

김승재, 김진희, 홍석표,

류태호, 이병준,
안제헌,

2006;

2006;

최영효,

박종은,

2008;

하

의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시키기에는 너무도 부족
한 현실이다.

주축이 되어 국가차원에서 뉴스포츠를 개발 보급하

따라서 이 연구는 뉴스포츠를 통해 기존 근대스

고 있으며 전 국민이 참가하여 뉴스포츠를 직접 체

포츠의 약점을 보완하고 체육교육의 다양한 가치

험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뉴스포츠를 활용하여 체육

있다(건강이야기,

blog.daum.net/krunccokr/6408059).

수업을 진행하는 체육교사들의 뉴스포츠에 관한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생들에 체육교육에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체육수업에

대한 요구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도

뉴스포츠 활용을 위한 폭 넓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입 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뉴스

그 목적이 있다.

․

포츠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대한 인
식의 변화를 소망하며,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체육교사들은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수업이 학

Ⅱ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중 고등학교 체육교사

4명을

연구

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것에 흥미를 갖고 많은

참여자로 선정하고 뉴스포츠의 도입, 뉴스포츠의

뉴스포츠 종목을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김성

활용, 뉴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예비 체육교사양성

곤(2008)은 뉴스포츠의 뉴(New)에 대한 의미가 반

과정에서 뉴스포츠라는 4가지 주제에 대한 교사들

대적인 성격보다는 대안적(Altemative)인 성격을

과의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수업에서 활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류태호, 이병준,

용 되어 지고 있는 뉴스포츠를 반성적 사고로 되

2006)

으로 볼 때, 새로운 체육 수업의 내용으로 무비판

돌아 보고자하는 연구이다.

적 수용보다는 체육 교육이 목표로 두고 있는 다

뉴스포츠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교사들의 진

양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의 근대 스포츠

솔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뉴스포츠의 경험과 인식

종목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선별

을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특정 현상을

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따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유효한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서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올바르게 활용하고 적

활용하였고,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법인 준

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수

거적 선택을 통한 목적표집법으로 연구 참여자

업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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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

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

한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기 위해 체육교사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뉴스포츠
도입 배경, 뉴스포츠 도입의 어려움, 뉴스포츠에 대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s 교사
j 교사
k 교사
연령
33
27
29
성별
남
여
남
교사경력
7
1
2
뉴스포츠 활용
3
1
2
좋아하는 종목 수영 배드민턴 축구
근무지
경기도
서울
경기도

한 열정, 뉴스포츠에 관한 경험과 인식으로 범주화
o

교사
28

남

뉴스포츠 도입 배경

3

1)

2

뉴스포츠의 도입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생들

축구
경기도

자료 수집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4명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하였다.

2009년 5

월부터 6월까지 연구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체육수업을 관찰하고, 미리 준비한 질문을 가지
고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선생님과의 인터뷰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하였
다.

의 요구 변화와 체육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국
가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면 뉴스포츠의 도입은 국
가 주도가 아닌 체육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노력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인근 지역 학교에 방문하다가 플라잉디스크라는 뉴스
포츠를 접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니 재미있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 직후 모든
자료를 전사화하여 구성원간의 검토와 전문가

어 하는 것 같고 즐거워 하는 것 같아서 우리학교 학생
들에게도 소개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입하게

협의를 통해 사례 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

되었다. (S교사).

석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
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전사화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려하고

하고, 연구 참여자 방문 면담 및 메일을 통해 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료를 검토하는 것과 일인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을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 교육학 박사2명, 석사
과정2명과 현직교사 2명이 계속적인 협의를 통
해 자료의 진실성 높였다.
이 연구의 연구절차는 연구계획수립, 개방형 설

하면 그 아이들도 체육수업에 적극 참여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 인접지역 동료교사
가 티볼을 해보니 기존 근대체육수업을 할 때보다 더 많
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한다는 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
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티볼을 도
입하게 되었다(K교사).

문지 조사,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Ⅲ

. 결과 및 논의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
행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생들에 요구 변화
를 인식하게 되었고, 학생들에 요구 변화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하여 체육수업에 대해 고민 끝에

1. 뉴스포츠의 도입

체육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뉴스

학교 체육수업에서 뉴스포츠의 도입은 체육교사

포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점차
뉴스포츠 도입의 어려움

확산되면서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렇다면 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뉴스포츠를 도

뉴스포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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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도 주변에 많이

사와의 마찰, 행정적 마찰, 기자재 확보의 어려움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뉴스포츠

서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포

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근대스포츠 중

츠라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뉴스포츠의 도입을 포

심의 종목이 익숙하기 때문이다(박종은,

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09).

뉴스포츠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도입하기 위해 동료교사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과의 마찰, 행정가와의 마찰, 용품의 조달, 뉴스포
츠 종목 이해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도 뉴스포츠
를 도입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
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가장큰 어려움은 타 교사들과의 마찰이었다. 타 교사
들과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어
려웠다. (중략) 이러한 과정은 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반응이라고 생각한다(K교사).
우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적인 마찰이었다. (중략) 뉴
스포츠는 기존의 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식
과 방법들을 저 자체도 잘 알지 못했고 인터넷 정보에도

뉴스포츠가 기존 근대 스포츠보다 질 높은 교육이라고
말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
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뉴스
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J교사).
뉴스포츠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용
의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발전하기에
충분하다. 뉴스포츠는 있던 스포츠를 변형한 사례가 많
고, 하던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재미있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며, 그 장점을 잘 살리고 있기에
그 도입은 당연하다고 본다(O교사).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중략) 많은 시행착오를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겪으면서 경험에 의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큰 어려움
이었다(S교사).

포츠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즐거워하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포츠의 도입의 어려움을 열정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

과 사명감으로 이겨냈다고 한다.

수업에 뉴스포츠를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뉴스포츠를 도입하는

4)

데 많은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

뉴스포츠는 최근에 와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많

은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도입하는데 가장 시급

이 도입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 단계로 연

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동료

구 참여자들은 그 존재의 유무조차 모르다가 우연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행정가와의 마

한 기회로 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용품 조달의 어

하지만 일단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흥미

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 체육수업에 도입할 만한

뉴스포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료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더 많은 교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뉴스포츠에 관한 경험과 인식

스포츠로 인식하였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연수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처음에는 대학교4학년 여고로 교생실습을 나갔었는데
3)

뉴스포츠에 대한 열정(어려움 속에 뉴스포츠)

뉴스포츠를 도입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교

거기서 소프트발리볼을 경험하게 되었고, 공에 대한 두
려움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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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게 되면서 내가 체육교사가 되면 해봐야겠다는 생
각을 했었다(J교사).

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뉴스포츠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스포츠라기 보다는 놀
이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놀이보

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

다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더 깊어졌다. (중략) 요즘 운동

는 스포츠이다(O교사).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

뉴스포츠는 보안과 대안, 나아가 새로운 페러다임을

량 부족과 입시 스트레스로 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
은 체육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K교사).

기존의 체육수업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완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우연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체육활동으로 생각한다. 기존
의 체육활동을 통해서 운동기능과 규칙을 배우고, 습득

한 기회에 뉴스포츠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스포츠

한 운동기능과 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육활동

에 대한 흥미로 뉴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을 접한다면 기존의 체육활동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
로 향상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S교사).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뉴스포츠의 재미와
운동량 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뉴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놀이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에서
새로운 스포츠로의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도입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체육
수업에서 뉴스포츠를 제한적 스포츠가 아닌 무한
확장이 가능한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뉴스포츠는 체육수업에서 기
존 근대스포츠를 보완하는 스포츠, 기존 근대스포
츠의 대안적 스포츠, 기존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

2. 뉴스포츠의 활용

학생의 변화와 요구를 매 수업 피부로 느끼면서

시킬 수 있는 스포츠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
한 발전이 가능한 스포츠로 인식하였다.

일하는 체육교의 입장에서 뉴스포츠를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일은 당연했다.

2)

뉴스포츠 활용을 위한 준비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적극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

하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 도

기 위해서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종목을 수업에

전과 비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체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육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활용하면서 득
과 실은 무엇일까?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을 바탕으로 뉴스포츠 활용을 위한 준비, 뉴스포츠
의 교육과정 편성, 뉴스포츠 수업이 가져다 준 이

뉴스포츠는 아무래도 새로운 종목이다 보니깐 저도 기

점, 뉴스포츠 체육 수업의 문제점, 뉴스포츠 평가,

존에 해 본적이 없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연습을 많

뉴스포츠 수업의 학생들, 뉴스포츠의 활용이라는

이 했다. (중략) 내가 어느 정도 숙달 되었을 때 체육수
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업 지도안과 평가 양식을 만드는

주제로 범주화 하여 탐색하였다.
1)

체육수업에서 뉴스포츠

스포츠를 자발적으로 체육수업에 활용하여 실행

것에서 시작 했다. (중략)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인터넷
에서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선배 교사에게 물어보고,
선배교사들과 의견조율을 하면서 뉴스포츠를 수업을 체
계적으로 준비하려 노력했다. (O교사).

해 온 체육교사들에게 체육수업에서 뉴스포츠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는 교사들에게 확인하면
서 수업을 준비했다. (중략) 뉴스포츠 종목을 익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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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름대로 동료교사와 연습을 했고, 우리 학생들에 맞
는 규칙과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더욱 간소한 규칙을

하게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새로운 학습지도안을

연구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S교사).

스포츠가 있다면 유사한 스포츠 종목의 학습지도

실행하기 보다는 뉴스포츠 종목과 기존의 유사한
안을 변형하고 수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새로운 종목에 대한 부담

4)

뉴스포츠 수업이 가져다 준 이점

감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종목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준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

도입하기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하는 것은 뉴스포츠

운 종목을 기능적으로 연습하고 새로운 종목에 대

체육수업이 가져다주는 많은 이점들을 보았기 때

한 학습지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뉴스포츠 체육수업이 가져

체육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뉴스

다 준 이점은 무엇인가?

포츠 활용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3)

뉴스포츠의 교육과정 편성

뉴스포츠가 학교 현장에 급속도록 확산되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뉴스포츠에 대한 정

뉴스포츠는 처음 접하다 보니깐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두들 처음 하는 것에 흥

형화된 학습지도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체육

미를 가지고 기능적 수준이 낮아서 서로의 편차가 적다

수업에 뉴스포츠를 활용하려는 선생님들은 학습지

(S교사).

도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체육수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소외된 아이들
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중
략) 특히 소프트발리볼 수업을 하고 나서 배구 수업을
하니깐 여학생들이 배구공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

주변에서 많이 행해지고, 저변확대가 많이 된 종목으
로 선정해서 수업에 편성해서 수업 준비를 한다. (중략)

배구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뉴스포츠를 통해서
기존의 근대스포츠에 대한 반감도 줄 일수 있다는 생각

지도안은 일단은 생소하기 때문에 전에 선배교사들이 했

이 들었다. (J교사).

던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학교 남중 수준에 맞춰서 변형
을 시켜서 했다(O교사).
학교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안에서 좋은 부분과 변형해야 할 부
분을 골라서 뉴스포츠와 접목시켜서 했다. (중략) 아직은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
수업에 뉴스포츠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체육수업
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었으며 기존 근대스포츠에
대한 두려움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

뉴스포츠가 체육교육으로 검증된 부분이 모자르다고 생

다. 이러한 이점들은 기존의 선행 논문에서도 잘

각하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 보다는 기존의 계획안을
기초로 두고 거기에서 조금 변형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나타난 있던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다(J교사).
5)

뉴스포츠 체육수업의 문제점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뉴스포츠을 활용한 체육수업은 기존 체육수업을

포츠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대안, 보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공할 것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포츠가 체육교육

큰 기대를 가지고 행해지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으로 검증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

그 기대에 부응하였으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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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는 평가의 척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적용하려는 것은 기능의 편차

뉴스포츠에 대한 명확한 평가의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 적음으로 학생들 모두가 비슷한 수준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 기준안의 신뢰도

즐기고 성취감을 주고 싶었는데, 생각과 달리 뉴스포츠
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들 간의 기능 수준의 편차로 인해

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O교사).

소외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생겨서 당황했다(S교사).
변형된 규칙에 의한 뉴스포츠를 하다보면 근대스포츠의

정형화된 스포츠에서 평가는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대스포츠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J교사).

규칙에 무지해지고 근대스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

(중략) 근대스포츠의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의 세계인 속
에서 공통된 약속이라는 것에 근대스포츠의 소중함을 알고

스포츠가 새로운 종목으로 기존의 근대스포츠와

배우려는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이 큰 문제이다(J교사).

달리 정형화 된 평가 기준이 없어 뉴스포츠 도입
시기부터 많은 고민을 하였다. 특히 평가 기준에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안을 만들기 위

포츠의 규칙의 간이성과 낮은 기능 수준을 요구하

해 많은 정보 수집과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는 특징은 뉴스포츠의 장점으로 체육수업에 큰 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이라는 노력을 하였다.

·

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체육수업에 뉴스포

현재 뉴스포츠에 대한 명백하고 정형화된 평가

츠를 도입하고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

기준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 교사들의

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근대스포츠

많은 노력으로 뉴스포츠 종목 평가의 기초는 마련

에 무지해지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근대스

하였다고 인식했다.

포츠와 더 멀어지는 경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7)

뉴스포츠 수업의 학생들

따라서 뉴스포츠 체육수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도입하

가기 위해서는 기능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새

면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로운 도전 과제로 참여를 장려하고, 규칙의 간이성

생겼으며 그 변화의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에 젖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근대스포츠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 규칙들을 적절히 이해시킴으로서 학생들에
게 체육수업에서 뉴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근대스포츠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

우선은 새로운 수업이 새로운 종목이 체육수업에 적용
되다 보니깐 재미있어 한다. (중략) 체육시간이 싫다 아프

6)

뉴스포츠의 평가

학교 교육에서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며 학생들에

다 하던 학생이 체육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매 시간마다
선생님 티볼 안 해요 하는 기다려지는 학생이 되었다.

게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포츠라는 새로운 종목을 학교 체육수업에 활용

-학생들이 해준 기억나는 이야기-

할 때 아직은 보편화된 평가의 척도가 없어 평가에

1. 경기 규칙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학생들의 신뢰 받을 수 있

의외로 쉽고 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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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별 경기라 스릴 있고 재미있었다.
3. 기존의 경기가 아닌 새로운 경기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S교사).
일단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확연하게 나타난 차이이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본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되

고, 체육수업 자체를 즐기는 수업이 되었다.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체육수업에 뉴스포츠를 적

한 마디로 체육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
다. 일단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선생님들 배울 수
있는 교사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J교사).

-학생들이 해준 기억나는 이야기1. 기존의 체육활동보다는 훨씬 재밌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2. 경기방법도 쉽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쉬워서 보다 적

포츠가 체육수업에 적극활용 되어져야 하며 그러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새로운 종목이다 보니 더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동

기 위해서는 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이

기가 많이 생겼다.
4. 이 운동은 질리지 않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있고,
그리 어려운 스포츠가 아니 여서 수행평가 점수도 더
잘 받은 것 같다(J교사).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필요하다고 한다.
뉴스포츠는 새로운 영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교사들의 선행 경험을 필요로 할 것이며, 체
육교사들에게 선행 경험을 할 수 있는 연수를 통
해 뉴스포츠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면서 체육수업에 학생들
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고, 능동적 참

3. 뉴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탐구

여의 이유는 뉴스포츠 종목이 근대스포츠보다 어

뉴스포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렵지 않으면서도 용품의 안전성으로 학생들이 쉽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많은 신체접촉과 높

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한다.

은 기술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종목의 리드 업게임,

따라서 체육수업에 뉴스포츠 활용이 주는 의미

다양한 게임 활동의 체험, 기능이 낮은 학생과 같

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체육시간에 소외된 학

은 소외 학생의 최소화, 혼성학급 수업의 대안 등

생들을 줄였다는 것과 근대스포츠에 대한 학생들

이다(이병준,

의 인식을 두려움에서 좀 더 접하기 쉬운 것으로
변화 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2006;

정기채,

2005).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뉴스포츠
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

뉴스포츠는 체육수업에 소외된 학생들을 용품의

고 있으며 뉴스포츠 체육수업이 주는 교육적 가치

변화와 규칙의 간이성 등의 뉴스포츠의 장점들을

는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해서 체육수업에 참여시킴으로서 학교 체육의

뉴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개정 7차 교육과정과 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스포츠로 범주화하여 탐색하였다.

8)

뉴스포츠의 활용

1)

뉴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뉴스포츠는 체육수업에 점차 빠르게 확산되어가

뉴스포츠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육이 목표로

고 체육수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체육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체육수업에 뉴스

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

포츠가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활성화

로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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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탐색해 본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근대 스포츠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대스포츠가 70%접근했다면 뉴스포츠는
90%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한다. (중략) 뉴스포츠가 놀이
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놀이를 통해서 학생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뉴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7차 개정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중략) 뉴스포츠는 근대스포츠의 대안적 보완적

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한다면 교육적 내용으로
가치가 있으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O교사).

요소이며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스포츠로써 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고, 배려를 배울 수 있으
며, 배려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

뉴스포츠는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체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연결하기에 충분하며

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뉴스포츠는 체육교육의 목표인

수십 수백 가지의 종목의 개발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 교육적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스포츠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한다(O교사).

체육수업에 적극 활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J교사).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한다(J교사).

의 경험해본 뉴스포츠의 종목에 따라 제 7차 개정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뉴스

교육과정에 5가지의 영역에 적합성에 대한 의견에

포츠가 놀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뉴스포

지만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가치가

츠가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는데 적

분명이 있다고 한다.

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체육수업에서 뉴스포츠의 가치는 체육시간에 소
외되던 아이들을 참여하게 하여 학생들의 참여도

4. 예비 체육교사 양성과정과 뉴스포츠

를 높였고 신체활동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었으며

예비 체육교사 양성과정은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협동과 배려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제공함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해주는 목적으로 개설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과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을 말한다.
강신복(1996)은 중등학교 체육교사 양성기관의

2)

개정 7차 교육과정과 뉴스포츠

교육과정은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

김성곤(2008)은 최근에 전 세계에서는 ‘스포츠 기
능(sport

skill)’에서 ‘활동적인

위한 ‘라이프 기술(life

삶(active

skill)’로

lifestyle)’을

체육교육의 철학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며(유정애,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합당한 구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변

학교현장에 뉴스포츠의 확산이 시대적 변화의

화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될 제 7차 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정 체육과 교육과정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뉴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체육교사 양성과정

포츠’ 종목을 체육 수업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에서 뉴스포츠, 뉴스포츠의 개설과 수업으로 범주

다루게 되었다 하였다. 그렇다면 뉴스포츠가 제

화 하여 뉴스포츠의 필요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2007),

7

차 체육과 교육과정에 목표를 이루는데 적합한 것
예비 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뉴스포츠

이며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뉴스포츠가 차

1)

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일선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되어지고 있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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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에 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

따라서 뉴스포츠 과목을 개설한다면 기존의 근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예비 체육교사들을 양성하

대스포츠의 개설 방법과는 달리 뉴스포츠의 특성

는 양성기관에서 뉴스포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을 반영한 뉴스포츠 종목의 개설 방법을 찾아야

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뉴스포츠가 학교 체

할 것이다.

육수업에 급속도록 확산되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뉴스포츠를 적극

름에서 뉴스포츠에 대한 지식은 예비 체육교사의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포츠 개설 방법과 수

기본적 소양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업 내용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선 뉴스포츠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략)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뉴스포츠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든 연수든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또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체육
교사라면 미리 경험하고 와야한다고 생각하며 뉴스포츠
과목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J교사).

다음은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일단 교양이 아닌 전공으로 다루어져서 개념정립과 직
접 체험하며, 뉴스포츠에 대한 종목의 이해를 넘어 뉴스
포츠의 운영, 설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중략) 뉴스포츠 교육은 기능이나 테크닉이 중점이 아니
라 다양한 뉴스포츠의 내용을 접하게 해주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O교사).

기존의 스포츠의 운동기능이 우선적으로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새로운 뉴스포츠의 이론과 운동능력을 배워야
한다. 뉴스포츠 과목의 개설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교사).

근대스포츠와 뉴스포츠를 복합적으로 도입하자. (중략)
한 학기에 여러 가지 뉴스포츠들을 전달/교육만이 아니
라 근대스포츠와 뉴스포츠의 공통분모를 통해 복합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뉴스포츠를 활용하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 뉴스포츠 종목이 빠르게 확산되어짐에 따
라 체육교사라면 당연히 뉴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
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시
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교과과목을 개설
하여 예비 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에 뉴스포츠 과목의 개설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뉴스포츠의 개설과 수업

뉴스포츠는 기존 근대스포츠와 달리 기능적 수
준이 낮고, 규칙이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또한 뉴스포츠 종목은 기존 근대
스포츠 종목과 달리 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이기
보다는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 얻을 수 있는 스
포츠이다.

여 근대스포츠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수업이 되었으면 한다(J교사).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포츠 과목에 수업 내용과 개설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현재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뉴스포츠 과목이 개설되어야 함
은 당연하다고 인식하였다.
뉴스포츠 과목의 개설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으로
꼭 개설이 필요하며 개설 방법으로는 뉴스포츠의
종목에 따라 기능적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근대스
포츠와 공통분모를 찾아 복합적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Ⅴ

. 결론

이 연구는 뉴스포츠를 체육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4명을 대상으로 심층적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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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질적사례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미래의 체육교사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체육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체육교사들의 뉴스

교사의 소양을 배우고 있는 체육교육과 학생들에

포츠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게 뉴스포츠는 몰라서는 안 될 중요한 과목이라

같다.

인식하였다.

첫째,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고민에서

또한 뉴스포츠 과목의 수업 내용과 개설 방법에

새로운 내용의 수업을 필요로 하여 뉴스포츠를 체

대해서는 서로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뉴

육수업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도입의 어려움에는

스포츠가 높은 기능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한

행적가와의 마찰, 동료교사와의 마찰, 기자재 확보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기능

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하지만 뉴스포츠 도입의

연마의 수업이 아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

어려움에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을 가리키는 수업으로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한

스포츠라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뉴스포츠의 도입을

방향이라 인식하였다.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뉴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경험하기 전에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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