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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체육 수업을 위한 초·중·고교 체육교사 간 온라인 수업 운영의 차이와 온라인 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교과연구회에 소속 된 166 명의 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교차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성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고용 유형에 따라 온라인 체육 수업의 방법과 동기에 차이가 있었고 개선에는 차이가 없었
다. 셋째, 교직 경력에 따라 온라인 체육 수업 동기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체육 수업
을 위한 교육 및 교사의 적응 및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COVID-19, 온라인 스쿨, 체육 교사, 원격 체육 수업, 원격 수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 teaching method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or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he improvement of online education. To this end,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166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elonging to the Busan Metropolita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community,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There 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der, starting with online school.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ethod sand motivation so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according to the type of employmen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improvement.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ivation for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according to the teaching career.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efforts will be needed to promote the adapt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eachers for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Key Words : COVID-19, Onlin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Remote physical education class, 
Remot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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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에 
확진된 것을 확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
계로 상향하였다[1].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여 확진 환자가 
계속 추가될 가능성을 두었다[2]. 이러한 격상단계를 거
쳐 바이러스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사그라들지 않
았으며, WHO의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팬
데믹)’를 선포로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
다[3]. 이러한 영향 속에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새로운 만
남과 설렘이 있는 3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멀리
하며 학교 현장에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낯선 수업방식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신종바이러스인 COVID-19
는 비말과 호흡기, 그리고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침투
되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비접촉 외에는 백신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
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마스크와 소독제를 긴급 지원하
여 대비하였고 3월부터 총 4차에 걸쳐 개학을 연기하였
다[4]. 그리고 결국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
였고,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를 유지하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
였다. 이로써 국내 교육체계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맞이하
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수업일수는 기존의 수업일
수보다 1/10 범위 내로 감축되었으며, 휴업 3주차 까지 
학습콘텐츠, 일일학습 안내 등 갑작스러운 수업진행 변화
에 교사들은 많은 혼란과 동시에 수업 준비로 바빠졌다. 
이런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는 중에 체육
수업은 실기 수업 진행을 온라인으로 준비해야하기 때문
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동
적으로 교류가 많은 체육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5]. 현재 온
라인 체육수업은 국·내외로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여 
체육수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되어 졌으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에 맞추어 온라인 체육수업
도 여러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면서 국내·외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기술과학 분야에서 
40여 편[9],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40여 편[10,11], 기타
분야는 소수의 연구[12,13] 등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

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잠식되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하였고, 그에 대비한 여러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었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COVID-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져 왔으나 아
쉽게도 국내에서 체육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간헐적
으로 실시되었다[14,15].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한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에 있어 성별, 교직경력, 재직유형에 따른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교사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개선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COVID-19의 종식 이
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원격 체육수업을 실시

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의 수업진행방법 파악과 개선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2020년 4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체
육교사 중 체육교과연구회 커뮤니티 체육교사 166명을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이에 따른 조사도구로는 구글 드
라이브를 이용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개방형 설문
을 진행하였다. 설문 구성내용은 스포츠교육학 교수 1인
과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재직학교
유형, 교직경력 등의 3문항과 온라인 체육수업에 대한 실
시방법, 동기, 고충 및 개선점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이후 응답 내용에 대해 귀납적 범주화를 실시하였으
며, 스포츠교육학 교수 1인과 스포츠교육학 박사과정 2
인과 함께 2차에 걸쳐 전문가 검토 및 동료 간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2.2 자료 분석 및 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토대

로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스포츠 교육학 
교수 1인에게 전문가 검토와 교육학 박사 과정 2인과 동
료 간의 협의(peer-debriefing)를 통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최종 범주화 된 
내용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교수학습방법
을 선택하게 된 동기, 온라인 체육 수업 실시방법, 온라인 
체육수업 실행 시 고충과 개선점 질문에 대한 개인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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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카테고리 분류하여 일반적 특성과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에 따른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범주화된 내
용은 Table 1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ion personal opinion Category 

Motivation 
to choose 

curr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Promote after self-training
Personal judgment

communicates with students

Office of Education Guide School board & Subject 
Research GroupTraining research groups

Subject consultation Interdisciplinary 
consultationdecision school 

Choose from school school & 
Recommended by 

fellow teachersResearch with colleagues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use of YouTube
Mixed form

Personal research 

Use of zoom
Real-time interactive Attendance and class progress 

through zoom

Proceed to ebs online 
Use existing videos

Use of e-learning center

Task-based class
Task-oriented

Feedbacks to assignment classes

Grievances 
and 

improveme
nts

Lack of methods to check student's Difficulty in class 
interactionSudden errors online

Lack of equipment Lack of alternative 
skillsLack of content distribution

Lack of space Activity Space 
ConstraintsPhysical activity restrictions

Difficulty in editing Lack of personal 
competenceLack of online teaching experience

Lack of training on the platform
Lack of information 

gatheringLack of physical education-related 
content

Difficulty in inducing students to 
motivate

Unfamiliar experience 
Difficult to guide students in the 

absence of sight

Class specificity restriction of 
physical education Limitations of  practical 

guidance
Poor student motivation

Table 1. Contents categorizing open surveys

온라인 수업 운영 동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카테고
리 분류는 ‘개인적 판단’, ‘교육청 및 교과 연구회의 안내’, 
‘교과 간 협의’, ‘학내 및 동료교사의 추천’ 순으로 분류되
었으며, 수업실시방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 분
류는 ‘혼합형태’, ‘실시간 쌍방향’, ‘기존 동영상 활용’, ‘과
제 중심’ 등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충과 개선점
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는 ‘수업 상호작용

의 어려움’, ‘대체기술부족’, ‘활동공간제약’, ‘개인역량부
족’, ‘정보수집부족’, ‘온라인 수업의 생소한 경험’, ‘비대면 
실기지도의 한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자료처리방법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비모수통계방
법 중 하나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체육교사 간 온라인 
수업 운영 차이 결과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의 유의수준
은 p<.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온라인 수업 운영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온라인 수업 동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에서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및 교과연구회 안내’가 33.1%, ‘개
인적 판단’ 32.5%, ‘교과 간 협의’ 20.5% 등의 순으로 ‘교
육청 및 교과연구회 안내’에 따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교사의 경우에서 ‘교육청 및 교과 연
구회 안내’ 32%와 ‘교과 간 협의’, ‘학내 및 동료 교사 추
천의 의견’과 6.0%로 차이를 보였고 남교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비율로 답변 문항들이 나열되었다. 따라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Q1. Motivation to choose 
current teaching method male female All

Personal judgment 49(34.8) 5(20.0) 54(32.5)

School board & Subject 
Research Group 47(33.3) 8(32.0) 55(33.1)

Interdisciplinary consultation 28(29.9) 6(24.0) 34(20.5)

school & Recommended by 
fellow teachers 17(12.1) 6(24.0) 23(13.9)

All 141(100) 25(100) 166(100)

χ2 3.796(.284)

Table 2. Motivation to selec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rough online classes

 

성별에 따른 온라인 체육 수업 실시 방법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혼합형태’를 선택한 비율이 
34%이며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남교사 34%, 여자 
40%로 ‘혼합형태’를 선택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남교사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기
존 동영상 활용’에서 적은 차이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
며 여교사의 경우에서는 ‘과제 중심’의 선택도 유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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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School type
All

Elementary middle high

Mixed form 3(15.0) 37(37.8) 18(37.5) 58(34.9)

Real-time 
interactive 0(0.0) 26(26.5) 14(29.2) 40(24.1)

Table 6.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 실시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Q2.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male female All

Mixed form 48(34.0) 10(40.0) 58(34.0)
Real-time interactive 37(26.2) 3(12.0) 40(24.1)
Use existing videos 37(26.2) 8(32.0) 45(27.1)

Task-oriented 13(9.2) 4(16.0) 17(10.2)
Etc 6(4.3) 0(0.0) 6(3.6)
All 141(100) 25(100) 166(100)
χ2 4.280(.369)

Table 3.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다음 성별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을 실행하면서 어려
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의 교차분석은 
Table 4와 같다. 남교사는 ‘대체기술이 부족함’에 22.7%
의 응답을 가장 높게 보였고, 여교사의 경우에도 28.0% 
비율로 같은 답변을 보였다. 그러나 남교사는 ‘수업 상호
작용의 어려움’ 및 ‘개인역량 부족’에 17.0%로 응답함으
로써 미비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교사의 경우에도 ‘개인
역량 부족’ 20% 응답을 보이면서 서로 간의 유사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적으로 교사들 
간의 성별에서 고충 및 개선 필요 점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p>.05). 

Q3. Grievances and 
improvements male female All

 interaction difficulty 24(17.0) 2(8.0) 26(15.7)

Lack of alternative skills 32(22.7) 7(28.0) 39(23.5)

Activity Space Constraints 13(9.2) 3(12.0) 16(9.6)

lack of individual ability 24(17.0) 5(20.0) 29(17.5)

Lack of data gathering 10(7.1) 1(4.0) 11(6.6)

Unfamiliar experience 22(15.6) 4(16.0) 26(15.7)

Limit of practical guidance 15(10.6) 2(8.0) 17(10.2)

Etc 1(0.7) 1(4.0) 2(1.2)

All 141(100) 25(100) 166(100)

χ2 3.997(.780)

Table 4.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Running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3.2 재직학교유형에 따른 온라인 수업 운영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재직학교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중 현재의 교수학
습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개인적 판단’이 33.1% 가장 높고, 초등
학교 교사의 수업진행방식에서 ‘개인적 판단’이 50%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반면,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
사는 ‘교육청 및 교과 연구회 안내’에 40.8%씩 응답을 보
여 검증은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Q1. Motivation to 
choose current 

teaching method 

School type
All

Elementary middle high

Personal judgment  10(50) 23(23.5) 21(40.8) 54(32.5)

School board & 
Subject Research 

Group
2(10) 40(40.8) 13(27.1) 55(33.1)

Interdisciplinary 
consultation 3(15) 20(20.4) 11(22.9) 34(20.5)

school & 
Recommended by 

fellow teachers
5(25) 15(15.3) 3(6.3) 23(13.9)

All 20(100) 98(100) 48(100) 166(100)

χ2 16.092(.013)*

*p<.05

Table 5. Motivation to selec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rough online classes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 실시방법에 따
른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혼합
형태’가 34.9%를 보이며 교사들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온라인 수업 실시방법이었으며  다음 ‘기존 동영
상 활용’ 27.1%, ‘ 실시간 쌍방향 수업’ 24.1% 순으로 나
열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교사는 
‘기존 동영상 활용’에 80%의 많은 의견을 보였으며, 중학
교 교사 및 고등학교 교사는 ‘혼합형태’에 각각 37.8%, 
37.5%의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혼합형태’ 응답율은 15.0%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의견을 보였다. 검증은 온라인 체
육 실시 방법이 재직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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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existing 
videos 16(80.0) 21(21.4) 8(16.7) 45(27.1)

Task-oriented 0(0.0) 12(12.2) 5(10.4) 17(10.2)

Etc 1(5.0) 2(2.0) 3(6.3) 6(3.6)

All 20(100) 98(100) 48(100) 166(100)

χ2 36.031(.000)***

***p<.001

다음은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을 실행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에 대
한 교차분석결과로 Table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 
기술이 부족함’ 23.5%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
학교 교사는 ‘개인역량부족’ 30%, ‘대체기술 부족’ 25%에 
응답에 대한 차이가 적었다. 중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교
사 또한 ‘대체 기술 부족’에 25.% 및 27.1%를 보여 약간
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재직유형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에서 느꼈던 고충이나 개선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Q3. Grievances and 
improvements

school type
All

Elementary middle high
 interaction difficulty 5(25) 15(15.3) 6(12.5) 26(15.7)

Lack of alternative skills 1(5) 25(25.5) 13(27.1) 39(23.5)
Activity Space 

Constraints 3(15) 9(9.2) 4(8.3) 16(9.6)

lack of individual ability 6(30) 17(17.3) 6(12.5) 29(17.5)

Lack of data gathering 1(5) 6(6.1) 4(8.3) 11(6.6)

Unfamiliar experience 1(5) 16(16.3) 9(18.8) 26(15.7)
Limit of practical 

guidance 3(15) 8(8.2) 6(12.5) 17(10.2)

Etc 0(0) 2(2.0) 0(0) 2(1.2)

All 20(100) 98(100) 48(100) 166(100)

χ2 12.534(.564)

Table 7.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Running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3.3 교직경력유형에 따른 온라인 수업 운영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교직경력에 따른 교차 분석 중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
면서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체적으로 ‘개인적 
판단’이 33.1%로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지함이 높았으며 
1∼5년 미만 및 6∼10년 미만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는 
‘교육청 및 교과연구회 안내’ 34.1%와 50%로 나타났으
며, 11∼15년 미만부터 20년 미만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
사는 ‘개인적 판단’ 각각 36.4%, 57.7%, 20년 이상의 경

력을 가진 교사는 ‘교육청 및 교과 연구회 안내’ 30.4%로 
나타나 검증은 교직 경력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
면서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탁하게 된 동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Q1. Motivation to 
choose current 

teaching method 

Teaching career(years)
All

1-5 6-10 11-15 15-20 20 

Personal judgment 12(27.3) 8(20.0) 12(36.4)15(57.7) 7(30.4) 54(32.5)

School board & 
Subject Research 

Group
15(34.1)20(50.0) 7(21.2) 4(15.4) 9(39.1) 55(33.1)

Interdisciplinary 
consultation 10(22.7) 7(17.5) 9(27.3) 6(23.1) 2(8.7) 34(20.5)

school & 
Recommended by 

fellow teachers
7(15.9) 5(12.5) 5(15.2) 1(3.8) 5(21.7) 23(13.9)

All 44(100) 40(100) 33(100) 26(100) 23(100) 166(100)
χ2 20.938(.050)*

*p<.05

Table 8. Motivation to selec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rough online classes

교직 경력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 실시방법에 대한 
교차분석은 Table 9와 같다. 전체적으로 ‘혼합형태’가 
34.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동영상 활용’ 27.1%, 
‘실시간 쌍방향 수업’ 24.1% 순으로 나타났다. ‘혼합형태’
는 1∼5년 미만부터 15∼20년 미만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 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5년 미만 40.9%, 6
년∼10년 미만 30%, 11년∼15년 미만 33.3%, 15년∼
20년 미만 38.5%로 각 교직 경력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
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집단은 ‘기존 동영상 활용’이 43.5%로 가장 
높은 선택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교직 경력
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 실시방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Q2.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Teaching career(years)
All 1-5 6-10  11

-15 
 15
-20 20 

Mixed form 18(40.9) 12(30.0) 11(33.3) 10(38.5) 7(30.4) 58(34.9)
Real-time 
interactive 11(25.0) 11(27.5) 7(21.2) 6(23.1) 5(21.7) 40(24.1)

Use existing 
videos 9(20.5) 10(25.0) 8(24.2) 8(30.8) 10(43.5) 45(27.1)

Task-oriented 5(11.4) 6(15.0) 5(15.2) 0(0.0) 1(4.3) 17(10.2)
Etc 1(2.3) 1(2.5) 2(6.1) 2(7.7) 0(0.0) 0(3.6)
All 44(100) 40(100) 33(100) 26(100) 23(100) 166(100)
χ2 12.739(.692)

Table 9. How to conduct an online gym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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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력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의 어려움 및 개선 
필요에 대한 교차분석은 Table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기술 부족’에 23.5%의 답변을 보였으며 1∼5년 미
만의 교사들은 34.1%, 6∼10년 미만의 교사들은 25%의 
‘대체기술 부족’에 의견을 보였다. 또한 11∼15년 미만의 
교사들도 ‘대체기술부족’ 21.2%의 의견을 보였으나 15∼
20년 미만의 교사들은 ‘개인역량 제약’ 26.9%에 개선 필
요의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교사들은 ‘대체
기술 부족’, ‘개인역량제약’, ‘온라인 수업의 생소한 경험’
에  21.7%의 동일한 비율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토
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대체 기술 부족’ 및 ‘개인역량 
제약’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Q3. Grievances & 
improvements

Teaching career(years)
All

1-5 6-10 11-15 15-20 20 

 interaction 
difficulty 5(11.4) 7(17.5) 6(18.2) 6(23.1) 2(8.7) 26(15.7)

Lack of alternative 
skills

15
(34.1)

10
(25.0)

7
(21.2)

2
(7.7)

5
(21.7) 39(23.5)

Activity Space 
Constraints 5(11.4) 1(2.5) 6(18.2) 3(11.5) 1(4.3) 16(9.6)

lack of individual 
ability

5
(11.4)

10
(25.0)

2
(6.1)

7
(26.9)

5
(21.7) 29(17.5)

Lack of data 
gathering 2(4.5) 2(5.0) 3(9.1) 2(7.7) 2(8.7) 11(6.6)

Unfamiliar 
experience 6(13.6) 8(20.0) 5(15.2) 2(7.7) 5(21.7) 26(15.7)

Limit of practical 
guidance 5(11.4) 2(5.0) 3(9.1) 4(15.4) 3(13.0) 17(10.2)

Etc 1(2.3) 0(0.0) 1(3.0) 0(0.0) 0(0.0) 2(1.2)

All 44(100) 40(100) 33(100) 26(100) 23(100) 166(100)

χ2 26.714(.534)

Table 10.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Running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es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체육 수
업이 전면 중단된 후 체육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이 실시
된 상황에서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교사들의 고충 및 개
선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비대면 교육 상황에 대비
하여 온라인 수업구축의 보완 및 필요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첫째, 온라인 체육 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에서는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 온라인 수업방

법, 온라인 체육수업에 대한 고충 및 개선점에서 교사들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교사 및 여
교사 간의 응답한 문항 비율이 비슷한 차이를 두고 있었
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새
롭게 시작하게 된 수업 환경에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 환
경을 제공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16]. 
둘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재직유형은 동기에서 모든 재
직유형은 전반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높은 비율을 두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중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교사는 ‘교
육청 및 교과 연구회 안내’에 대한 선택이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직학교유형에 따른 차
이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과목을 한 교사가 진
행함에 있어 수업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등‧
고등학교 교사들과 다른 응답을 보인 것으로 여겨졌다
[17]. 재직유형의 온라인 체육 수업 실시방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혼합형태’를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오
면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영상수업과 콘텐츠 및 과제의 
‘혼합형태’를 선호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사는 ‘기존 동영
상 활용’이 더욱 높은 비율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 간의 수업 참여 및 진행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18]. 그리고 
재직학교유형에 따른 고충 및 개선점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대체 기술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온라인 
체육수업 실시에 있어 수업준비 부족 및 환경적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체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할 것
으로 보였다. 셋째, 교직경력에 따른 온라인 체육수업 방
식에 대한 분석으로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재직유형별 
수업 진행에 따른 활용 및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재직유형에서
도 ‘대체 기술 부족’에 대한 답변이 높음으로 성별과 같이 
교사들 간의 고충이 비슷함과 개선을 바라는 것이 유사
하였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중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여 일반화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
운 유행병으로 온라인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Post-COVID)에 대비하여 중등체육교사들의 온
라인 체육수업 실시방식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에 앞으로 온라인 체육 수업이 점차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알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
으로 변화될 온라인 체육수업에 대한 중등체육교사들의 
인식 개선과 콘텐츠 개발 및 교육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
를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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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사들 간의 차이는 성별
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둘째, 재직학교유형은 온라인 체육
수업 방법과 동기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
직 경력에서 온라인 체육수업 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본 연구의 B도시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이
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체육실기 수업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지도방법에 대해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에 대
하여 교사 및 학생들 간에 적응 불편 및 상호작용 어려움 
속에서 현재 4차 산업에 대해 변화되고 연구되어져야 하
는 필요성을 느낀점을 의견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전염병 및 4차 산업의 변화로 현장 수업과는 다른 보
편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진행방식이 발전될 것을 기
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 도시의 교과연구회 소속 교사
들의 의견에 기울인 제한점이 있으므로 수업 개발 과 관
련된 플랫폼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되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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