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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체육실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수업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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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육대학에서 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체육실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 주목하기(noticing)의 개념
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수업측면을 자문화기술지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
자의 수업일지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radley(1979)가 제안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학교수가 수업 중에 주목한 것은 첫째,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로 ‘이
해’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체험’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소통’의 단계에서 주목
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등이 도출되었다. 둘째,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에서는 개인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이해,
모둠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이해가 범주화되었다. 셋째,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은 축소형 게임 구안하기
와 원형 게임으로 환원하기로 범주화되었다. 넷째,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은 허용적 분위기의 조성과 긍정적․
구체적 피드백의 제공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다섯째,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에서는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 맥락 유지하기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연구는 체육실기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수자
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좋은 수업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자문화기술지, 학습활동, 신체활동, 주목하기

Ⅰ. 서론
수업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수업은 동시성
(simultaneity),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즉시성(immediacy)이 있으며, 비예측성(unpredictability)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창규, 2017에서 재인용). 교사의 수업 주목하기는 수업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구안된 개념
이다(Goodwin, 1994; Sherin, 2001).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 주목하기는 복잡한 수업의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수업상황으로 해석하며 수업활
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게 된다(Jacobs, Lamb & Philipp, 2010; Sherin, 2007).
그동안 진행된 수업 주목하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직 또는 예비교사들이 학생들의 사고에 적합하면서도 반응
하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과정에 대한 교사의 수업 주목하기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창규, 2017). 교사 수업 주목하기 프로그램 효과 연구들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분석한 전형적인 전략은 수업 비디오 클립들을 보고 반성하는 방법과 과거의 기록을 회상하도록 하
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비디오로 촬영된 자신이나 다른 교사들의 수업 일부 또는 전체를 본 다음, 주목한 것에 대
한 교사들의 비평이나 인터뷰, 집단토의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수업의 측면들을 코딩하고, 교사가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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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들의 각 범주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밝혀냈다(Frederiksen et al., 1998; Sherin & van Es, 2009; van Es
& Sherin, 2008).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외국 교사들은 교사의 교수법과 학생들의 지식과 사고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고창규,
2013; Kisa, 2013; Sherin & Han, 2004). 반면,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사들이 수업에서 주목한 내용을 보면 학
생들의 지식과 이해 그리고 탐구과정은 수업 전체의 0.8%정도에 그치고 있었다(고창규, 2014에서 재인용). 이러
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서구의 교사들과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수업에 주목하는 측면에서 학습자 측면의 지식과
사고 측면에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사의 수업 주목하기 연구들은 수업비디오를 보고 반성적
인 방법을 통해 교사들이 주목하는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실제적인 맥락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Russ & Luna, 2013: 289-290; Sherin, Russ & Colestock, 2011).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수가 자신이 진행한 ‘체육실기’ 수업에서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전개 구조1)로 운영된
체육실기 수업의 과정에서 주목한 내용을 수업일지로 작성한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대학 교수의 수업
에 대한 경험 내용이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 구조 속에 자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의 관점이 제시되더라도
수업비디오만큼 관점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비디오를 보고 반성적인 방
법을 통하여 교수자가 주목하는 방법은 연구자들이 실제 수업 맥락에서 벗어나 수업비디오를 대상화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비평하거나 인터뷰 또는 집단 토의를 할 때, 실제 수업에서와는 다르게
수업비디오를 해석하고 주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 교수가 자신의 실제 체육실기 수업에서 수업의 어떤 측면들을 주목하는지를
자문화기술지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 교수가 수업의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하는지를 밝히
게 된다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분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토대로 좋은 교수방법을 지향하는 부분에 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자의 관점에서 교수가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무엇을 보
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체육실기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2)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대학에서 체육실기 수업을 운영하는 연구자 자신이다. ‘나’는 1996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고, 14년 동안 주당 세 번의 체육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 현재
는 대학에서 ‘체육과교육론Ⅰ’, ‘체육교육실기Ⅱ’, ‘뉴스포츠로 즐기는 체육수업’ 그리고 대학원에서 ‘스포츠교육
학’을 강의하고 있다. ‘나’는 발령을 받고 초등 현장에서는 체육수업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수업을 운영해왔다. 특
히 체육수업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운영하였지만 교과서나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나’는 2013년 2월에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면서부터 그동안 진행한 수업 운영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더
이상은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수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즉 체육수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수업 방법은 없는지 등에
1)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전개 구조는 고문수·엄혁주·송지환(2015)이 『초등체육수업론』에서 제안하였고,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고문수, 2017) 연구에 적용되면서 태권도 수련생들의 인성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전개 구조는
목표중심의 수업운영과 평가를 지향하고, 교수자가 정한 수업목표가 수업의 결과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수업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문맥의 상황에 따라 ‘본 연구자’ 또는 ‘나’로 표현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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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고민하면서 자신의 수업반성과 성찰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결과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
는 체육수업을 진행하고자 2015년도에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 구조를 개발하여 2017년 현재까지 인성중심
체육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교육학 관련 이론 수업은 물론 체육실기 수업에서 수업 주목하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수업 주목하기 연구는 학생들의 사고에 적합하고 반응하는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고과정에 대한 교수자의 주목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2017년 6월 3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구기운동 관련 ‘체육교육실기’ 수업
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사용된 신체활동은 플라잉디스크, 킨볼, 컬링, 티볼, 플로어볼,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업을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 구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해’의 과정에서는 주어진 신체활동에 대한 역사와 문화, 수업목표 그리고 활동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활동 내용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였는지 이해여부 확인 발문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체험’의 과
정에서는 주어진 신체활동에 대한 리드업 신체활동으로써의 준비운동, 본 활동 그리고 정리운동의 과정을 거쳤
다. ‘나’는 학생들이 본 활동의 과정에서 활동 모습을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전략과 전술의 활용에 대
해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통’의 과정
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목표 및 활동과정 그리고 본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회성 신장의 요소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수업전개 구조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의 결과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체
육실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입, 전개, 정리’의 수업 흐름에서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전개 구조를 활용
하여 전개하였다. ‘나’는 그 과정에서 교수자의 내용전달과 학습자의 내용확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업의 과
정에 대한 연구자의 수업일지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일지는 수업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 수업경
험, 수업에서의 발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자의 수업일지는 ‘나’ 자신의 수업에 대한 경험이
나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의 요소가 포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3. 자료분석 및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Spradley(1979)가 제안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
면서 ‘이해, 체험, 소통’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패턴과 줄거리를 찾았다. 그리고 체육실기 수업에서 주목하는 수업
측면에 관한 핵심용어를 도출하여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 그리고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 등으로 범주
화하였다. 분류 분석에서는 소주제를 포괄하는 중간 분류 주제를 찾고, 계속해서 중간 분류 주제를 포괄하는 대주
제를 찾았다. 첫째,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로 ‘이해’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체험’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소통’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등이 나타났다. 둘째, 신체활
동의 운동 수행 동작에서는 개인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이해, 모둠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이해가 나타났다. 셋째,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은 축소형 게임 구안하기와 원형 게임으로 환원하기로 구성되었다. 넷째, 학생
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은 허용적 분위기의 조성과 긍정적․구체적 피드백의 제공 등으로 나누었다. 다섯째, 수업
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은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 맥락 유지하기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정독하면서 계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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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며 보다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원 자료는 연구참여자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 여
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스포츠교육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지속적으로 동료 간 협의를 하면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해나갔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육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체육실기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수업측면을 자문화기술지
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주목한 것은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 신체활동의 운
동 수행 동작,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 그리고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1.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
학생들은 2017년 3월부터 6월 3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두 시간동안 진행된 ‘체육
실기’ 강의에 참여하였다.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의 내용은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
한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의 흐름은 ‘이해, 체험,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1) ‘이해’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나’는 그동안 초등 현장에서 진행된 체육수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들은 운동장이나 체
육관에서 학습내용이나 수업목표를 안내하기보다는 그날 배울 운동기능을 설명한 후 바로 게임하기에 여념이 없
었다. 게임을 안내할 때에도 게임의 방법과 규칙 및 전략과 전술의 실행이나 게임에 필요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한 차시의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신체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키는
데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나’는 위의 상황에 주목하여 수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신장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그날 강좌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및 생각에 주목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이해의 단계에서 다음을 주목하였다.
(1) 티볼이 만들어진 배경과 티볼의 장점을 질문하기, 티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티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지
등을 질문하기
(2) 티볼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질문하기
(3) 티볼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로 구분하여 질문하기

(1)은 티볼을 배우기 전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티볼이 무엇인지, 티볼을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주목하였다. 또한 티볼이 초등학교 5학년 필드형 경쟁 활동에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정당성 등을 이해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티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티볼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의창(2007)이 ‘하는 것’과 ‘아는 것’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신체활동
이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유사하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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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인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체험활동과 간접적인 체험활동의 통합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5).
(2)를 보면 티볼 게임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몰라 할 경우를 대비하여 (3)과 같이 질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재 진술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티볼게임을 잘하는 것의 관점을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로 분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의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음을 대비하여 짝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또래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기다
려준 점에서 학생들이 이해와 생각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고창규, 2017; Brodie, 2011; Lau, 2010;
Richards, 2013; Sun & van Es, 2015).
2) ‘체험’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나’는 그동안 체육수업이 ‘도입, 전개, 정리’의 수업 흐름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대
안으로 ‘이해, 체험, 소통’의 수업전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문수, 2015, 2017). 여기서 체험
은 기존의 수업전개 구조의 단계 중 전개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체험 단계는 준비운동, 본 운동 그리고 정리운
동의 내용이 포함된 단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체육수업에서는 전개의 단계에서 그날 배울 내용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거나 게임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곤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체험의 단계에서 제시한 준비운
동과 정리운동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체험의 단계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
정하고, 체험의 단계 중 그날 배워야 하는 ‘본 활동’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을 탐색하였다. ‘나’는
학생들이 본 활동에서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위한 게임 방법의 이해 여부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와 생각에
주목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플라잉디스크를 활용한 디스크 골프 체험의 단계에서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디스크 골프를 하는 방법과 모둠원들과 함께 여섯 개의 홀(hole)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 등을 질문하기
(2) 가까운 거리의 디스캐쳐(목표물)와 먼 거리의 디스캐쳐를 향해 디스크를 던지는 방법을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질문하기
(3)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몸의 무게 중심과 손의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기

(1)은 학생들이 디스크 골프에서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동반자(모둠원)와 정해진 홀에서 디스
캐쳐(목표물)를 향해 디스크를 던질 때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누가 먼저 던져야 하고, 누가 나중에 던져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주목하였다. 학생들이 첫 번째 티샷을 하고 나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하여 플라잉디스크를 목표물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럴 경우 뒤에서 던지는 또 다른 학생의 디스크에 부딪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디스크를 목표물을 향해 던지는 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2)는 학생들이 디스크를 목표물에 정확히
안착시켜 홀 아웃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려는 취지에서 학생들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발문이다. 가까운 거리의
목표물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허리의 회전 없이 몸 앞쪽에서 가볍게 던질 수 있도록 하고, 먼 거리의 목표물에 가
까이 접근시키거나 홀 아웃하기 위해서는 허리의 회전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것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3)
은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두도록 하고, 디스크의 그립을 잡
은 손의 모양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안내하기 위해 주목한 내용이다. 학
생들은 신체활동에서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이 의미 있게 다
가가기 위해서는 체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질문이 중요하다.
교사의 질문은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user & Griffey,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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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의 단계에서 주목한 이해의 내용과 생각
본 연구에서 소통은 기존에 활용된 학습활동 정리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체육수업을 보면
학습활동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수업을 마무리하기보다는 그날 배운 수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의견 정도를 물
어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예’ 또는 ‘아니요’ 정도로만 확인하였다. 즉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오늘 수업에
서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정도의 발문이 오고갈 뿐이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해당 차
시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및 학습자의 참여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소통에서는 이해의 단계에서 제시한 수업목표와 학습 활동 안내, 체험의 단계에서 제시한 수업목표
에 따른 해당 차시의 기본 기능 익히기 및 간이 게임이 일관성 있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
으로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및 생각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티볼, 디스크골프, 컬링, 플로어볼
등의 뉴스포츠 활동과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의 구기운동을 활용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신체활
동 중 본 연구자가 축구형 게임 수업의 소통 단계에서 주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구형 게임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공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질문하기
(2) 축구형 게임에서 패스와 드리블을 해야 하는 이유와 상황은 언제였는지 질문하기
(3) 축구형 게임에서 공격 또는 수비를 할 때 가장 잘 된 점과 안 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기

‘나’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답하는 반응을 줄이고, 수업목표와 학습한 내용이 일관성을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소
통의 단계에서 발문에 주목하였다. (1)은 축구형 게임의 목표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수업에
서 배운 기능을 상황에 적절히 적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예’ 또는 ‘아니요’ 형의 답
에서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면서 수업목표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
응을 보였다. (2)에서 보면 학생들이 공격을 할 때 수비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응
을 확인하고 게임 상황에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3)
은 축구형 게임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여 긍정적인 측면은 지향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지
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
신체활동에서 운동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게임 활동에서 혼자 잘
했을 때에도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고, 모둠원들과 협력하면서 운동기능을 발휘했을 때에도 높을 성취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 중 개인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모둠별 운동기능의 수행 측면에
주목하였다.
1) 개인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이해
한 학생이 플로어볼 게임에서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다가 그만 여러 명의 수비수에 가로막혀 바로 공
을 빼앗겼다. 그 학생은 짜증을 냈고, 다른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왜 짜증을 낼까?’ ‘가까이에 다른 공격수가 있었는데, 왜 혼자서 드리블을 하면
서 상대 진영으로 들어갔을까?’ 등을 말이다. 신체활동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운동 기능이 잘 발휘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다만, 운동수행의 과정에서 상황별로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자가 개인별 운동기능의 수행에서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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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비수가 드리블 하고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농구공을 어떻게 드리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2) 농구형 게임에서 자신이 역할 수행을 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질문하기

(1)은 학생들이 수비수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드리블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
한 질문이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바닥에서 튕겨져 올라오는 농구공을 드리블을 하면 체공시간이 길어져서
상대방에게 빼앗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적절한 질문이다. 하지만 대
부분의 학생들은 체공 시간을 길게 갖는 드리블을 지속하고 있었다. 주변의 수비수들을 살피기보다는 농구공만을
보면서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곤 하였다. 학생들은 운동수행의 과정에서 제공된 발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게임의 상황에서 기본 운동기능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기능 익히기 따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 따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게임의 상황 속에서 기능을 익히기보다는 기능은 기능대
로, 게임은 게임대로 운영하다보니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는 (1)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다. 학생들이 공을 잡거나 던질
때 집중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다면 공을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에
서 혼자 드리블을 할 수 없을 때 모둠원에게 공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이 주목
해야 하는 것은 혼자보다는 두 명이, 둘보다는 여러 명이 동시에 공을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한다면 훨씬 효율성
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모둠별 운동기능의 수행과 이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경쟁 활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가? 아마도 혼자서 기본 운동기능을 발휘하여
게임에 참여하기보다는 모둠원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는 모둠원들이 잘하
는 학생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과도 서로 소통하면서 경쟁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
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모둠별 운동기능의 수행에서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친구들과 함께 공을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하였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① 모둠원들과 협력을 잘하
는 학생에게 먼저 질문한다. ② 모둠원들과 협력하기보다는 혼자서 기본 기능을 발휘하는 학생에게 질문한다.
(2) 모둠원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1)은 경쟁 활동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질문이다. 먼저
(1)의 ①에서 교수는 모둠원들과 협력할 잘하는 학생에게 질문하여 협력을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듣고 학생들로 하여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인다. 또한 (1)의 ②도 혼자서
기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경쟁 활동에서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둠원들과 서로 협력하면
서 경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포함된 질문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 기능이 좋다
보니 혼자서 성공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의 ② 질문은 (1)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행해진 질문이
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모둠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내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질문의 성격이 강
하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1)과 마찬가지로 경쟁 활동에서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를 실수
가 나타나더라도 친구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면서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
기 위한 질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실수를 하였을 때 비난의 대
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인해주기를 바라면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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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격려보다는 질책하곤 한다. 이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2)와 같이 질문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실수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게임의 분위기를 긍정
적으로 만들고 팀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체활동으로 디스크골프와 컬링은 도전활동이고, 나머지 신체활동은 경쟁 활동으로 구성
되었다. 이중 경쟁 활동은 게임에 참여하면서 상대와 능력을 겨루는 경쟁의 과정을 체험하고 규칙을 지키며 팀원
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교육부, 2015에서 재인
용). 경쟁 활동 중 영역형 경쟁 활동은 상대 구역으로 이동하여 정해진 공간에 공을 보내 득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형 경쟁 활동은 네트 너머의 상대가 받아넘기지 못하도록 공을 보내 득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게임을 수행하며 팀원들과의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또한 모둠원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빈 공간을 활용해
야 게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확보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게임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
의 활용과 모둠원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축소형 게임(small sided physical activity)3)을 구안하
여 운영하였고, 원형 게임으로의 환원 수업을 운영하여 게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축소형 게임 구안하기
학생들을 게임수업을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게임수업에 참여하고 난 후부터는 게임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들이 등장하곤 하였다. ‘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왔다. 그 결과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
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교실수업의 탈출구로 체육수업을 원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얻게 된 체육활동을 하다 보
니 또 다른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경쟁 활동에서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체육활동에 대해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체육활동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의 진술 내용에 관심을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구에서 축소형 게임을 구안하였
다. 축소형 게임은 원형 게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은 인원수의 학생들이 게임 활동에 참여하면서 참여
의 기회를 확보하면서 게임의 전략과 전술을 익히기 위한 형태의 게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가 축소형 게임에서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에게 농구의 축소형 게임의 활동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기 ①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하고 학습지의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2) 원형 농구 게임에서 공격자와 수비수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기 ① 원형 농구 게임에서 공격자들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② 원형 농구 게임에서 수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1)은 학생들이 그날 배워야 하는 농구의 축소형 게임의 내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동안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말로 설명을 하고 과제를 제
시하다보니 학습자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의 질문 내용은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게임에서 공격자의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축소형 게임은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의 소속감을 증대하기 위해 작게 치우친 게임으로 게임수업에서 이야기하는 변형
게임 및 리드업 게임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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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해야 하고, 수비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미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응을 고민한 것과 고민하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축소형 게임은 공격수와 수비수의 인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역할
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바로 이해할 수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구의 축소형 게임은 원형 농구
게임으로 공격수는 5명(또는 4명)이고 수비수는 1명(또는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격수가 수비수를 피해 누구에게 공을 보내야 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4대 2의 축소형
농구 게임도 5대 1의 게임과 마찬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5대 1의 축소형 게임을 4대 2로
바꾸어 활용한 것은 학생들이 빈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동료에게 패스하여 협
력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한 부분이다.
2) 원형 게임으로 환원하기
학생들은 농구 게임에서 축소형 게임을 통해 빈 공간은 어디인지, 공격자들이 수비수의 움직임에 따라 어디로
공을 패스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농구형 게임을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만, 축소형 게임과 달리 원형 게임은 학생들이 농구형 게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공격수와 수비수가 동등한 인원으로 구성된 원형 게임에 참여하면서 드리블, 패스, 공격 그리고 수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원형 게임의 수행에서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형 게임에서 공격자가 골을 넣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①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공격수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② 같은 편 공격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수비자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고 목표물 가까이로 이동하여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나’는 학생들이 체육실기 수업에서 축소형 경쟁 활동을 통해 게임의 전략과 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형 게임으로 환원되었을 때, 게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의 경우는 축소
형 게임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원형 게임에서 공격수의 움직임을 바르게 이해하는 측면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
였다. 학생들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토해내곤 하
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1)의 ①과 같이 공격수는 수비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수비
수의 움직임에 따라 공격수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질문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1)의 ②는 공격수와 수비수와의 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명의 공격수가 제3의 공격수와 수비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여 움직이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였다.
(2)는 공격수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발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격수가 수비수를 피해 목표물
에 슛을 하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필요한지, 패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질문으로 보인다. 이러
한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축소형 게임과 달리 원형 게임에서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
‘나’는 체육수업실기에서 학생들에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
였고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운동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은 격려를 받을 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질책을 받거나 무관심을 받을 때 활동
에 소극적인 참여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나’는 학생들에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통해 수업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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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였고, 긍정적․구체적 피드백을 통해 운동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 허용적 분위기의 조성
수업분위기는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천택, 2015). 긍정적 분위기는 학생들의 수업을
조장하는 반면 부정적인 분위기는 소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끈다. ‘나’는 체육수업실기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데 주목하였다.
(1) 이해단계에서 수업참여 분위기 조성하기 ① 구기운동 종목의 역사나 문화 및 특성을 안내하는 단계에서 삽화나 이야
기 자료를 학습지로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②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인한다. ③ 학생들
의 대답에 대해 격려하는 박수를 유도한다.
(2) 체험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나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지원하기 ① 게임이나
신체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준다. ② 기본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방
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③ 모둠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거리나 높이를 달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한다.
(3) 소통단계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대답을 한 학생을 격려하고, 대답을 못하는 학생은 단서를 주어 대답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기 ① 축구형 게임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축구형 게임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에게는 공격수와 수비수의 역할 등 힌트를 주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소극적인 참여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면서 격려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격려와 단서를 제시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은 주로 도입단계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단
계를 이해단계로 수업구조를 변경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해당 차시에서 배워야할 내용을 도입하는 것
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 체육활동은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신의 생각을 신체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2)에서처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체육과는 특히 한 번 경험한 부족함은 또 다른 부족함의
원인이 되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구기운동은 대부분 협력활동이 많기 때문
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서로 어울려서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익한 측
면이 있다. (3)의 경우 ‘나’는 수업의 마무리에 단계에서 그날 배운 내용들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 ‘나’는 수업목표로 제시한 내용이 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목하였다.
2) 긍정적․구체적 피드백의 제공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운동 수행의 결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문수·엄혁주·송지환, 2015; 손
천택, 2015). 즉 학생들이 신체활동에서 수행해야 할 최종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교사가 제공하는 언어적 또는 동
작의 표현을 의미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구기운동 수업에서 학생들의 운동수행 동작을 가르쳐주기 위해 긍정적․
구체적 피드백의 제공에 주목하였다.
(1) 디스크골프 수업에서 백핸드 드라이브로 플라잉디스크 던지는 동작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기 ① 철호야, 목표물을 보
면서 플라잉디스크를 잘 던졌다. ② 민수야, 허리 회전이 좋았어.
(2) 가까이에 있는 동료에게 축구공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주기 ① 발 안쪽으로 잘 찼어. ② 디딤 발을 잘 놓았어.
(3) 배드민턴 게임을 위해 드라이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제공하기 ① 몸 앞쪽에서 잘 쳤어. ② 배드민턴 라켓의
높이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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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생들의 운동 동작에 대해 긍정적․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피드
백은 일반적인 것보다 구체적일 때 활동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서 ‘나’는
학생들이 운동 수행에서 잘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1)은 디스크 골프를 하는 과정에서 플라
잉디스크를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던지는 동작을 강화하여 추후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와 (3)에서도 동작의 수행에 대해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주었고, 어떤
것이 잘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작이 잘 되었으니 다음에도 그러한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학생들이 운동 수행 동작에서 잘 된 점과 그 점에 대해 칭찬을 받는다면 그 동작을 지속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긍정적․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한 것은 학생들의 동작
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5.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
수업의 방향키는 바로 수업목표이다. 하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하다보면 수업목표가 없는 수
업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목표의 설정은 물론 수업내용과 학습활
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때 수업의 흐름이 필요하다. ‘나’는 체육실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분명히 제
시하였고, 수업목표에 따른 교수․학습 맥락을 유지하는 데 주목하였다.
1)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수업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생들에게 해당 차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 수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배울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은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구기운동 수업에서 수업목표, 즉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1)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배울 주제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① 오늘 강의 주제를 보니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요? ②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2)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안내한다. ① 기본 운동기능을 게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② 축소형 게임
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1)에서 ‘나’는 그날 배울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수업목표를 제
시하기보다는 학생들도 수업에 대해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체육실기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2)에서 보는 것처럼 수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 내용을 안내하는 데 주목하였다.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의 과정에서 기본 운동 기능을 수업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수업목표와 축소형 게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일관성 있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
하였다.
2) 교수․학습 맥락 유지하기
교수․학습의 출발은 바로 수업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업목표가 바르게 설정이 되었다면 교수․학습의
방향은 보다 쉽게 설정되어 운영될 수 있다. ‘나’는 체육실기 수업에서 수업목표에 따른 교수․학습 맥락을 유지하
면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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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할 내용과 활동을 생각하기 ① 팀 활동 수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②
모둠원들과 협력하기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학생들이 신체활동에서 협동하기 위해 노력하기 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② 모둠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체육실기 수업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수업목표와 수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깊이 고민하였다. (1)은 바로
수업목표와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내용이다. 수업목표가 팀 활동일 경우 학생들이 모둠원들과 협력하면
서 수업 참여를 이끌기,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의 ①과 ②의 내용은 (1)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팀 활동 수업에서 협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
었을 경우, 자신의 역할과 모둠원들의 역할을 상기하도록 하여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이 일관성 있게 맥락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자신의 체육교육 실기 수업을 운영하면서 주목한 내용은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 그리고 수업
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업 주목하기가 지니는
의미를 말하고, 수업 주목하기의 성과를 선행연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논의하였으며, 수업 주목하기에서 찾지 못
한 이야기의 언급을 통해 향후 방향을 제언하였다.

1. 수업 주목하기를 말하다
교사는 수업을 하고 교수는 강의를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
하여 수업 주목하기의 구체화 내용이 무엇인지가 탐색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는 수업 주목하기
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창규, 2010, 2017; Rodriguez,
2013; Russ & Luna, 2013; Sherin et al., 2008). 하지만 체육학 분야에서는 이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수자들이 자신의 교수학습에서 초점을 갖고 가르치는 부분에 낮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 주목하기(teachers’ in the moment noticing)는 한 차시의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은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고,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좋은 수업과 의미 있는 수업은 수업모형이나 교수스타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한
다. 이것보다는 자신의 40분 단위 수업, 50분 단위 수업의 구조를 파헤친다면 보다 쉽게 좋은 수업과 의미 있는
수업에 대한 방향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업 주목하기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하나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비디오를 보면
서 반성적으로 성찰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 중 비디오 캡처를 통한 교사의 주목하기 연구로 나눠진다. 이
두 연구는 모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실제 수업장면에서 교사가 순간순간 주목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들이다(고창규, 2017에서 재인용). 이 연구들은 교사의 시선과 일치할 수 있도록 모자나 안경에 장착
할 수 있는 소형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였다. 먼저 수업 중에 교사로 하여금 관심이 있는 수업장면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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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녹화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클립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다음 사후 인터뷰를 통해 교사에게 수업 중에 그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교사의 선택 기준을 통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주목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교사 수업 주목하기의 두 가지 흐름의 연구들은 대체로 Frederiksen과 그의 동료들이 제
시한 교수방법(pedagogy), 수업분위기(climate), 학생들의 사고(thinking), 수업관리(management) 등의 네 가
지 주제들을 기본 분석 범주로 삼아 교사가 수업에서 주목한 것을 분석하였다(Frederiksen et al., 199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rederikse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자
문화기술지를 통해 자신의 체육실기 수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 그리고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교수․학습의 내용 중 학습자 이해를 위한 노력, 학습자의
운동 수행과 전략의 실행, 교수자의 학습자 지원 그리고 체육수업의 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흐름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상이함을 보인다. 본 연구의 수업 주목하기 연
구에서 드러난 성과는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 측면이 의미 있게 도출되었고,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흐름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체육학 분야에서 수업 주목하기 연구는 기존의 틀과 맥
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선행연구를 확산시키는 것 이외에도 움직임이 제공되는 신체활동 수업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체육수업에서의 수업 주목하기 사례들이 다양하게 연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수업 주목하기의 성과를 논하다
본 연구에서 수업 주목하기를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의 핵심은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습자 이해, 학습자의 신체
활동에서의 운동 수행과 전략의 실행, 교수자의 학습자 지원 그리고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수업의
흐름 등이 도출되었다. 교수자는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였고,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맥락 구성을 중요시하였다.
첫째, 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의 이해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전개 구조는 ‘이해, 체험, 소통’이다. ‘이
해, 체험, 소통’은 과거에 수업의 흐름으로 제시되었던 ‘도입, 전개, 정리’의 흐름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는 각각
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었다. 그동안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이 수업의 흐름 또는 단계를 의미하였다면 ‘이해, 체험, 소통’의 과
정은 수업 내용 중심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체육수업이 다른 교과와
달리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이해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의 운동수행 동작이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운동수행 동작
과 모둠별 운동수행 동작 모두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동작과 모둠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교수자가 수업 중에 지식과 이해 및 생각의 실질적인 내
용에 주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신체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및 생각
을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업 중에 교수자가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에서 개인활동이 필요한지 또는 모둠활동이 필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기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학생들
로 하여금 개인별운동 수행 동작과 모둠별 운동수행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답을 학생들이 정확하기 알고
대답하느냐를 확인하는 데 주목한 것은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및 생각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의 운동 수행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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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체육실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수업측면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창규, 2017; Mehan, 1979).
셋째, 신체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이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경쟁 활동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행의 중요성
을 알고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축소형 게임과 원형 게임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경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경기수행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교육부, 2015). 학생들이 경기수
행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경기 수행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축소형 게임과 원형 게임활동이 활용되었다. 축소형
게임은 학생들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많기 때문에 공격수는 수비수를 피해 공을
전달하거나 빈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수비수들도 공격수
의 진로를 미리 예상하여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끝나면 바로 원형 게임활동을 하게 된다. 원형 게임은 축소형 게임의 확장이기 때문에
축소형 게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활동에서 적용해보면서 자신의 움직임과 전략을 게임에 활용해 볼
수 있다. 즉 축소형 게임의 경험이 원형 게임 상황에서 전략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활동을 운영할 때에는 축소형 게임과 원형 게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격려와 피드백 제공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을 격
려하면서 수업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수업 주목하기 연구와도 일치되는 부분이
다(고창규, 2013, 2017; Lau, 2010; Levin, 2008; Richards, 2013). 수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격려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켜주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이끄는 원동력이
다. 특히, 격려는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다(고창규, 2017). 또한 격려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는 것은 허용적인 분위기이다. 학생들은 수업분위기의 상황에 따라 활동을 지속하기도 하고, 활동을 멈추기
도 한다(고문수․엄혁주․송지환, 2015).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신체활동 수업에서 격려와 허용적인 분위기의 조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업목표와 교수․학습의 일관성 있는 운영이다. 수업목표는 수업의 전반에 흐르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수업을 보면, 수업목표는 목표대로 설정하고, 신체활동은 신체활동대로 운영하면서
목표와 괴리된 수업이 운영되곤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수업의 일관된 맥락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하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학습할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업목표를 제시하였고, 수업목표가 신체
활동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맥락을 유지하는 데 주목하였다. 수업이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이
통합성을 갖고 진행될 때 학습자의 성취는 수업목표의 구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수업 주목하
기 연구에서는 Russ와 Luna(2013)가 밝힌 바와 같이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사가 주목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면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철학과 관심사가 내재된 교사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수업 주목하기에서 찾지 못한 이야기를 언급하다
본 연구는 대학 교수의 수업 주목하기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가를 자문화기술지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업을 진행한 대학 교수의 수업일지를 토대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주
목하는 측면을 분석하였다. 수업 주목하기가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업
주목하기에서 찾지 못한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수업주목하기 연구는 소수의 교수 또는 교사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다. 수업이 무엇이고, 수업의 결과

고문수

159

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연구할 수 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체육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학습자의 움직임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기 때문에 교수자
들이 수업에서 주목할 내용은 더 많다고 본다. 교실수업과 달리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구현되는 체육수업에서
교수자들이 수업에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게 된다면 체육수업의 지식은 더욱 확장될 수 있고, 좋은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수 또는 교사들이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이해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수업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다. 다만, 체육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체적 활력을 가져오고 인
지적 사고를 촉발하며 학생들이 정서의 표출할 수 있는 리허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체표현을 하는지를 학생들의 관점에서 주목한 연구
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체육수업이 실기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론수업도 있고, 감상수업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수업
측면에서 교수자의 시작차례-학생의 대답차례- 교사의 평가 및 피드백 차례의 상호작용 계열로 구성되는 수업 담
화분석을 통하여 교수자들이 수업과정에서 주목하는 측면들을 분석하게 된다면 체육수업의 현상을 이해하고, 교
수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주목하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수업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할 수 있다. 교수자들이 할 거리가 있는 체육수업, 의미 있는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즉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출발점
이 바로 수업 주목하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체육실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수업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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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spect of the class which primary preschool teacher notice in the
process of ʻphysical education practical classʼ
Ko, Moon-Soo(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aspect of classroom education which is noticed in the
process of running the class based on the concept of noticing in the process of classroom teac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rea and the classification analysis
proposed by Spradley (1979),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 this study was noticed during the class. First, contents and thoughts of understanding,
attention and attention from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the contents and thoughts of understanding
that were noticed at the stage of 'communication' were derived. Second, the perform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individual motor functions and the perform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motor
functions of the group were categorized in the motor exercises. Third,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y and
tactics in physical activity was categorized as reduction game and round game. Fourth, students'
encouragement and feedback were categorized by creating a permissive atmosphere and providing
positive feedback. Fifth, Consistent management of instructional objectives and teaching and learning were
categorized by understanding contents and maintaining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 This study will help
teachers understand the factors necessary to maintain a good flow of classe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ss of practicing physical education.

※ Key words : autoethnography, learning activities, physical activity, not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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