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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술·체육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
과 추진 전략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진로탐
색활동, 동아리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과 달리 교과기반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공통과정인 예
술 체육교과와 다른 모습으로 독자적인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2년간
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
동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유학
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술적 담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정식운영을 앞두고 현재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80개교 연구학교 교육과정 문
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
해 자유학기제에서 구현되는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적 특징을 교육내용, 수업방법,
수업 장소 및 교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
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전 방향,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자유학기제, 체육교육, 예술교육, 융합교육,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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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 3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 2학기에 연구학교 42개교(중학교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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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상), 2014년 1학기 연구학교 38개교(중학교 2학년 대상)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향하면서 과도한 입
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유럽의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모델
로 삼고 있으며, 중학교 한 학기동안 중간 및 기말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난 학생중심
의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를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다(김진숙, 2013; 최상덕,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4a).
자유학기제는 4가지 프로그램(예: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선택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예술·체육활동은 다른 활동과 달리 공통교육
과정의 기본 교과에 해당하는 예술(음악과 미술) 및 체육 교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다(유정애, 2013).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예술·
체육교육의 활성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예술·체육교육
의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의 제 문제를 해결할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2015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융합인재교육에 예
술·체육이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와 같
이 학교울타리 안의 정규 교과 수업으로서의 예술·체육교육은 물적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예술·체육교육의 본질적인 교육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하는데 제약
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으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이 출
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학기제는 공통과정이 예술·체육교과 뿐만 아니라 학교예술·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예술·체육교육은 이 기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창, 홍후조, 김미진, 임재일(2014)은
예술·체육활동이 공통교육과정의 교과 수업과 유사한 형식과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예술·체육활동은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혼용
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유정애, 2013; 이재창 외, 2014). 따라서 자유학
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체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학술적·교육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과
관련된 학술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2013년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출판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유
학기제 전체에 관한 연구와 개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학기
제 전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물
은 자유학기제의 근간이 되는 해외 사례 분석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 교육과정 분석, 프로그램 사례, 평가 방법, 진로교육 등을 제안하는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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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로 이루어져 있다(김나라·최지원, 2014; 김미진 외, 2014; 신철균 외, 2014; 이
환·권민석, 2015; 지은림, 2014; 최상덕,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4a, 2014b). 동시에
특정 교과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물도 존재한다(김은
정, 2013; 이지연, 2013; 정광순, 2013). 김은정(2013)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과,
특히 기술․가정 과목에서 진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정광순
(2013)과 이지연(2013)은 각각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역량 중심의 교과 통합을 활용
한 수업 설계 방안과 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유학기제 4가지 프로그램 중 타 프로그램과 달리 교과기반에 근거하고
있는 예술·체육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물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김형숙·정성희,
2015; 유정애, 2014; 정 흠, 2014). 김형숙과 정성희(2015)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반영한 융합예술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유정애(2014)는 자유
학기제를 활용한 체육진로교육 모형과 교육적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정 흠
(2014)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미술교과 융합 방안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타 교과와의 연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
동과 관련된 학술적 담론의 양적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선행 연구물이 예술(또는 미술) 또는 체육에 관한 개별 연구로 그치
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예술·체육활동을 개별적인 교육활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이 2가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융합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기를
희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안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을 명료화하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술·체육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
향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술·체육교육이 국가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체육교육환경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자
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예
술·체육활동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도모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내용, 수업방법, 수업장소 및 교구의 활용 측면에서
교육적 특징을 문헌 고찰을 통해 탐색하였다. 끝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
활동의 발전 방향,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예술·체육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제안
하였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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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적

특징

이해

이 부분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적 특징을 교육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장소 및 교구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 교육 내용의 자율성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예술·체육의 다양한 재능과 꿈을 발현하기 위한 것으
로, 기본 교과와 달리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매우 자유로운 특성이 있다. 자유
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 내용은 기존의 교과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보다는, 기본 교과의 수업 내용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육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교과 수업 내용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교육 활동인 축
구를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체육 수업에서는 축구를 통한 경쟁의 가치를 이
해하고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창의적 체험활동인 동아리활동의 학교스
포 클럽활동에서는 축구를 통해 스포 클럽의 속성과 문화를 이해 및 경험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자유학기제 예술
⋅체육활동에서는 축구를 통해 축구해설가, 축구행정가, 축구기록분석관 등 축구와
관련된 진로 교육을 실행하는데 목적을 둘 수 있다(그림 1 참조).
츠

츠

체육활동의 예시 (축구)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교스포 클럽활동
축구를 통한
축구를 통한 경쟁의
스포 클럽의 이해와
축구를 통한 진로체험
가치 이해와 체험
실천
〔그림 1〕기존 교과 수업 내용의 확장
교과 수업

츠

츠

두 번째 방안은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잘 다루어지
지 않았던 교육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림 2〕처럼 기본 교과의 교육 내
용인 경쟁활동(축구)이 아닌, 융합 교육 및 진로 교육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교
육 내용(예: 올림피언, 스포 미디어, 스포 게임산업, 스포 레저관광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교육 내용은 이론과목이 아니며, 이론과 실기의 융합, 체
육학 세부 학문간 융합, 또는 체육과 타 교과(또는 학문)와의 융합 성격을 고려하
츠

츠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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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교육내용이다.

〔그림 2〕새로운 체육 교육 내용의 활용 예시
2. 수업 방법의 자율성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수업 방법의 경우 교육 내용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특
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교과 수업인 경우 1차시를 기반으로 하지만, 자유학기제
에서는 차시에 대한 엄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위학교에서는 필요한 만큼 수업 차
시를 설정하여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
차시와 2차시를 묶어서 2시간동안 록 타임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3시간 혹은 4시
간으로 수업 시간을 설정하여 반일제로 교내 또는 교외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
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에서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가 활용하는 수업 방
법에서도 ‘자율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교과 수업에서는 공통적인 교육 내용 및 보편
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의 교육적 관심과 요구가 다양하
게 나타나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서도 다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
업 방법을 활용할 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동
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활동에 맞추어 소모
둠별 수업 방법을 달리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
형 교수학습방법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수업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기존
의 교과 지식과 기능을 답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분석적 또는
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업 방법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에서 실
현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수업 방법은 학습자들의 통합적 사
고력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협력을 통한 융합·
연계형 수업 방식이 권장되어야 한다(정성희·김형숙, 2015).
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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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3. 수업 장

및 교구 활용의 자율성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수업 장소 및 교구 활용의 자율성도
포함될 수 있다. 기본 교과의 수업은 전통적인 교실(예: 음악실, 미술실, 운동장 포함)
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경우 교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에서는 교내는 물론이고, 교외에 있는 다양한 예
술·체육활동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단체, 대학, 문화스포 시설, 학회, 협회 등 모든
곳이 예술·체육활동의 수업 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지
역사회기반의 예술·체육교육을 권장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 기부 활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교육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용이한 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 및 스포 관련 공공기관,
협회, 민간 시설 등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 운
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츠

츠

Ⅲ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예술·체육활동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분석

본 장에서는 2014년도에 운영되었던 전국의 연구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총 80개
교)를 대상으로 운영시기, 운영방법, 운영모형, 운영프로그램, 진로교육 측면에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영시기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년과 학기를 조사하여 도
와 비율로 제시하였고, 운영방법은 자율과정을 확보하는 단위학교의 운영방법에 따른
실제 예시를 기반으로 그 도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운영모형은 예술·체육활동이 활용
되는 모형을 토대로 유형별 도와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운영프로그램은 단위학교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진로교육은 예
술·체육활동과 관련된 진로교육 시행유무와 시행방법을 도와 비율로 분석하였다.
빈

빈

빈

빈

1.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

현황

분석

가.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 시기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분석한 결과, 예술·체육활동 운영 시기는 1학년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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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1순위(48.75%), 2학년 1학기기 2순위(36.25%)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 1학기는 3
순위(13.75%), 그리고 2학년 2학기는 4순위(1.2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학교 예술·체육활동 운영 시기
운영시기 1학년 1학기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예술·체육 11개교
39개교
29개교
1개교
활동
(13.75%)
(48.75%)
(36.25%)
(1.25%)

계
80개교
(100.0%)

나.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 방법

80개교의 연구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방법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4가
지 방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술·체육의 기본 교과 시수를 유지하고 자율
과정에서 운영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예술·체육 기본 교과 시수를 감축하고
자율과정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예술·체육 기본 교과 시수를 모두
폐지하고, 자율과정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며, 마지막 방법은 예술·체육의 기본 교과
시수를 유지하고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표 2> 연구학교 예술·체육활동 운영 방법
운영 방법
예술활동
체육활동

음악
(73개교)
미술
(77개교)
체육
(80개교)

기본교과
유지
+자율과정
2개교
(2.74%)
3개교
(3.90%)
6개교
(7.50%)

기본교과
감축
+자율과정
10개교
(13.70%)
12개교
(15.58%)
38개교
(47.50%)

기본교과 기본교과
폐지
+자율과정 유지 +기타
48개교
13개교
(65.75%) (17.81%)
52개교
10개교
(67.53%) (12.99%)
32개교
4개교
(40.00%) (5.00%)

예술활동의 경우, 4가지 운영 방법 중 기본교과 음악·미술 수업 시수를 폐지하고,
그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과정에서 운영하는 사례(음악 65.75%, 미술 67.53%)
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육활동의 경우는 4가지 운영 방법 중, 기본교과
체육 수업 시수를 감축하고, 그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과정에서 운영하는 사례
(4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체육의 경우 기본교과 수업 시수 감축
은 주당 3시간에서 1시간을 줄인 2시간(77%)이 77%로 대다수였으며, 3시간에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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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줄여 1시간만 기본 교과 체육 수업 시수를 운영하는 학교는 21%로 조사되었다.
체육활동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운영 방법은 기본 교과 체육 수업 시수(주
당 3시간)를 모두 폐지하고 자율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영 모형

2014년도에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 프로그램, 동
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으로 운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자유학기
연구학교를 분석한 결과, 예술·체육활동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단 2개교(전
체 2.50%)에 불과하였고, 예술·체육모형이 혼합모형(38.85%)에 포함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진로탐색활동(21.25%), 학생선택 프로그램(21.25%)
순으로 타 모형에 포함되어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연구학교 예술·체육활동 운영 모형

혼합
학생선택 동아리 예술
모형
체육
계
프로그램 활동 활동
없음
2개
3개
17개교 17개교 2개교 2개교 25개교 6개교 11개교 80개교
(21.25%) (21.25%) (2.50%) (2.50%) (31.35%) (7.50%) (13.75%) (100.0%)

램 현황

라.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영 프로그

자유학기제에서는 예술체육활동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조사한 결과, 예술(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은 장르
별, 심화별 구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배드민
, 탁구, 축구 등의 스포 종목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턴

츠

<표 4> 예술·체육활동 운영 프로그램 현황
구분

예술 음악
활동 미술
체육활동

운영 프로그램
합창, 음악, 뮤지 , 국악, 오카리나, 우크렐라, 작곡, 밴드 등
공예, 애니메이션, 미술, 조소, 감상, 션디자인, 리커쳐 등
배드민 , 탁구, 축구, 구, 배구 등
컬

패

턴

농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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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마. 자유학기제 예술·체육관

험

진로체

활동

자유학기제는 각 운영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을 강화하
고 있다. 이 부분은 예술·체육활동의 운영모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부분을 확인
하기 위해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분석한 결과, 예술활동의 경우 음악 관련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는 19개교(24.05%), 미술 관련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는 48
개교(60.76%)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의 경우 진로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80개
교 중 60개교(75.96%)로 나타나, 동일한 예술활동인 미술교육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관련 진로교육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참여
형태의 직업 체험 활동이 음악과 미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다.
그 다음, 예술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초청강의, 교내 프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예술활동관련 진로교육 실시 현황
구분
예술
활동

음악
(79개교)
미술
(79개교)

진로교육 있음
직업체험
교내
기타
방문참여 초청강의 프로그램
(교육 관련)
8개교
6개교
5개교
(10.13%) (7.59%)
(6.33%)
28개교
9개교
4개교
7개교
(35.44%) (11.39%) (5.06%) (8.86%)

진로교육
없음
60개교
(75.96%)
31개교
(39.24%)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관련 진로교육을 시행한 학교는 55개교(68.75%)로 나타났고,
체육관련 진로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25개교(31.25%)로 조사되었다. 체육활동
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은 예술활동과 마찬가지로 직업체험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
고, 초청강의와 교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시행되었다.
<표 6> 체육활동관련 진로교육 실시 현황
구분
체육활동
(80개교)

직업체험
28개교
(35.0%)

진로교육 있음
교내
초청강의
프로그램
10개교
11개교
(12.5%)
(13.75%)
(55개교, 68.75%)

기타
(체육대회 등)
6개교
(7.5%)

무
25개교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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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상의 한계점 분석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 현황을 기초로, 현재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3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축

가. 기본교과 예술·체육수업 시수 감

에 따른 예술·체육교육

부

실 운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체육의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중학
교 예술·체육교육 내용을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역사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예술
및 체육교육이 담당해 온 교육적 역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유정애, 2009). 그러나 현
재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공통과정에 속해 있는 기본교과의 예술·체육 수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수업 시수 감축에
대한 단위학교의 부담이 동일한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예술·체육 수업 시수 감축
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 교과로서의 예술·체육 수업은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과 상이하므
로, 각자의 목적과 방향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유정애, 2014). 자유학
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영을 위해 수업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공통과정
의 예술·체육 교과 수업 시수를 활용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공통과정의 예술·체육
활동 교과 수업 시수를 대체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해 기본 교과로서의 예술·체육 수업 시수를 무
목적(無目的)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은 체육 교육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명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정체성 불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한 결과, 예술·체육활동은 ‘예술·체육
활동’ 운영 모형이 독자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
혼합 모형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제 예술·체
육활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을 운영 모형의 한 요소로 설정하여 제공했을 때, 기본 교과인 예술·체
육활동과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비교되어 소개되었다면 해결될 사안이었다고 본다.
실제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공통과정의 예술·체육 수업과 판이하게 다르
다. 우선 공통과정으로서의 예술·체육 교과의 수업은 예술·체육의 학문적 전통을 기
반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한 교과 교육이라고 본다면, 자유학기제 예술·체
육활동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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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학습자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이 2가지가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목적과 방향
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램부

다. 프로그

재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혼란 중
가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자유학기제 특징 중의 하나인 ‘체험 활동 중심’이라는
방향성으로 인해, 거의 모든 학교가 분야별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체육활동은 스포 종목중심(예: 배드민 , 축구, 탁구 등)으
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 종목중심은 기본교과 체육 수업과 창의적 체
험활동의 학교스포 클럽활동에서도 유사하게 지도되는 내용으로, 자유학기제 체육
활동의 취지와 거리가 먼 교육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김형숙·정성희, 2015).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특징
을 반영한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연구학교나 희 학교에
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유학기제 연수에서 소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기존의 예술·체육활동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 또는 학
교현장에서는 체험 활동중심의 교육을 마치 예술·체육의 실기 활동으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체육의 실기활동이 체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배드민 을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체험활
동중심의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배드민 을 전통적인 체육수업 방식으로
배드민 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습득하고 무조건 배드민 경기를 하도록 한다면, 학
생들의 꿈과 끼를 고려하지 못하는 수업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츠

턴

츠

츠

망

턴

턴

턴

턴

Ⅳ

.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교육의 발전방향 및
전략

탐색

추

진

본 장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술·체육교육의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발전 방향과

추

진 목표

향후 학교예술·체육교육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비전인 꿈과 끼를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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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행복한 예술·체
육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체육활동은 기존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체육활동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술·체육활동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학습
자들의 예술적 잠재력 및 스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학교기반을 우선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파트너십 없이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학
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술·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
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예술 및 체육분야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과 함
께, 리더십, 창의성, 문해력, 건강관리능력과 같은 핵심 역량을 예술·체육활동을 통해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
복한 예술·체육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창의융합, 자기계
발, 감성소통, 문화체험이라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추구하고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창의융합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창의융합은
교과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기본 교과 수업인 예술·체육 수업과 자
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수업과의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창의융합은
융합 체험활동의 강화를 통해 가능한데, 예술·체육활동 안에서의 융합, 예술과 체육
과의 융합, 예술·체육활동과 타학문과의 융합체험 활동을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
한 창의융합은 교육협력체 구축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즉 예술·체육의 담당 학년과
담당 교과를 어넘는 것으로, 예술·체육 교원과 타 교과 교원의 협력 또는 외부 교
육 인력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으로 가능하다(김형숙·정성희 2015; 정 흠, 2014).
둘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자기계발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진로검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술 및 체육관련 진로
검사지가 개발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한다(유정애, 2014).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타 분야만큼 다양한 분야의 진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 및 체육
진로검사를 통해 학습자 개개인이 예술·체육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
을 인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체육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중
심의 수업 방식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자원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끝으로, 자기계발은 학생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와 교사에게도
요구되는 목표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및 담당 교사의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운
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 및 워크숍 등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감성소통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우선 학습공
동체 강화를 통해 학교 안과 밖의 광범위한 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상호공감 및 협동
을 통해 공통 및 유사 관심분야에 대한 학습 동기 및 몰입도의 향상이 요구된다. 동
츠

뛰

병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 발전 방향 및 추진 전략 탐색 911

시에 1교실 1목적실(예: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에서 탈피하여, 1교실 다목적실로
복합예술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관계자와 지역사회 인력과의 개방적이면서 지속적인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문화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향후
소프트웨어중심 문화예술(스포 포함)에 관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 플랫폼
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장(場)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문화플랫폼 안에서 교육참여인증제 도입을 통해 예술·체육활동
에 관한 학습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술·체육활동
이 삶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이 구축
되어야 한다.
츠

2.

추

진 전략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예술·체육교육의 발전 방향과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4가지 부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

편

성·운영의 내실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는 공통과정과 자율과
정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 전략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학생선택 프로그램과 달리「예술·체육활
동」은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해당되는 교과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통과정에서의 예술·체육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활동 자율과정의 차별성을 인
식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규 수업과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 교육활동
혼란으로 인한 교육력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유학기
제 예술·체육활동의 명칭을 개선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현재 사
용되고 있는 활동명을 ‘예술·스포 계발활동’으로 변경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단위학
교 교육과정 운영·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체육활동 운영 매뉴얼을 제공함으
로써 예술·체육활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이 기본 교과의 예술(음악과 미술) 수업 및 체육수업,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스포 클럽활동 등과의 독립성 및 차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운영 매뉴얼은 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부재로 단위학교의 예술·체육활동의 질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궁극
적으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과정 표준화 및 다양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츠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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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자유학기제 예술·체육교육활성화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램

나. 프로그

의 체계화

프로그램 체계화는 기본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적 목적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 고유 목적에 적합한 교육활동 구현을 의
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취
지에 부합하는 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체육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업 운영을 유
도해야 한다. 이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이 기본교과 예술 수업과 체육 수업과
같이 국가수준의 내용 체계가 제공되지 못한 관계로, 교원들에 의해 교육 내용의 편
차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로교육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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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예술·체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김승보, 2010; 문민권, 2014;
유정애, 2014; 이재창 외, 2014; 장원섭, 2007). 그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은 예술 및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적 장
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술 및 체육 분야의 제한된 진로(미술은 화가, 체
육은 운동선수 등)로만 안내받고 있어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취지에 맞게 예술 및 체육 분야에
서도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 이외의 다양한 진로 분야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
육적 기회가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14).
력

다. 교육인

의 전문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을 위한 교육인력의 전문화는 예술·체육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교육인력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2013년부터 자
유학기제가 시범 운영되면서 예술·체육활동에 관한 담당 교원 연수가 시행되고 있으
나, 해당 연수가 간헐적 또는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내년 2016년도 정식 운영
을 앞두고 짧은 기간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으로 아직도 자유학기제가 미정착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술·체육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교관계
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교원의 자유학기활동 취지와 수업 방
법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부족한 현실이다. 자유학기제의 정식 운영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담당 교원 연수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신
철균 외, 2014). 연수의 내용은 예술·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연수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방법 등의
연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인력의 전문화를 위
해서는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재능기부 활동(또는 교육기부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술·체육의 교육 범위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 범위를 모두 지도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환

경인프라

플랫폼

화

끝으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예술·체육교육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집대성한 환경인프라 플랫폼화를 위한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근 현 정부
에서는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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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김형숙·정성희, 2015). 또한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공연장, 박물
관, 경기장 등 할인·면제를 위한 청소년 스 도입)를 구축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의 문화예술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예술·체육 전문인력 파견(문화 예술
교육사; 예술 강사 포함, 생활체육지도자파견)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내
문화예술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지역특성과
연계한 문화예술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역 연계 문화향유
시설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복합형 문화 커뮤니티센터)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 공
간(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접근성 확대 및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문민권, 2014; 성은모·정효정, 2013).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체육
연계프로그램 활용 (문화순회 사업 및 국·공립 문화시설 공연 전시 프로그램연계)을
통한 플랫폼을 확산해야 한다. 즉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교육의 활성화는 각종
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의 체계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서 가능하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의 진흥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의 연결 을 활용하여 협조 체계를 체계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패

망

Ⅴ맺 글
.

는

본 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교육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탐색하였다. 자유학기제에서 도입되고 있는 4가지 프로그램 중 ‘예술·체육활동’은 공
통과정인 예술 및 체육 교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태생적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은 공통과정의 예술체육 교과를 내
실화할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안과 밖의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차대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당교원들의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본 글과 같이 학교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및 체육교육활동
에 대한 차이점 분석과,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각 교육활동에 대한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추후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과 공통과정의 예
술·체육 교과의 연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2가지 교육
활동간의 연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설계 및 인
력 활용 방안 측면에서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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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술·체육 융합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융합프로그램은 예술활동 또는 체육활동 내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술과 체육간 융합, 그리고 예술·체육과 타 분야와의 융합프로
그램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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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Futuristic Directions

&

Strategies for Arts

&

Physical Education based on Free Semester System in
Middle School

You, JeongAe(Chung-Ang University)
Kim, Eun Young(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im, Hyung Sook(In-ha University)
Min, Kyung Ho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Joo Yon(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wang, Ji Yeon(Chung-Ang University)
Bae, Hyun Kyung(In-ha University)
This paper has aimed to explore futurist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hroughout the free semester system in middle schools. The free
semester system has provided four programs such as career exploration activity, club
activity, students-selective activity, and Arts & Physical Education activity(APEA).
Unlike the three activities, the APEA has been established from Arts & Physical
education as one of the common curriculum in the national level. For this reason, the
APEA program should serve unique and educational roles that are differentiated with
Arts & Physical Education within the common curriculum. However, the APEA has
not been performed these original roles according to curriculum document analysis in
the free semester system for two years. In addition, little academic discourse has
been made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APEA. To solve those limitations, 80
curriculum documents have been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PEA that is ahead from formal implementation of the free semester system in 2016.
Also, there has been explored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PEA in terms of
educational content, instructional method, teaching place & material for better APEA
programs throughout the free semester system. Finally, futuristic directions,
objectives and strategies are discuss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APEA throughout the
free semester system.
Key words: free semester system, physical education, arts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culture &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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