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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접근에 의한 초등학교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 분석

이 덕 영*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체조활동 교육 내용 분석 시, 새로운 접근 방식인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초등학교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첫째,

Bruner의 지식 구조 분석에 근거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 Vicker의 지식 구조 분
석의 틀에 근거하여, 제7차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3학년, 5학년 체조 활동에서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문화적 접근에 의한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6학년 매트운동 교육내용
을 분석하였다. 매트운동의 교육내용 분석은 문화적 관점에서 체육을 구성하는 요소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명
제적 내용, 서사적 이야기, 기능, 덕, 스타일, 판단, 제도이다. 매트운동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교육방법, 교육 평가의 교육 활동이 문화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체 활동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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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체육이 인류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적 가치가 대두되면서 전반적으
로 체육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체육은 “스포츠 기술(sports
술(active

skills)습득”에서 “활동적인 생활 기

life skill)발달”로 옮겨가고 있다. 이 생활 기술은 개인의 활동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스포츠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 스포츠맨십, 타인 존중, 리더십 기술,
타인 배려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체육교육 철학의 변화는 학생들이 신체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활동 자
체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활동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강신복, 2005).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육은 문화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체육의 교육과정 근
거는 체육의 외적 정당화로는 한계가 있기에 체육 그 자체가 갖는 내적 정당화가 요청되며, 이는 체육의 문화
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가치이어야 한다(최의창, 2003). 인류는 가치 있는 것을 문화의 형태로 전수시켜왔고, 교
육은 학생들을 인류 공동의 문화에 입문시킴으로써 가치 있는 활동들이 전수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체조활동 또한 인간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소산이다(김옥태, 2008). 즉,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체조는 그 가치
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한다. 체조는 인간의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신체 교육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따라서 다른 스포츠와 달리 개인의 건강이나 체력의 유지와 향상, 체격 및 자세 교정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 체육에서 비중 있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체조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으며(김진수, 전정균, 2001),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사들도 체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김선철, 2006), 시설 및 용구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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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부담(강현구,

2004) 등으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체조는 단련된 몸과
건강을 목적으로 지도되었다. 문화로서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었다. 체조의 가치가 올바로
평가 받지 못했던 것이다. 체조는 인격을 완성시키고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등 덕육으로서의 바람직한 기능이
있고, 희열과 재미가 있다. 따라서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덕육으로서의 체조를 통해 질서를 존중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체조를 통하여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 했을 때 쾌감도 느낄
수 있다(김옥태, 2008).
체조활동의 교육 내용 지식 구조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제 7차 체육 교육과정의 체조활동 내용 분석(이덕
영, 이광무, 2002), 남자 중학교 평행봉 교육과정의 지식구조 모형개발 연구(이종호, 이대형, 2000), 수업의 효율
성 높이기 위한 매트운동의 지식구조 분석(이대형, 2003), 학습자 중심의 수행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지식 구
조 원리(김정식, 2003) 지식의 구조화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체조 교육과정 모형개발 연구(이용
인, 이대형, 1998), 체육 교과 수행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뜀틀 운동의 지식구조 분석(정우식, 김정식, 1999) 등
이 있으며, 최근에 유일하게 서장원, 이덕영(2010)은 뜀틀 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체조활동의 교육 내용 분석을
문화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체조활동과 관련된 지식 구조 분석을 위하여 서
장원 등(2010)의 연구를 제외한 연구들이 Bruner(1966, 1971, 1973)의 지식구조 분석에 의존하여 지식구조를 명
제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것 또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세계의 교육철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장원, 한만규, 이덕영(2008)은 ‘문화적 관점에서 초등 체육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논제로 체육 교육․내
용의 분석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
하여 체육 문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관점에서 초등 체육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의 체조활동의 교육 내용 지식구 조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측면을 보완하여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조활동
교육 내용 분석의 새로운 접근 방식인 서장원 등(2008)이 제시한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초등학교 매트운동의
교육내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장원 등(2008)의 연구에 근거하여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Vicker(1990)의 지식 구조 분석에 의한 매트 운동의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하여,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
육과정의 3학년 ‘매트놀이하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르기’, 5학년의 ‘앞구르기(다리 벌려 앞구르기)와 ’뒤
구르기(다리 벌려 뒤구르기)‘. 그리고 ’손 짚고 옆 돌기‘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내용들
을 포함할 수 있는 범주를 찾아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된 범주는 심동적 영역, 인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이는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체계(교육인적자원부, 2008)에 제시되
어 있다. 또한 교육 내용 분석 방식은 Bruner의 지식 구조 분석에 근거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
Vicker의 체육 지식 구조 분석의 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문화적 접근에 의한 체조 활동의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하여, 2007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6학년
도전 활동에서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6학년 검인정 교과서로 선정된 4개 출판사 5가지 : 두산동
아, 법문사, 지학사 각 1개, 천재교육 2개).
2007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6학년 ‘도전 활동’의 ‘매트 운동’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지식
구조 방식에서는 분석되지 못하는 교육 내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체조활동의 교육 내용 분석 결과를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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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서장원 등(2008)이 제시한 ‘문화적 관점에서 초등 체육을 구성
하는 요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교육내용 분석’으로 파악하고,

2007개정 초등 체
육과 교육과정에서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명제적 내용(propositional content), 서사적 이야기(narrative), 기
능(skills), 덕(virtue), 스타일(style), 판단(judgment), 제도(rule)의 일곱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Ⅲ.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 분석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중 3학년, 5학년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은 크게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
의적 영역의 세 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1.

심동적 영역
심동적 영역은 체육의 특성을 대표하는 영역이다.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3학년, 5학년 매트운동의

심동적 영역은 내용 <표

1>과 같다.
<표 1> 3학년, 5학년 매트운동의 심동적 영역

학 년

교

3

◦ 매트놀이하기
- 짝과 함께 등대고 힘겨루기
- 짝과 함께 다리 힘 겨루기
- 옆으로 굴리기

5

◦ 앞구르기
- 다리 벌려 앞구르기
◦ 뒤구르기
- 다리 벌려 뒤구르기
◦ 손 짚고 옆 돌기

육

내

용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르기
- 앞구르기
- 옆구르기
- 뒤구르기

<표 1>의 3학년 학습 내용은 매트놀이하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르기로서 움직임 교육 방법에 의해 기
본 움직임의 탐구, 발견, 간접결합, 직접결합의 학습 경험을 단계 별로 또는 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작된 움직임들이 대부분이므로, 학생들이 신체부분이나 몸 모양, 힘의 조절, 공간 및 관계
에서 결정적인 요소들을 탐구하도록 구성되었다. 5학년 학습내용은 앞구르기, 뒤구르기, 손 짚고 옆 돌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공간 지각과 신체조정 능력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며, 신체활동에 필요한 유연성 근력, 평형
성, 민첩성 등 기초적인 체력과 운동 능력을 기르는 데 알맞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인지적 영역
일반적으로 인지적 영역의 지식 구조는 배경지식과 내용지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매트운동의 배경지식은

역사, 규칙, 안전, 장비, 용어 등이 해당되며, 내용지식은 매트운동과 관계되는 유연성, 근력, 평행성, 민첩성,
순발력, 회전의 원리, 충격의 원리 등이 해당된다.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3학년, 5학년 매트운동의 인
지적 영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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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학년, 5학년 매트운동의 인지적 영역
학 년

교

육

내

용

3

◦ 매트에서 여러 가지 놀이의 방법과 규칙을 안다.
◦ 매트에서 여러 가지 구르기에 알맞은 몸 모양을 안다.

5

◦
◦
◦
◦

매트에서
매트에서
매트에서
매트에서

구르기를 할 때 바른 몸 모양을 안다.
뒤구르기를 할 때 몸이 매트에 닿는 순서를 안다.
손 짚고 옆 돌기를 할 때 몸이 곧게 펴지는 원리를 안다.
동작의 연결 방법을 안다.

<표 2>의 3학년 학습은 매트운동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놀이 형태의 하나로서 친구 굴려
빨리 갔다 오기 놀이하기, 짝과 함께 구르기, 짝과 함께 등을 대고 함께 힘겨루기 등을 위한 알맞은 몸 모양과
여러 가지 놀이의 방법과 규칙 알기로 구성되어 있다. 5학년 학습은 잘 굴러가는 물체의 특징 알기와 몸 모양
이해하기를 통해서 앞․뒤구르기에 알맞은 몸 모양을 인지하여 옆으로 구르기, 제 자리에서 앞구르기, 장애물
넘어 앞구르기, 뒤구르기, 다리 벌려 뒤구르기, 연속하여 앞․뒤구르기, 연속하여 다리 벌려 앞․뒤구르기, 보조받
아 물구나무서기, 손 짚고 옆 돌기, 도움닫기 하여 손 짚고 옆 돌기, 선 따라 연속으로 손 짚고 옆 돌기의 올
바른 몸 모양과 방법 알기로 구성되어 있다.
3.

정의적 영역
매트운동의 정의적 영역은 심리적 불안감이 적으므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누구나 쉽게 목표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기에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3학
년, 5학년 매트운동의 정의적 영역은 <표

3>과 같다.

<표 3> 3학년, 5학년 매트운동의 정의적 영역
학년

3

5

교 육 내 용
◦ 매트에서 질서를 지키며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안전에 유의하며 운동하는 태도를 가진다.
◦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차례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안전에 유의하는 태도를 가진다.

◦ 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태도를 가진다.

<표 3>의 정의적 영역의 3학년 학습은 매트에서 질서를 지키며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며 특히 짝과
함께 구르기를 할 때에는 팔목, 손목, 얼굴 등에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서로 호흡을 잘 맞춰야 함을 강조하
며, 구르는 자세나 기술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매트를 접어 경사를 주거나 격려의 말을 통해 자신감을 주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하며 운동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5학년 학습은 앞구르기를 할
때 일어나지 못한 어린이는 앞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어 보조하고 도움닫기 하여 매트에
앞구르기 할 때에는 매트에 몸 전체가 “쿵”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다리 발려 앞구르기, 앞구르기를 할 때
에는 발끝이 바깥쪽으로 향하여 인대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장애물 없이 앞구르기를 할 때는 두꺼운 스펀지
매트를 이용할 것과 뒤구르기를 할 때 매트를 경사지도록 설치하여 쉽게 구를 수 있도록 하며, 손 짚고 옆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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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자는 친구의 발에 다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차례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참여하여 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하게 태도를 기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Ⅳ.

2007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매트운동의 교육내용 분석

2007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중 매트운동은 6학년 “도전활동”에 편성되어있다.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중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지식구조 방법에 의해서는 분석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존
재한다. 따라서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하여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장원 등(2008)이 제시한 문화
적 접근의 7가지 구성 요소인 명제적 내용, 서사적 이야기, 기능, 덕, 스타일, 판단, 제도를 기준으로 <표

4>와

같이 분석 할 수 있다.

<표 4> 개정 교육 과정의 매트운동 내용 분석
구성요소

명제적 내용

서사적 이야기

기능

덕

교

육

내

용

◦ 매트 등의 장비 ◦ 매트운동의 특성 및 효과 ◦ 회전운동의 원리와 방법 알기
◦ 손→뒷머리→등→허리→엉덩이→발의 순서로 앞구르기 방법알기
◦ 손→뒷머리→등→허리→엉덩이→두 발을 앞 옆으로 벌린다→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짚는다→매트
를 힘차게 밀어내며 일어나는 순서로 다리 벌려 앞구르기 방법 알기
◦ 엉덩이→허리→등→어깨→손→목→뒷머리 순서로 뒤구르기 방법 알기
◦ 엉덩이→허리→등→어깨→손→두 발을 양옆으로 벌린다.→목→뒷머리→두 손으로 매트를 밀어내
며 일어서는 순서로 다리 벌려 뒤구르기 방법 알기
◦ 신체의 여러 부위(한발, 두발, 두 손, 엉덩이와 손, 두발과 한손, 한발과 한손, 한발과 두 손, 두발
과 두 손, 엉덩이와 두 손)를 이용하여 균형 잡는 방법 알기
◦ 손과 머리를 매트에 대고 물구나무 서는 방법알기
◦ 물구나무 서는 방법알기(왼손 - 오른손, 오른손 - 왼손)
◦ 두 손과 한발 든다→ 두 손을 90°틀어 짚는다→발을 차올린다→다리를 벌려 물구나무 서기 자세
를 만든다→ 차올린 다리부터 선다는 순서로 손 짚고 옆 돌기 하는 방법 알기
◦ 매트운동 연기
◦ 매트운동의 유래알기
◦ 체조선수들의 매트운동경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고 느낀 점 발표하기
◦ 친구들의 매트 운동 연기 감상 및 발표하기
◦ 손짚고 앞구르기
◦ 다리 벌려 앞구르기
◦ 제자리에서 뒤구르기
◦ 다리 벌려 뒤구르기
◦ 신체 여러 부위로 균형 잡기
◦ 손과 머리대고 물구나무 서기
◦ 물구나무서서 버티기
◦ 손 짚고 옆 돌기
◦ 여러 가지 동작 연결하기
◦ 매트놀이에 대한 즐거움
◦ 동작 완성에 대한 성취감
◦ 동작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 동작 보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배양과 배려
◦ 차례를 지키는 규칙과 질서 기르기
◦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태도 기르기
◦ 어려운 동작에 대한 적극성 기르기
◦ 동작 연기에 대해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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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매트운동의 의미와 특성 이야기하기
매트운동동작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균형 잡기 동작을 창의적 표현하기
물구나무서기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하기
손 짚고 옆 돌기에 도전한 느낌 이야기하기

판단

◦
◦
◦
◦

신체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느낀 점 쓰기
체조선소들의 경기 동영상을 감상하고 느낀 점 쓰기
매트운동의 연결 동작을 표현할 때 중요시 할 점 쓰기
친구들의 매트운동 연기 모습 취재하기

제도

◦
◦
◦
◦
◦

심판선정
채점기준
점수기록
경기준비
매트운동경기방법

첫째, 명제적 내용(propositional

content)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매트 등의 장비에 관한 사
진과 삽화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동작의 기술에 대한 방법은 앞구르기에서 회전 운동의 원리에 따라 손 - 뒷
머리 - 등 - 허리 - 엉덩이 - 발의 과정 연결하기의 설명과 각 구분동작에 대한 설명, 뒤구르기에서 엉덩이 허리 - 등 - 어깨 - 손 - 목 - 뒷머리 연결하기 설명과 각 구분 동작에 대한 설명, 다리 벌려 앞구르기의 손 뒷머리 - 등 - 허리 - 엉덩이 - 두발을 앞 옆으로 벌린다 - 두 손을 허벅다리 사이에 짚는다 - 두 손으로 매트
를 힘차게 밀어내며 일어서는 연결하기의 설명과 각 구분 동작에 대한 설명, 다리 벌려 뒤구르기에서는 엉덩
이 - 허리 - 등 - 어깨 - 손 - 두발을 양 옆으로 벌린다 - 목 - 뒷머리 - 두 손으로 매트를 밀어내며 일어서는
연결하기의 설명과 각 구분 동작에 대한 설명, 균형 잡기에서는 신체의 여러 부위(한발, 두발, 두 손, 엉덩이와
손, 두 발과 한손, 한발과 한손, 한발과 두 손, 두발과 두 손, 엉덩이와 두 손)를 이용하여 연결하기 설명과 각
구분 동작에 대한 설명, 물구나무서기에서는 손과 머리를 매트에 대고 물구나무서기를 통한 개인 물구나무서
기의 연결하기의 설명과 각 구분 동작에 대한 설명, 옆 돌기는 두 손과 한발(왼발 혹은 오른발)을 든다 - 두
손(왼손 - 오른손, 오른손 - 왼손)을 90° 틀어 짚는다 - 발을 차올린다 - 다리를 벌려 물구나무서기 자세를 만
든다 - 차올린 다리부터 착지하는 연결하기의 설명과 각 구분 동작에 대한 설명, 매트운동의 연기는 배운 동
작을 연결하여 연기하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매트운동의 특성과 효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서사적 이야기(narrative)에는 매트운동의 유래 및 올림픽체조 경기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체조
선수들의 매트운동 경기 모습을 동영상, 친구들의 매트운동 연기를 보고 느낀 점 적어보기 등의 서사적 이야
기가 제시되어 있다.
셋째, 기능(skills)에는 매트에서 손 짚고 앞구르기, 제자리에서 뒤구르기, 다리 벌려 앞구르기, 신체 여러 부
위로 균형 잡기, 매트에 손과 머리대고 물구나무서기, 친구들과 보조하여 물구나무서서 버티기, 손 짚고 옆 돌
기, 여러 가지 동작을 연결하여 개인 연기하기 등의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넷째, 덕(virtue)에는 매트놀이에 대한 즐거움, 동작 완성에 대한 성취감, 동작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어려운 동작에 대한 적극성, 차례를 지키는 규칙과 질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태도,
동작 보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배려, 동작 연기에 대해 감상하는 태도 등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자신감, 적극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스타일(style)에는 매트운동의 의미와 특성 이야기하기, 매트 운동 동작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물
구나무서기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하기, 손 짚고 옆 돌기에 도전한 느낌 이야기하기, 균형 잡기의
다양한 동작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등 매트운동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연기하여 표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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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판단(judgment)에는 체조 선수들의 경기 동영상을 감상하고 느낀 점 쓰기, 신체 표현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 적어보기 매트운동의 연결 동작을 표현할 때 중요시할 점 쓰기, 친구들의 매트운동 연기 모습 취재하
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곱째, 제도(rule)에는 심판의 구성, 채점 방법, 점수 기록, 간이 경기 준비, 매트운동 경기 방법 등과 같이
매트운동에 관련된 제도 혹은 규칙들이 제시되어 있다.

Ⅴ. 초등학교 매트운동 교육 내용 분석의 문화적 접근 방법

Bruner의 지식구조라는 아이디어와 구성주의 영향을 받아 지식
구조의 원리를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과 과정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 나누어 제시하
여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정식, 2003; 이대형, 2003; 이용인, 이대형, 1998; 이종호, 이대형, 2000; 정우
식, 김정식, 1999).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교육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명제적 지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과정적 지
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Glasser(1984)는 지식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은 지식의 구조와 인지과정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O'Conner(1966)는 이론은 실기를 발전시키
고 이론은 실기를 수정하고 계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육에서는 명제적 지식과 함께 과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함을 논하고 있다.
명제적 지식에서 분석한 심동적 기능, 인지적 능력, 정의적 행동에 대한 핵심 및 하위 지식들은 과정적 지식
의 수업, 방법, 평가에 대한 내용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과정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을 구체화 시키는 방법
적 근거가 된다(김정식, 2003).
제 7차 체육과 체조활동의 매트운동 기능(앞․뒤․옆 구르기, 다리 벌려 앞․뒤구르기, 손 짚고 옆 돌기 등)들은
교사에게 복잡한 신체 기술의 이해, 기술의 전략적 관계, 역학적, 생리적, 운동 심리적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분명한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교사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매트 운동의 신체적 기능이나 전략들은
말로 설명하거나 시범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학습자의 명제적 지식은 나타난다.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른 과정
적 지식은 그 상황에 맞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보인 복잡한 신체적 기술의 수행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까지 지식 구조 모형은 Vicker의 분석들을 활용하여 지식 구조 분석을 위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능,
지식, 태도로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명제적 지식이 과정적 지식과 연결되는 운동 기능 요소 변인인 신체, 공간,
힘, 관계 요소를 추가하여 최종단계, 즉, 최하위수준에서 과정적 지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 1수준 : 지식 구조를 창의적으로 결정하는 수준의 단계(매트운동)
◎ 2수준 : 목표 영역을 결정하는 수준 단계이다. 1단계에서 결정된 매트운동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확
정하는 단계이다.
◎ 3수준 : 각 학문적 범주를 결정하는 수준 단계이다. 지식에서 매트운동의 배경 지식, 생리학적 지식, 역학
적 지식 등을 제안하고, 기능은 매트운동의 기술이나 전략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 4수준 : 두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지는 수준 단계이다. 매트운동의 심동적 기술 및 전략이 개개의 기술
과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 5수준 : 개개의 주요 핵심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매트운동에서 구르기, 서기, 돌기 등으로 나누어지
는 수준이다.
◎ 6수준 : 하위기술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구르기 등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체조활동과 관련된 연구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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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수준

: 대부분 이 단계까지 오면 앞구르기 등에서 손 짚기, 구르기, 착지의 구체적인 동작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 8수준 : 대부분 하위기술의 마지막 수준을 보여주는 단계로서 앞구르기에서 무릎과 가슴을 붙인다. 고개를
숙인다.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긴다. 등의 회전 운동의 원리를 이해․적용시키는 단계이다.
◎ 9수준 : 최하위 개념이 제시되며 정확한 교수를 위한 단계도 명제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이 만나는 단계
이다. 교수단서․피드백을 할 때 중요한 단서가 나타난다. 즉, 몸 모양, 힘, 공간 등을 어떻게 하라
는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몸을 둥글게 만들어라, 고개를 숙여라 등).
마지막 수준은, 성숙된 혹은 전문가적 능력을 나타내는 기술적 관점이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능숙한 교수를
위한 핵심적 요점들이다. 이 정보는 생체 역학 기능적 정보는 목표 기술 단계에서 목표를 기술하는데 사용되
고 기능을 분석하며, 정보 제공, 가치 판단에 관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체육과 교육과정 철학의 전환에서 운동 기능 중심의 체육 교육은 전인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학
생들이 상위 수준의 운동 기능을 배운다고 해도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다
고 하였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은 “신체 활동 가치”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직

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동기능 습득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구현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한국교육과정 평
가원,

2007). 이와 같이 개정 체육 교육과정의 변화에는 근본적으로 체육의 가치에 대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즉 체육의 문화적 가치가 대두되면서 체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
다. 체육의 가치를 건강이나 자아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로서 갖는 가치에 중점을 둔다.
문화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역사적 시간을 거쳐 형성되면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에 의해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받는다. 체육 활동의 가치는 바로 문화적 차원에서의 체육 활동을 의미하며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체육 활
동의 교유한 가치이다.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을 문화유산으로서 체육 활동에 입문시키는
것이다(최의창,

2010; Almond, 1989; Parry, 1988).

체육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문화로서의 체육은 공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MacIntyre(1984)가 제
시한 “사회적 실제”라는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체육 활동은 바로 사회적 실제인 것이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은 인류가 역사화 전통을 통해 가르쳐야할 “사회적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실제를 수성하는 요소로 MacIntyre는 내재된 가치, 탁월성의 기준, 전문적 기술, 덕
이라고 하였으며, Hong(1991)은 명제적 지식, 전문적 기술, 덕, 정서, 판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Meyer(1995)
는 명제적 내용, 서술적 이야기, 기술, 습관과 덕, 정서, 판단, 법률적 틀, 형이상학적 틀, 합리성의 양식, 취향
등이라 하였다.
서장원 등(2008)은 Meyer의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초등 체육을 구성하
는 요소로 명제적 내용, 서사적 이야기, 기능, 덕, 스타일, 판단, 제도의 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문화적 관
점에서 신체활동 가치를 강조하는 2007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본연구
의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적 내용이다. 명제적 내용은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에서 인지적 영역의 배경과 내용, 심동적 영역
의 기능과 전술, 정의적 영역의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체육 문화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며, 체조 활동의 고유한 개념이나 사실, 원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명제적 내용은 매트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방법적 지식을 말로 표현하여 객관화 시킨다는 점에서 공적인 특성을 가진다.
둘째, 서사적 이야기(narrative)이다. 서사적 이야기는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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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에 참여해왔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준다. 체육 문화를 배우고 입문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서사적 이야기를 배우고, 또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공적 전통으로서의 매트운동이 어떻게 발전 해왔고 어떤 목적과 기술 등을 가지는지, 어떤 인물이 어떤 일들
을 했는지 등의 서사적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뜻에서 역사적 안목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능(skill)이다. 기능은 매트운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리킨다. 체육이 다른
모든 교과나 활동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신체 활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
트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능은 다른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교과보다도 중요하다. 체육 문화에서 기능을
배제하고는 인간의 사회적 실제로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넷째, 덕(virtue)이다. 덕은 체육 문화를 보호하면서 체육 활동에 내재된 가치를 성취하게 하며, 매트운동의
본질이 왜곡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덕은 인간의 특질로서 덕을 가지고 행동할 때 매트운동에 내재된 가
치를 성취할 수 있으며, 덕이 없을 때에는 그 가치를 올바로 성취할 수 없다. 즉 덕은 체육 문화의 수행방식
및 인간관계에 관여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유지시킨다. 이러한 덕의 교육은 해당하는 활동에 부합되는 인격을
기르는 교육이 될 것이며, 체육 문화를 올바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스타일(style)이 있다. 일체의 의미 있는 행위나 발언에는 반드시 독자적인 스타일, 개인 특유의 어휘
나 사고의 방식이 반영되어 있듯이(Oakeshott,

1965), 체육 문화에도 각각의 독자적인 스타일, 사고의 방식, 취

향이 들어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매트운동의 정적인 영역의 공적 전통으로서 체육 문화를 배우는데 교육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 집단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느끼게 한다거나 스포츠 공동체의 규칙을
적절하게 수용하거나 그 활동에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판단(judgement)이 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표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 묵시적 부분을
가리킨다. 판단은 모든 지식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식의 한 구성요소이다(Oakeshott,

1967). 판단이라
는 요소는 명제를 작용하는데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활동의 목적이나 가치의 확장, 활동의 규범에 맞는 행동,
기술의 적용, 적절한 정서적 반응,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성취물을 평가하는 데에 모두 작용하는
보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트운동을 통한 판단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일곱째. 제도(rule)가 있다. 제도는 체육 문화가 다른 사회적 실제와 구별되는 활동의 경계를 제시해 준다.
이러한 제도는 매트운동의 규칙과 규범, 심판과 선수자격 등과 관련된 규칙 등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07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신체 활동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 교육내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운동기능 중심, 학문 중심, 과학 중심의 매트운동 지식구조 분석은 명제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 그리고 기능,
지식,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으로 문화로서 매트운동이 갖는 가치를 담아내기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초등 체육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준거로 하여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을
통해 실현시켜야 할 가치를 반영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하게 선정된 교육 내용들로 학
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학생들은 하나의 매트운동을 통해서 명제적 지식 교육, 서사적 이야
기를 통한 역사적 안목의 교육, 기능 교육, 덕의 형성을 통한 인격 교육, 스타일을 통한 정서 및 취향에 대한
교육, 판단적 교육, 제도 교육을 통한 규범 및 법률적 안목 등 체육 활동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
인 방식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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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문화로서의 체조 활동의 매트운동은 건강 및 신체 기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활동의 가치를 포
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은 운동기능 중심,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에 의하여 지식 구조가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문화로서 매트운동이 가지는 가치를 담아내기
에 충분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체육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 교육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트운동이 가지는 가치를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여 문화로서의 체조 활동에 입문시키기 위
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인 문화로서의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7차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이루어졌던 매트운동의 교육내용은

Bruner의 지식 구조 분석의 아이디어

와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명제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으로 분류되었으며, 학생들의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명제적 지식은 기능, 지식, 태도로 나누어 각 수준에 따라 분석되었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스포츠 기술(sports skill)습득”에서 “활동적인 생활 기술(active
life skill)발달”로 옮겨가는 세계 체육 철학의 변화에 따라 체육의 문화적 관점에서 신체활동 가치를 실현시키
고자 한다. 기능 중심의 과학적 체육을 지양하고 가치 중심의 인문적 체육을 지향한다.
즉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Bruner는 지식구조에서 기존의 입장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내러티브 사고를 강조했으며, 통합교육 측면에서도 수목적(arboreous) 지식이 아닌 리좀적
(rhizome)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매트운동의 교육내용 분석 시 문화적 관점에서 체육을 구
성하는 요소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명제적 내용, 서사적 이야기, 기능, 덕, 스타일, 판단, 제
도로 매트운동의 교육 내용을 구조 분석하여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방법, 교육평가의 일련의 교육활
동이 문화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체 활동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더 나아가 각각
독립된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스포츠 종목의 지식 구조, 즉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될 것이
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보지 못했던 체육의 다양한 가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 논문 접수：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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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he Mat Exercise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rough a Cultural Approach

Deok-Young Lee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he mat exercise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rough a cultural approach.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contents of
the mat exercises education in gymnastics activity for students in the third and fifth grades in the seventh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tic framework of the structure
of knowledge about physical education by Vicker as well as of the psychomotor, cognitive, and affective
areas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the knowledge structure by Bruner. Second, based on elements that
comprise physical education from a cultural perspective, the contents of the mat exercises education for
sixth graders in the 2007 revis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ere analyzed. Educational
content structure of physical education is propositional contents, narratives, skills, virtue, styles, judgment,
and rules.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results of the contents of the mat exercise educ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realize the value of physical activities while the purpose, methods and assessment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maintain consistenc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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