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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Girl’s Sports Club and 
Activation Plan of Elementary School Girls' Participation in 
P.E.

서론

초등교육에서의 체육교과의 방향과 역할은 신체활동

을 통하여 체력 및 운동 능력을 기르고 자신과 세계를 이
해하며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어, 건강하고 활
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과 함께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SMOE, 
2011). 이렇게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한 체육교과에 대한 초
등학생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신체적 발달 단계 상 충
만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도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발달에 고르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부분

은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체육교과의 명확

한 장점이 있다. 교과 선호도에 관한 질문에서 체육이 1, 2
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에서 알 수 있는 과목에 대한 흥미

도가 그것이다.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또 무용

실에서 다른 교과와 다르게 신체를 마음껏 움직이면서 활
동할 수 있는 체육교과의 특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

이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흥미도

와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수

업을 기피하는 초등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여학생

의 경우에 그런 경향을 보이는 일이 많은데, 남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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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7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sports club and P.E cla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teaching essay.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writing, coding, and subject discovery processes. 

RESULTS First, elementary school girls participating in sports clubs are follow friends or sports, start to love it,  I 
want to win but I am trembling and scared. Second, elementary school girls participation factors in sports club is 
our own azit, cooperative participation of boys, and time without criticism. Third, based on the participation fac-
tors of sports clubs, the sports education model was proposed as a way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in the physi-
cal education class for girls. And the sports education model should include season operation, student-centered 
participation, festival for all students. 

CONCLUSIONS Elementary school girl's participation in sports club starts with following friends, interests in 
sports and goes to attachment and desire to win, fear. And girl’s sports club need their own azit, cooperative 
participation of boys, activity time with criticism. These suggest that sports education model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for activating girls participation in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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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다소 부족한 운동 기능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

마저 저하되는 경우(Bae et al. 2005)를 비롯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르기 보다는 공 던져주고 자유 시간을

주거나(아나공 수업) 기후 및 수업 환경의 영향에 따른 참
여의 어려움(Yang, 2003) 같은 요인들 때문이다. 

이처럼 여학생의 체육수업 기피 경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 비율이 14%에 이르거나(Williams 
& Gill, 1995), 중학교에 올라간 여학생의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경험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이며, 자신감 또
한 적게 나타나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Greendorfer, 
1992; Walling & Martinek, 1995). 

여학생의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현상

은 남성 중심적인 체육 문화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심리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Casey, Eime, Payne & Harvey, 2009; 
Dwyer, Allison, Goldenberg, Fein, Yoshida & Boutilier, 2006; 
Shen, Rinehart Lee, Mc Caughtry & Li, 2012). 이는 단순히 과
목에 대한 흥미도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초 체력 향상을 통한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체육이며, 한 사람의 삶에서 평
생체육의 기틀을 다져가는 단계는 바로 학교체육이다. 평
생체육의 습관화를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단계에서 여학

생들에게 생겨나는 체육 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경감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학교체육이 꼭 해결해

야 할 과제이다(Robert & Steven, 2002; Yoo, 2004).
이러한 과제를 앞에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평생체육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
난 2007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제도를 기획하여 운영하

고 있다. 올해로 운영한 지 10년째가 되는 학교스포츠클

럽 제도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서울특별시 기준 
2008년도 2개의 시범 종목이 2016년 13개의 지정종목으로 
확대되어. 전국 규모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매년 열리

고 있다(SMOE, 2016). 
학교스포츠클럽은 교내에서 실시되는 교육활동으로

학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교내에 많은 학생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CDC, 2002).
이에 더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제도 내에 인성실천클

럽과 여학생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여학생 스포츠클럽 사업은 일반 스포츠클럽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여학생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은 남학생 없이 여학생만 모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정과체육시간에 느껴보지 못한 경
험을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스포츠클럽 참여사례에 대한 연구는 많
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Youn, 2013; Oh, 2015; Kang, 
2016;). 최근 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Kim & Kim, 2017;) 등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여학생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

화 방안은 연구동향 분석 정도의 연구(Kim, 2017;)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학생 체육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Birgitta Fagrell,; Ha-
kan Larsson & Karin Redelius, 2012; Tylor, Hughes & Koufaki, 
2013)와 같이 여학생 스포츠클럽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

고, 스포츠클럽 참여의 긍정적인 요소를 체육수업으로 연
계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스포츠클럽참

여 모습을 관찰하여 참여 요인을 밝히고, 이와 연계한 여
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자는 A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
재 평등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경력 4년차의 교사로, 
지난 2년간의 교과전담교사 기간 동안 체육교과 지도 및 
다수의 교내 스포츠클럽을 지도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고 있는 A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

럽(여자배구팀)을 지도한 것은 교육대학교 재학 시절 배
구 동아리를 통해 학부 시절동안 배구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졸업 후 현장교사가 된 이후에도 
사회인 배구대회에 출전하면서 선수와 지도자로서 끊임

없이 배구에 대한 소양을 쌓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는 A초등

학교 학교스포츠클럽(여자배구팀) 참가학생 20명 중에

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에 의해 7명을 선정하였다. 

먼저 운동기능에 따라 체육수업 체험 경험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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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토너먼트 출전 ③정과체육 간이배구 리그 진행의 3가
지 주요 스케줄이 끝날 때마다 1회씩 총 3회 실시하였으

며, 그룹면담 이후에 2학기에 필요에 따라 개인 면담을 일
부 연구 참여자에 대해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면담 질문

지는 아래 <Table 2>과 같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집단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의 의사소통과 행동을 비롯하여 연
구자 자신의 경험을 자료로써 수집하는 방법이다(Kim, 
2012).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여자배구팀

을 지도하여, 대회에 인솔하고 체육수업시간에 관찰한 연
구 참여자들의 행동들을 기록,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도일지는 연구자가 여자배구팀 지도시간 및 체육수

업 시간에 간이 배구를 지도하면서 연구자 자신의 인식

변화나 느낌 및 의미 있는 사건과 그에 대한 고찰을 기록

해놓은 일지를 의미한다. 주로 훈련 지도와 수업에 대한 
반성적 접근을 통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자료분석

반구조화 면담을 바탕으로 수집한 심층 면담 자료는, 
면담 내용을 MP3로 녹음 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문
서 파일로 전사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참여 관찰 일지 
및 지도 일지는 또한 워드프로세서로 문서화하여 자료화

하였다.
자료 분석은 전사, 코딩(주제별 약호화), 주제 발견의 3

단계를 거치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Creswell, 

달라진다는 점(Portman, 1992; Kim, 2003)을 고려하여, 객
관적인 운동기능의 지표인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등
급별로 고르게 연구 참여자 후보를 선정하여 다양한 체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연구자

와 2년 동안 체육을 비롯한 여러 교과 수업을 함께 함으로

써 래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
러내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되는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의사 표현 능력이 다소 부족한 초등학생의 특징을 고

려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럼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같
은 반 학생들을 같은 그룹으로 하여 2개 그룹으로 나누었

으며, 그룹별 면담 및 1:1 면담 방식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

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비롯한 자료 수집에 앞서서 
연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참가 의사를 확인하였

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
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를 위해 연구자는 2016년 4월 여자배구

팀을 조직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

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자료와 
연구자의 참여 관찰 자료 및 지도 일지이다. 

심층 면담은 자기표현 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임을 고
려하여 사전에 만든 질문지에 따라 순서대로 질문하되, 
중간 중간에 추가 질문을 제시하는 반구조화 면담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룹 면담은 ①스포츠클럽 시작 ②스포츠클

Table1. Background of subjects

Name Class Group PAPS 
Grade Note

Ji-sun 1 A 1 leader, excellent sports skills

Ha-neul 1 A 2 second leader, strong desire 
to win

Hwan-hee 1 A 3 first apply, invite friends

Jin-sun 1 A 1 late apply, excellent sports 
skills

Ha-nee 2 B 2 second leader, managing 
conflict 

Sun-young 2 B 3 apply after cheering match

So-jin 2 B 2 strong self-expression,
 conflict with others

Table 2. Questionnaire Contents

Main Question

1st

group
interview

Sportsclub Start [April. 2016-May. 2016]
- Why are you apply volleyball team?
- What do you like the most in our volleyball activity?
- How do you think about volleyball?

2nd

group
interview

Sportsclub Tournament [May. 2016-June. 2016]
- How do you feel about sportsclub tournament?
- How’s your change after sportsclub tournament?
- How’s the relationship change after sportsclub 
tournament?

3rd

group
interview

Simple-volleyball League in P.E [July. 2016-SEP. 2016]
- Think about simple-volleyball league in P.E
- Impression about simple-volleyball league in P.E
- How’s the volleyball training with boys?

Personal
 Interview

2nd Semester [July. 2016-SEP. 2016]
- Think about your sports skills
- Relationship with some teammates
- Ongoing participation after simple-volleyball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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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먼저 수집된 자료들을 전사한 후 반복하여 읽으면

서 의미 있는 부분을 스크랩하여 모으는 코딩 과정을 거
친 후, 여학생 스포츠클럽 참여와 체육활동 활성화와 연
계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에게 수집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코
딩과 관련된 자료 분석 및 주제 도출과 관련된 자료 해석

단계에서 질적 연구 전문가인 교수 1인과 박사과정 1인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

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
정하였으며, 자료수집 시간 및 자료 수집 장소 또한 연구 
참여자가 선택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자료가 유출되지 않
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명확

하게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결과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모습

친구 따라 혹은 운동 쫓아 연구자 : "6학년에 들어와서

내가 체육수업을 맡게 되고, 너희들에게 스포츠클럽 

여자배구팀이 생긴다고 홍보를 했었지. 사실 모집하

는 기간 초기에는 환희를 제외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니?"

환희 : "전 5학년 때 코프볼 스포츠클럽에 지원했다가 
선발 시험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올해도 코프볼과 배구 두 
클럽이 있다고 하는데, 코프볼은 또 떨어질까 봐 두려웠

고 배구는 인원도 안찼다고 해서 배구라도 하자고 마음먹

고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하늘 : "전 환희가 여자배구 한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처음에는 코프볼이랑 고민하기도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많이 가기에 배구로 왔죠." ( 2016.5 A그룹 1차 심층 면담 
중 )

하니 : "전 처음에는 다른 스포츠클럽을 신청했는데 떨
어졌어요. 선생님이 대신 배구해보라고 권유했었는데 처
음엔 별로였어요. 배구는 사실 뭔지도 잘 몰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친한 소민이가 같이 하자고 다음에 해보자고 마

음을 먹었죠."
소진 : "전 특별히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

민이가 한다기에 같이 왔어요." ( 2016.5 B그룹 1차 심층 
면담 중 ).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과
도기로서 2차 성징으로 이야기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

와,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
는 등 정신적으로도 급격히 성숙하는 시기이다. 특히 타
인과의 관계 중 또래 집단으로 이야기되는 교유관계는 이
시기의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Shin, 2000). 
이러한 측면을 통해 1차 심층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 스

포츠클럽 참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
인은 바로 교우관계이다. 원하던 스포츠클럽 선발 시험

에서 떨어졌음에도 친한 친구의 권유에 전혀 관심이 없던

배구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하니의 면담 내용에서 이
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환희 덕분에 여학생들이 순식간에 많이 모여서 어느

덧 20명을 채웠다. 체육관에서 시작한 첫 훈련, 좁은 체육

관에서 20명에게 배구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버거웠

다. 무엇보다 같은 반끼리 모여 있는 정도가 심했다. 환희 
중심의 1반, 소민이 중심의 2반, 다연이 중심의 6반까지… 
여자애들만 모아놓은 여자배구팀, 서로 친해져야 팀워크

가 맞을 텐데 조금 걱정스럽다." ( 2016.4 첫 훈련 후 지도 
일지 중)

한편, 이러한 교우 관계 중심의 참여는 배구와 같은 단
체 종목에서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자배구팀 학생들이 3개 반에 집중되어 있고, 세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마찰로 번지기까지

한다면 스포츠클럽 초기 정착기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체육활동은 학생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며, 협동심과 일체감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한다(You 
& Kim, 2008). 교우 관계 중심의 참여를 긍정적인 분위기

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를 증진과 협동심, 팀
워크와 같은 일체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활동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할 교사의 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 : "지선이랑 진선이는 여자배구팀에 어떻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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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게 되었니?"
지선 : "배구가 재미있어 보였어요. 작년까지는 수영을 

하면서 대회도 나갔었는데 올해 그만두게 되어서 운동이

하고 싶었거든요. 여자배구라기에 여자끼리만 하니까 재
미있을 것 같아서 가입했죠."

진선 : "친구 따라서 왔다가 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서 
왔어요."

연구자 : "배구라고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니?"
진선 : "아니요, 배구라서가 아니고 그냥 운동 할 수 있

다고 다음에 왔어요. 태권도도 지금 하고 있고, 운동은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 2016.5 A그룹 1차 
심층 면담 중 )

대다수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에

있어서 교우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순수하게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로 참여하게 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위
에서 제시한 두 연구 참여자의 공통점은 여자배구팀에 들
어오기 전 다른 형태의 신체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꾸준

히 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참여 동기를 가진 여학생들에게는 교우 관계보

다는 운동 기능 향상 측면에서 지도하는 쪽이 더 효과적

일 것이다. 흔히 구기 종목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스포

츠에서는, 신체 능력과 운동 기능 면에서 뒤처지는 여학

생의 참여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고 소외되는 경향(Kim & 
Cho, 2006)이 있는데 신체 능력과 운동 기능이 뛰어난 여
학생의 경우 관계 중심의 스포츠클럽 분위기보다는 실력

향상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는 쪽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배구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연구자 : "4월 달에, 다들 서로 
어색할 때 첫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지. 첫 날에는 내가 리
시브하는 자세, 서브하는 자세를 알려주고 2명씩 공을 서
로 던져주며 리시브 연습을 했었는데 기억나니?"

하늘 : "처음엔 아팠어요, 손목에 멍도 들고 막…"
지선 : "맞아요, 멍도 들긴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처음 

해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서브하는 것도, 리시브 받고 하
는 그런 게 다 재미있었어요."

하늘 : "맞아요, 배우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연
습시간이 부족했어요.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요."
진선 : "아프긴 했는데 배구 자체가 재미있었고, 학교

수업 끝나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평소

에 학교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 
2016.5 A그룹 1차 심층 면담 중 )

하니 : "처음이라서 그런지 공에 맞을 때 아팠어요. 그런

데 자세를 배우고 연습이 되면서 가끔 공이 잘 맞아서 올
라가면 안 아프더라고요. 공을 팔에 잘 맞춰서 예쁘게 올
라가는 걸 볼 때 기분이 좋았어요." ( 2016. 5 B그룹 1차 심
층 면담 중 )

교우 관계가 스포츠클럽 참여 요인에 있어서 큰 부분

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참여를 만들어주는 건 스
포츠 활동 본연의 즐거움이며, 그 즐거움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느끼는 운동능력의 향상

에 해당할 것이다. Yeo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해보지 못했던 운동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느낀다

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여자배구팀 훈련을 시작

하면서 해보지 못한 배구라는 운동을 알게 되고, 배구에 
필요한 운동 기능들의 기초를 익혀 가면서 스포츠 본연

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배구를 통
해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꼈고, 이는 학교생활 뿐 아니라 
수업에도 이어져 보다 나은 성취수준과 내적동기를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Lesque, Zuenhlke, Stanek, & 
Ryan, 2004).

특히 몇몇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이 주어지는 점이 만족스럽다"는 부분은 여러 의미를 가
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족한 신체

활동 시간을 의미하지만 수업 시간 외에 운동할 수 있다

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사
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체육수업을 선호하지 않
는 경향이 있지만, 체육 수업을 통한 신체 활동의 가치는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Lim(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듯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79%가 체육 수업이 체력을 증
진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
다. 남학생들에 비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작지

만, 여학생들도 신체 활동 자체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연구자 : "너희들 포지션에 이제는 잘 이해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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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 "세터 자리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네트를 바로 마주해야 해서 부담감도 있었지만… 이번 올
림픽 때 이효희 선수도 유심히 봤었어요."

지선 : "나는 김연경, 원래 TV에 배구 나오면 안 봤었는

데 이번엔 거의 다 봤어."
환희 : "저도 이모부가 체육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번 올림픽 배구 경기 보면서 이모부에게 질문도 하게 되
고 관심이 많아졌어요."( 2016.7 A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하나로 수업 모형으로 대표되는 체육에서의 간접

경험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Lee & 
Park(2012)의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이 아닌 글 읽기, 글쓰

기와 같은 서사적인 활동조차 체육에 접목되면 여학생들

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간접 경험이 해
당 스포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성립된다.
스포츠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간접 경험에도

관심을 가지고 되고, 그러한 관심이 다시 활동 참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여자

배구팀 활동 기간 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활약은, 배구에 이제 막 익숙해진 초등학교 여
학생들의 참여 요인에 도움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간접 경
험의 활용 또한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떨리고 두렵지만 이기고 싶어요 "학교스포츠클럽 여자

배구리그 시합 첫 날, 굉장히 먼 거리의 학교들과 대결하

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습 시작한지 이제 막 3주가 지났을 
뿐이다. 서브라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연습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상대 학교들은 작년부터 했던 아
이들도 있다는데…아니나 다를까,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 
벌어졌다. 긴장한 나머지 얼어붙은 우리 팀 아이들은 실
수를 남발했고, 리시브 하나 제대로 올라오는 것도 보기 
어려웠다. 다행히 지선이가 서브 실수 없이 침착하게 넣
어준 덕분에 행운초에게 한 세트를 딸 수 있었다. 돌아가

는 버스에서 너무도 아쉽다며 다음 주 부터는 아침에도

날을 잡아서 하자고 한다. 일찍 출근해서 가르칠 생각을 
하니 피곤하기도 하지만 먼저 나서서 운동하자고 하는 녀
석들이 대견하다."( 2016.4 첫 리그 경기날 지도 일지 중)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여자배구리그가 시
작되었다. 첫 예선 시합부터 2패로 모두 졌지만, 한 세트

를 이겼다는 사실에 연구 참여자들을 비롯한 여자배구팀

학생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기록상 2패이지만, 유일하게 
획득한 한 세트가 일종의 성공 경험이었던 것이다. 스포

츠에서의 성공 경험은 참여에 관련된 내적 동기를 긍정

적으로 발현시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Lim et al. 2011).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 흐름에서 나
온 움직임일지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운동 시간을 추가

하자는 여자배구팀 학생들의 태도는 단순히 교우 관계로

시작한 스포츠클럽 활동도 얼마든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 : "4월 말 첫 리그 시합 기억하니? 너희들 배구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되었는데 첫 리그 일정이 잡혔지. 
시합 전날에 포지션 정한다고 아침에 불러서 서브 테스

트하고…"
하늘 : "와, 그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내일 시합이라

는 생각에 막 떨리기도 하고…"
환희 : "전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어요. 내 차례

가 왔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뒤에 있던 애한테 먼저 하라

고 했었거든요."
지선 : "저도 잘 넣고 싶은 기억밖에 안나요. 왠지 여기

서 못하면 내일 시합에서도 실수할 것 같았어요."
연구자 : "그렇게 서브 테스트를 해서 A팀, B팀을 나눠

서 다음 날 시합을 했었지. 우리가 딱 한 세트만 이기고 나
머지 세트는 다 졌었는데, 그때 시합했던 느낌이 어땠니?
환희 : 굉장히 진지했던 기억이 나요. 평소 체육시간엔 옆
에 애들하고 장난치기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
위기라 떨리기도 하고…" (2016.6 A그룹 2차 심층 면담 중)

그러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시합을 통해 성공 경험만

을 얻는 것은 아니다. Kim(1999)은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
수들에 비해 실패에 관하여 더 큰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였다. 내가 실수할 것만 같은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시
합 분위기에서 오는 긴장감은 성공 경험이라는 빛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이다. 특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능 향
상이 느렸던 환희의 경우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상당

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부담감은 경기에서의 
실패와 만날 경우 더욱 더 자신감을 하락시키고 활동 참
여를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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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참여 요인

여학생들만의 아지트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높이는 중요

한 요인에는 신체 능력 개발도 있지만, 스포츠 내에서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기쁨도

빼놓을 수 없다(Weiss, 2000). 이와 관련하여 여학생 스포

츠클럽의 참여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학생

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가입 동
기에 관한 질문에 '여자끼리만 한다기에 재미있을 것 같
아서 왔다' 라는 지선이의 응답은 여학생끼리 모여서 운
동한다는 사실이 운동에 대한 흥미 못지않은 여학생 스포

츠클럽의 중요한 참여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렇게 여학생들만 모여서 하는 점에서 여학생 스포츠클

럽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할 수 있다. 후속 연구로 여학생 
스포츠클럽의 한계와 보완점을 다뤄보는 것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6.28(화) : 환희가 탈퇴 의사를 전달, 같은 반의 OO가 멋대

로 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함.
7.5(화) : 남자애들이 싫어서 코프볼 팀을 탈퇴했던 소현이

가 여자배구팀에 가입을 신청하여 연습 참여

7.9(금) : 1학기 때 몇 번의 권유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진선

이가 은채와 함께 여자배구팀에 가입을 신청하여 첫 연
습 참여

9.6(화) : 개학 후 소현이와 친한 유빈 추가 가입, 환희 복
귀. 하교 후 화장을 한 후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짐(소현, 유빈)
9.20(화) : 진선을 비롯한 몇 명이 연습이 끝나고 체육관에

서 더 있어도 되냐고 물어 17:30까지 시간 보내도 된다고 
허락함. ( 2016.6~9  관찰 일지 중)

위에서 제시한 관찰 일지 중 주목할 부분은 스포츠클

럽(코프볼팀)을 탈퇴했던 소현이의 여자배구팀 재가입

이다. 연구자는 여자배구팀과 함께 혼성 스포츠클럽인 코
프볼팀도 동시에 지도하고 있었는데, 운동 능력도 평균 
이상이었고 교우 관계도 원만한 소현이의 코프볼팀 탈퇴

원인은 다름 아닌 남학생들의 존재였다. 나의 운동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싫고 비난받기 싫었지만, 신체 활동 참
여 욕구를 가지고 있던 소현이는 여학생 스포츠클럽인 여
자배구팀에 가입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Kwon et al(2012)
의 여중생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은 여학생들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장이자, 수다가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라고 
이야기하였다. 운동이 끝나고도 남아서 함께 놀고, 서로 
화장법을 공유하는 등 여학생 스포츠클럽은 체육수업에

서는 찾을 수 없는 그들만의 아지트가 된 것이다.

연구자 : 이번 달부터 남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어땠었니?
선영 : 전 일단 싫었어요. 음, 많이 싫었어요. 일단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하니 : 저도 싫었어요, 하면서 뭔가 눈에 거슬린 다랄까…

( 2016.9 B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아지트에 변화가 생긴 건 7월부

터였다. 간이배구리그 경험을 통해 배구에 관심을 보이던 
남학생들을 보조 역할로써 여자배구팀 선수들의 훈련을

돕게 한 것이다. ‘싫어요’, ‘눈에 거슬려요’라는 강
한 어조의 부정 표현에서 나타나듯 자신들의 운동 장소

에 나타난 남학생들의 존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
호(不好)의 영역이었다. 여자배구팀이라는 이름만큼, 자
신과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 모여 있다는 점은 여학생들은

매우 중시하였다.

 1학기 말부터 체육수업으로 했었던 6학년 간이배구리그

로 남학생들의 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여자배구팀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부터, 왜 여자애들

만 배구스포츠클럽이 있냐면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야

기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여자배구리그 경기 일정도 모두 
끝났고, 목표가 사라져서 그런지 일부 여자배구팀 학생들

은 배구를 배우러 오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놀려고 오는 듯
한 인상을 풍겼다. 참여하고 싶은 남학생들을 몇 명 불러

서 훈련도 돕게 하고, 연습 경기 상대 역할을 맡기면 새로

운 동기 부여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남학생들을 부르기 시
작했다. 일단 두드러진 건 부정적인 효과였다. 여학생들

로부터 ‘걔들 왜 불러요’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

고, 당장 훈련을 빠지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 2016.9 지도 일지 중)

남학생들의 협력적 참여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활동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남학생들의 부재(不在)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점이, 자신들의 신체 활동 정도

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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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 : 남자애들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적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니?
선영 : 남자애들이 역할을 독점하니까요.
하니 : 맞아요, 남자애들이 우리가 하는 것까지 빼앗아서 
해요.
연구자 : 그래도 연습을 도와주면서 너희들에 편해진 부
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싫은 거니?
선영 : 어디가 싫다기보단, 같이 있으면 말도 적어지고 그
냥 불편한 것 같아요.
소진 : 부담스러워졌어요. 스스로 위축된다는 느낌…

( 2016.9 B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독점’이라고 표현한 여학생들의 불만은 대부분 체육

수업에서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Kim et al(2008)의 연구에

서는, 근대스포츠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이 그러한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

기한다. 이는 비단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고 성인

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Yu & Lee, 2006) 기능 중심 체육

수업이 이러한 인식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남학생들의 동참(同參)에 부정

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한편,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대와 연습 시합을 함으

로써 새로운 동기 부여의 에너지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 : 요즘 남자애들이 해주는 보조 역할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니?
환희 : 공을 대신 주워주니까 연습 진행도 빠르고 몸도 덜 
피곤해요.
진선 : 남자애들과 연습 시합을 하는 게 우리끼리 할 때보

다 진행도 빠르고 재미있어요. 우리끼리 하면 서브가 안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지루하거든요.
지선 : 스파이크 연습도 더 재미있어요. 남자애들이 블로

킹을 하는데, 걔네들 블로킹을 넘겨서 공이 코트에 들어

가는 게 뭔가, 굉장히 기분 좋다랄까…

진선 : 맞아요, 우리끼리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남자애들 
블로킹이 생기니까 그걸 넘겨야겠다는 의지 같은 게 생
겼어요. 
( 2016.9 A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비난 없는 활동 시간 하지만 남학생들의 훈련 보조 역할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조차 다 같이 부
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비난이다. 비난은 초
등학교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싫어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특히 경기에서 실수를 하였을 때 쏟아지는 
남학생들의 비난과 힐책이 창피하고 두렵다는 연구 결과

(Yang, 2003)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니 : 평소에 우리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여자배구 훈련

에서도 저희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었어

요.
선영 : 맞아요, 평소에도 같은 친구끼리인데 걔들은 체육 
시간마다 빨리 가서 잡아라, 제대로 해라라며 명령조로 
이야기해요.
하니 : 체육 시간에 간이배구 시합 할 때도 저한테 ‘여자

배구부 주장이면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했어요.
( 2016.9 B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친밀감과 감성 수
용, 돌봄, 신뢰, 즐거움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자신에 대한 정
서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편이다(Kwon, 2006). 
한편, 이러한 남학생들의 비난에는 자신보다 신체조건이 
낮은 여학생들을 약자로 보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승부

욕의 측면도 존재한다. Kim(2007)은 소꿉놀이로 대표되

는 여성의 놀이는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반면, 구슬

치기나 딱지치기와 같은 남성의 놀이는 승부욕을 중시하

면서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남녀의 승부욕 차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중 한 명도 이러한 남녀

의 승부욕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선영 : 점수 세는 걸 실수한 것뿐인데 진짜 눈물이 많이 났
어요. 저한테 눈이 삐었냐면서, 욕을 하는데 아니 그깟 연
습 경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연구자 : 그랬구나, 걔들이 많이 예민했었나보구나. 승부

욕이 강하니까 걔들이…

선영 : 그렇게까지 남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훈련에 나오기 싫어서 계속 빠진 거였어요.
( 2016.9 선영이와의 심층 면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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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사례

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과 연계하여 긍정적인 경
험을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ight & Curry, 2008). 
참여 요인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원하는 것은 남녀 간의 협력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비난이 최소화된 수업이다. 아울러 단순히 교사 위주의 
기능중심 수업이 아닌 학생의 참여를 중시하는 수업으로

친구들 간의 관계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아지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수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

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뛰어나지 않거나 신체활동

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까지 수업에 참여시킬 수 역할을 부
여하고, 적절하게 팀을 구성하여 각자 자신의 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수업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스포츠 교육 모형이 이러한 수
업 설계에 적합하게 여겨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Moon, 2000; Kim, 2003;  Choi & Kim, 2009; Park, 2013). 

특히 연구자는 운동기능이 낮은 여학생의 스포츠교육

모형 참여에 관한 연구(Choi, 2004)에 주목하여 변형 게임

으로 시즌을 운영하고, 다양한 역할 부여를 통해 승패 위
주에서 협력과 사회성 발달 목표로 하는 수업을 다음과 같
이 구안하여 실천하였다. 추후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건
강, 도전, 표현 활동에서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 방안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변형 게임(간이배구)과 스포츠 시즌 운영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폭넓은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해 Sidentop(1994)이 계획한 모형인 스포츠교육모형

의 특징은 시즌 운영이다. 각 반의 학생들은 선수뿐만 아
니라 코치, 사진기사, 경기 기록원, 캐스터와 해설 등 다양

한 역할로 시즌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 스포츠교육 모형의 목표이다. 초등학

교 학사 일정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15
차시로 차시별 수업 계획을 구성하였다. 

규칙 변형은  <Figure 1>와 같다. 배구의 리시브와 토스

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요하는 반면, 스파이크의 경우 네
트의 높이를 조절하면 초심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

에 리시브와 토스 기능을 변형하였다. 
이러한 간이 배구로의 규칙 변형은 심동적 영역과 인지

적 측면에서 경기 관련 기능을 학습하는 데 주요한 효과를

보였다. 정식 배구의 리시브, 토스와 같은 기능들은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스포츠클럽(여자배구팀)을 통해 배운 연
구 참여자들도 숙련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연구 참
여자들은 간이 배구 수업 초반에는 정식 배구 형태가 아니

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쉬워진 기본 기능

Table 3. Simple-Volleyball Lesson Plan

1st - Introduce Volleyball Rule
- Introduce Simple-Volleyball Rule

2nd - Build teams – 2 boys team, 2 girls team
- Simple-Volleyball Serve Training

3rd - Simple-Volleyball Receive Training
- Team Circuit Training – Serve, Receive

4th - Simple-Volleyball Toss Training
- Team Circuit Training – Receive, Toss

5th - Simple-Volleyball Spike training
- Team Circuit Training – Receive, Spike

6th - Preparation for Simple-Volleyball League
- Build a Team Entry for League

7-13th - Simple-Volleyball League 
- Explore Strategies after each match

14-15th - Simple-Volleyball League Play-Off
- After-League Festival

Pictures Changes

Receive rule change :
catch and hold a ball

Toss rule chagne : 
hold and throw a ball

Net change :
Lower the height about

1m 60cm

Figure 1. Simple-Volleybal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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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덕분에 경기 양상이 다양해진 측면에 만족하였고 배구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었다.

연구자 : 1학기 말부터 간이배구 시즌이 운영되었지. 처
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하늘 : 음, 처음에는 가짜배구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

요. 
지선 : 전 스파이크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요. 솔직히 여자배구팀에서 저희끼리 연습을 하면 제대로 
스파이크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간이 배구는 리시

브와 토스가 쉬워지니까 안 해본 친구들도 조금만 연습하

면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선 :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많이 하게 되니까 배웠던 

블로킹도 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블로킹 잘하는 방법

도 팀 애들이랑 이야기하게 되고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 2016.9 A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학생 중심의 시즌 참여

스포츠 활동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수업모형인 
기능중심모형은 세분화된 기능의 반복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그 기능들이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상황에서 습득된 기능은 학생들이 실제 
시합상황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도 크
다(Kim, 2016).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은 기능중

심모형이 아닌 스포츠교육 모형의 자율적 기능연습과 많
은 시합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이를 위해 각 반별로 다른 
7개 반과 한 번씩 모두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정규리그 일
정을 조정하였으며 팀 편성은 각 반 체육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엔트리 표를 제출

하게 하였다. 남자 2개 팀은 실력에 따라 A팀과 B팀으로 
구성하게 하여, 학급 간 실력을 최대한 균등화하여 정규

리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엔트리 표는 <Figure 2>
와 같다. 

이러한 시즌 운영은 정의적 영역 측면에서 연구 참여

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 스포츠 활동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증대(Eime, Payne 
& Harvey, 2008)시키고, 그들 간의 관계와 응집력을 강화시

킨다(Townsend, Moore & Mahoney, 2002). 학교스포츠클럽

(여자배구팀)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각 
반의 팀 편성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참여하였고, 경기 후에도 각 반의 팀 동료들과 함께 시합

에 대해 활발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1, 3반한테 아쉽게 졌구나 너희들.
하니 : 1반은 지선이도 있고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

려니 하는데 3반한테 진 건 진짜 아쉬웠어요. 
선영 : 맞아요,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저희 뭐가 부족

했던 거죠?
연구자 : 블로킹이 너무 약해서 키가 큰 3반 공격수들에

게 득점을 너무 쉽게 내주고 있어.
하니 : 맞다, 저희 다솔이랑 은주랑 키도 크고 한데 블로

킹을 너무 뒤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도 비슷한 얘
기를 했었어요.

선영 : 조세현이랑 걔네들은 맨날 저희보고 이래라 저
래라 시키기만 해요.

하니 : 남자애들은 시합을 거의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 
여자팀이 지는 게 답답한가봐.

( 2016.9 B그룹 3차 심층 면담 중 )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순위결정전

정규리그 일정이 끝난 후 스포츠교육모형의 ‘축제’

요소에 착안하여 간이배구 시즌 순위결정전(Play-O�)을 
진행하였다. 축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정규리그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역할들(캐스터, 사진기자, 경기기록원)을 
추가하였으며 남자부와 여자부 경기를 구분하여 각 경기

를 위해 남자 3팀, 여자 3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순위결

정전의 경기기록은 간이배구 시즌 개인별 시상을 가능하

게 하였고, 캐스터는 즐거움 요소를 확대하였으며 사진기

자가 촬영한 사진은 시상식에 활용되었다. 각 역할은 학생

Figure 2. Simple-Volleyball League Team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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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자율적 운
영은 학생들의 자신감 증가와 불안감 감소(Smith & Smoll, 
1997)에 영향을 미쳐 시즌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즐거움을 
확대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또한 이러한 영향을 통해 
간이배구 경기를 바라보는 시야기 넓어지게 되었는데, 처
음에는 자신의 운동 기능 향상과 경기에 이기기 위한 선수

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던 연구 참여자도 점차 경기 기록

에 따른 개인 순위나 다른 친구들이 맡은 선수 외의 여러 
역할에도 관심을 가지고 되면서, 선수 외적으로 활동을 바
라보는 시야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자: "1위 축하한다, 여자배구팀 자존심을 지켰구

나."
지선 : "조금 아쉽긴 해요. 3반 애들이 자기들끼리 무너

지는 바람에 스파이크 할 기회도 없었어요, 개인 기록도 
잘 받고 싶었는데…"

연구자 : "그러게, 아마도 5반에 시하가 개인 기록은 제
일 잘 나올 것 같다." 

지수 : "정규리그 경기부터 경기 기록을 했으면 더 좋았

을 것 같아요. 하늘이도 그렇고 다들 기록에 관심을 많아

요."
지선 : "지수가 캐스터 한 거 완전 웃겼어요. 다른 애들도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순위결정전까지 끝났다니 아
쉬워요." ( 2016.9 지선이와의 심층 면담 중 )

결론

초등학교 여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 모습은 시작 단계

에서 또래 친구에 대한 모방심리와 해당 운동에 대한 관
심이 나타나며 전개 단계에서는 지속적 참여를 통한 애착

과 시합에서의 승부욕,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나타났

다. 그리고 여학생 스포츠클럽 참여 요인은 아지트로 표
현되는 참여 학생들만의 공간 확보, 남학생들의 협력적 참
여 및 비난이 없는 활동 시간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분

과 체육수업을 연계하여 스포츠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한 
간이배구 시즌 운영을 체육수업 활성화 사례로 제시한 결
과, 규칙 변경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시즌 운영, 학생 중심

의 참여, 순위결정전을 비롯한 축제 요소가 체육수업 활성

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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