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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 탐구
Exploring on the Educational Aalues in After School Sports-leisur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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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장의 교사가 방과 후 스포츠여가

활동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토 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  의미를 탐구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2011년 수도권 소재의 Y 등학교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학생 3명과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 3명 그리고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3명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

집하 고,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79)가 제안한 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토 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  의미는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 체험〔학생들의 건강  

체력의 향상, 학교생활의 극성 강화, 신체  자기개념  효능감 증진〕,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의 만남, 

교육복지 실 : 교육격차의 해소, 체육문화에의 입문 등이 도출되었다. 

■ 중심어 :∣방과 후∣교육적 의미∣스포츠여가활동∣체육문화∣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ploring on the educational values in after school physical 

programs.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in grades 5 (3), after school parents who are 

interested in sports activities (3), after school sports activities led by experienced teachers in 

three of were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and coded for domain analysis, classification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fter school physical activities,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various values of physical activity experiences, meeting with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educational welfare: the elimination of educational disparities, physical 

culture, introductory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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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등학생들은 성인의 축소 이 아니다. 등학생은 

성인과 다르다. 등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개 

7～12세 사이의 학생들이다. 이 시기는 등학생이 아

동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5～6세의 유치원 아동과 12

세의 6학년 학생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심동 ․사회 ․정서  발달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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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다[1]. 한, 등학생들은 교과내용  체육교과

에 열정 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체육교과를 선호하는 이유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학교체육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가치를 제

공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최근 학교교육에서 경험하

는 학생들의 불안한 감정이나 학업성취의 과정에서 경

험하는 다양한 갈등의 요인과 양상들은 신체활동을 통

해 메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등학생들

이 신체활동을 통해 느끼는 신체활동의 교육 가치로는 

건강  체력의 향상, 도 감과 자신감의 함양, 웃음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신체활동은 크게 

정과 체육으로서의 체육수업과 방과 후 체육활동 등 두 

가지 형태로 나  수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학교교

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방과 후 스포츠 여가활동 한 

학교체육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교육  측

면에서 유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방과 후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교육격차

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을 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

김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는 방과 후 학교의 두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교

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

지를 구 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상을 회복’하기 해 

등장한 제도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과 교육복지를 구 한다는 것이 과연 무

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발문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이들의 문제들에 해 반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지 까지 학교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의 격차

를 해소하기 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지만 부

분의 교육활동이 주지교과 주의 학습내용으로만 일

하 기 때문에 교육  혜택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이

나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 그  방과 후 학교가 두된 것은 학습

자들에게 렴한 비용으로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에서 제시된 교육간 간극을 이기 

한 시도들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보면 교과교육에서 드러

나고 있던 교육 격차 못지않은 잔존 상이 그 로 남

아있다. 컨 , 방과 후 스포츠교육은 렴한 비용의 

활용이라는 방과 후 교육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제시된 

체육활동은 은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소비하

는 신체활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여

건이 허락되지 않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근

하기 어려운 환경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과 후 학교를 통해 교육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역들은 학생들이 교과내용보다는 사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신체활동의 내용들에 

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방과 

후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들이 학습자의 요구조

건에 기 를 두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포츠여가활동의 욕구를 

그동안 얼마만큼 고려해왔는가?’라는 도 검토되어야

만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 등학교에서 다양한 종목과 

활동내용들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으로 편성하여 

운 하고 있다[10]. 이러한 측면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

생들을 심에 두고 활동 내용을 편성한 교육  사례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신체활

동을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습

자 수 에서 가르침(teaching by invitation)을 제공받

을 수 있고,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게 되

고, 그 게 되면  학생들은 폭넓은 체육의 문화에 입문

할 수 있는 토 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과거에 학교에서 운 되었던 학생체력검사 신에 

최근 학교 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도(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가 독립교과로 분리

되어 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체활동과 스포츠여가

활동에 한 새로운 교육  가치를 피력하고 있음을 제

안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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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토해 보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효과를 살

펴보기 한 연구로 학생들의 생활 응이나 만족도  

사회성 진을 한 연구[4][9], 학생들의 신체  자기

개념과 학교생활 응  자기효능감 연구[11],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13][14], 방과 후 스

포츠여가활동과 체력의 계성 검토[6] 등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생들

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

과가 도출되었다. 그 다면 사회성 함양이라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건강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실제로 운 하는 담당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지 까지 부분의 연구가 향이나 효과가 있다는 

형태의 결과 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무슨 향이 

있는지 는 무슨 교육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

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깊이 있는 

생각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부분에 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연구 참여자들

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교육  

방과 처방이 필요한지 등에 시사 을 제공받을 수 있

을 것이다.

구체 으로 연구자들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  의미가 무엇인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한

계가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가치실천 방안을 탐색해나가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학교교

육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갈등 내용〔자살, 학교폭력, 따

돌림 등〕을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학생들이 체격은 좋

아졌으나 체력의 약화로 치닫고 있는 시 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의 건강과 련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  

가능성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장의 교사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

은 무엇이며 단 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여 방

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 를 제공

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1년 수도권 소재의 Y 등학교에서 방

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에 참여하는 5학년 학

생 3명,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심을 갖고 있는 학

부모 3명,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

는 교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학생은 모두 남학생으로 방

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으로 디스크 골 , 축구, 음악 넘

기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

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도서도우미이고, 방과 후 교육활

동에도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참여교사는 

모두 5학년 교사로 유소  교사는 음악 넘기를 담당

하고 있고, 고수선 교사는 디스크 골 를, 김하일 교사

는 축구를 지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하여 모두 가명을 사용하

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의 흐

름과 문맥의 합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 는 학생으로 

혼용하여 사용하 다.

2. 자료수집
심층면담을 한 질문지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과 련된 내용들을 미리 작성한 반 구조화된 면담질문

지를 활용하 고, 학년 말에 연구 참여자들을 상으로 

각각 2회, 20～30분씩 실시하 다. 학생들은 방과 후 

로그램 종료 직후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과정에서 추

가면담이 필요한 내용들은 e-mail과 화로 보충면담

을 실시하 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하여 강좌가 진행되는 학교의 상담실에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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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기

를 이용하여 녹취하 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하여 연구 참여자의 말을 있는 그 로 사하여 

분석과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 다. 

3.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는 곧바로 사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 다.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

료는 Spradley(1979)가 제안한 자료 분석방법  역

분석과  분류분석을 사용하 다. 연구 참여자의 수업일

지와 심층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정독하면서 방과 후 학

교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의 가치 실천을 한 방향

과 련된 주요 개념을 도출한 후 유사한 개념끼리 묶

어 범주화하 다.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

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

다. 한, 질  연구를 수행하는 스포츠교육학 공 

박사학 자 2명에게 연구 반에 하여 검토를 받았

다. 이는 연구자의 주 성을 최소화하고 객 성을 확보

하기 한 방안이다. 

Ⅲ.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

학교체육은 건강 활동, 도  활동, 경쟁 활동, 표  활

동, 여가 활동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올바른 건강 생활 

습 의 형성, 기  체력의 향상, 운동의 기본 능력과 표

 능력의 향상, 바람직한 운동 질서  규범의 형성, 활

기찬 여가 생활 태도의 형성을 한 교육 목 을 설정

함으로써 ‘신체활동 가치의 기 ․심화 교육’을 담당하

게 된다[5]. 이처럼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와 인지  정

서의 통합을 통해 인간이 하나로 완 하게 완성되는 객

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서도 학교체육

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하여  심

동 ․인지 ․정서 인 측면에서 교육  가치가 드러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

생들에게 체육교육의 철학을 그 로 수용하면서 변화

하는 인간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  의미

로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 체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과의 만남, 교육복지 실 : 교육격차의 해소, 체육문화

에의 입문 등을 탐색하 다.

1.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 체험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교육

 효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건강과 체력 향상의 변화를 경험하

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극성을 보이고 있었고, 

정  측면의 사회성을 함양해 나갔다. 특히, 신체  

자기개념  자아효능감 증진이 나타난 것은 학교생활

에 정 인 인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최근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부정  정서 표출 등의 반사회 인 행동과 련하여 

교육 인 시사 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건강 및 체력의 향상
일반 으로 학교의 스포츠여가활동에서 비활동 으

로 참여하거나 낮은 체력수 을 지니고 있는 것은 과체

이나 비만과 한 련을 맺게 된다[16][19][20]. 우

리는 건강의 유무에 따라 기 여명을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다. 부분 사람들이 실천하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

생들도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과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정 인 반응을 보 다. 교사들도 방과 후 스포츠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생활 태도가 좋아

지고 있고, 교실 수업에서도 더 극 으로 참여한다고 

언 하 다. 

최근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으로 부족한 상태

에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에서 매우 

정 인 측면이 있다고 니다(유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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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의 적극성 강화
학생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부정 인 정서를 표

출하는 가운데 정서를 고양하고, 이를 정 인 정서로 

환하여 자신의 신체 리듬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있

었다.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로 하

여  학교생활에 극 인 모습을 보이는 출발 이 되

었다. 

학생들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에

는 체육수업에도 소극 으로 참여를 했는데,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체육수업은 물론 

교실수업에서도 극 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서 디스크 골 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체육수업에서 던지기를 할 때, 

라잉디스크를 활용한 수업에 더욱더 극 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이 에 경험한 내용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수업 참여수 을 가져오게 된

다는 고문수[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체육수업에서 라잉디스크 던지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방과 후 체육에서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가장 잘 한다고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

어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던지느냐고 자꾸 물어 서 

귀찮기도 했었는데, 지  생각해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김하늘 학생).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련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부정 인 정서를 정 인 정서로 만드는데 유용한 측

면이 드러나고 있었다. 학생을 상으로 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서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학

교생활에 더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7][12]. 

3) 신체적 자기개념 및 효능감 증진
학생들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의 참여

를 통해 신체  자기개념의 형성과 학교 응  자기효

능감을 높이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무엇보다 자신에

게 주어진 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하여 높은 기 를 피력하 다. 에는 운동

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조 만 힘들어도 쉬거나 걷기를 

하던 학생들이 음악 넘기를 하면서부터 동작도 암기

하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넘기를 하면

서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좋은 은 운동하면서 재

미도 있고,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면 더욱 더 친해 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참을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

해요(유소  교사).

수업시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어든 것 같아요. 운동

장에서 체육시간에 조 만 힘들어도 쉬던 학생들이 요

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방과 후 체육을 

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좋은 측면이 많

은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심신의 건강

을 해 다양한 방과 후 체육 로그램을 개설하면 좋

을 것 같아요(김하일 교사).

정지혜․정혜리[11]의 연구는 등 학교 장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방과 후 스포

츠여가활동이 신체  자기개념〔외모, 건강, 규칙  운

동, 근력, 스포츠자신감〕과 학교 응  자기효능감 측

면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교 밖의 환경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을 갖

춘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 스

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소질을 발견하고 특성을 계발하

여 자신에게 알맞은 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여 마음

껏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류태호․김병 ․이병 [3]의 성과 운동참가수 에 

따른 학생의 신체  자기개념을 규명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해서 보다 정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의 빈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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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활동 경험이 있으면 신체  자기개념도 보다 바

람직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표내숙․정상훈[13]은 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  자기개념과 정서 차이의 연구에서 

참가 빈도에 따른 신체  자기개념은 유능감, 건강, 신

체활동, 자기존 감, 지구력, 근력 등 신체 반에서 참

여빈도가 많은 집단이 은 집단보다 높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등학생들이 신체활동

을 하면서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의 만남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은 변화를 지향해나가는 원

동력이다. 그 기 때문에 경험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수업에서도 학생들은 경

험과 비 경험 사이에서 수업내용의 이해 부분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1]. 학교체육수업에서 학생

들이 수업의 내용을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을 때

의 수업태도가 완 히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이

에 경험을 했던 내용은 서툴더라도 참여를 하게 되지만 

경험을 하지 않은 내용이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 참여

에 부정 인 태도나 매우 소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방과 후 스포

츠여가활동도 생활체육의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방과 후 체

육활동의 내용이 생활체육의 내용과 유기 인 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생활체육과

의 만남을 유기 으로 구성하는데 정 인 측면이 있

음을 지 하 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자유롭고 즐겁게 즐기고 활동할 수 있

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유소  교사).

어렸을 때부터 신체활동을 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

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요즈음 늘어가는 비만학생에게

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배우

지 못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고수선 교사).

등에서 학습한 신체활동이 등 시 에도 연계되

면 좋을 것 같고, 체육 시간에 할 수 없는 골 , 유도, 

수  등의 문 분야도 시도 회에 참가할 수 있는 수

으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에서 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하일 교사)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생활체육 활동과 련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여가 생활이나 건강을 해 할 

수 있는 일상 인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체육  문체

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습 은 제 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 으로 익힌 체육 활동들은 자

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생활세계로 체화

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 인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체육 등에 참여하게 되고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

게 익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 하고 있다. 지 까지 

많은 연구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  가치

가 피력된바 있다[4][6][8][9][11][13][14]. 

3.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의 해소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장 은 수강료

가 렴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진행된 Y 등학교에

서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약 5% 증가 추세를 보 다. 

이는 인근의 사회체육시설보다 상 으로 비용이 

렴하고, 개설 강좌도 인근 시설에 없는 강좌들이기 때

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 유인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좌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추

후 개선의 여지로 남아있다. 

최근 등학생들의 비만이 사회 상으로 등장하면

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건강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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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도 스포츠여가활동이 교육격차의 해소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 복지 실 을 해서 교육

 가치와 순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해  것을 제안하 다. 

수강료 부담이 어서 좋습니다. 사교육 기 은 수강

료뿐만 아니라 기타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비용부

담이 많아요. 말 그 로 사교육은 리를 추구하는 것

이 목 이기 때문에 학교와 많이 다릅니다. 학교가 공

교육을 주로 한다면 사교육 기 은 사 인 리 주

의 사업이 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교육의 표  

기 인 학교가 교육 인 부분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차미  학부모).

학교가 극 으로 나서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 지 않으면 사교육에 공교

육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재 각 학교별로 

운 되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은 비용이 

렴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의 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측면입니다(김수정 학부모).

4. 체육문화에의 입문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문화를 총체 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것

을 강조하 다.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신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체육문화를 

창조 으로 계승․발 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항양하는 

교과이다.”라고 명시하 다[5]. 

국가수 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체육이 사설 

체육기 과는 달리 스포츠 종목의 기능을 배우고 움직

임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을 벗어나 체육이라는 통문

화를 통해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람

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체육문화를 창조 으로 

계승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방과 후 체

육 활동을 극 으로 권장하고 있다[5]. 컨 , “단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할 때, 체육과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 에서 학교 특성을 고려

한 신체활동을 학생들에게 한 개 이상을 선택하여 지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지도 교사나 학교 계자  체

육행정가들도 학교체육이 체육 문화를 승하는 차원

에서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개인의 여가활동과 다양한 사람들과

의 을 통해 학생들이 심동 ․인지 ․정서  건

강을 통해 체육문화에 바르게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17].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의 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체

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부분의 교사들은 이 부

분이 부족해요. 특히, 체육을 지도할 때에는 체육에 

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게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하일 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향을 받지 않고 다

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직․간 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신체활동 로그램들을 선정하

여 운 해야 합니다(고수선 교사). 

Ⅳ. 결론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심동 ․인지

․정서 인 측면에서 교육  가치를 제공하는 등 

정 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건강  

체력의 향상, 학교생활의 극성 강화, 신체  자기개념 

 효능감 증진 등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생활

체육의 경험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해 주고 있었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교육

격차의 해소와 같이 교육복지 실 에 기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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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넷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체육이라는 

통문화를 통해 자신  세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품

성과 사회성을 갖추도록 하며 체육문화를 창조 으로 

계승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건

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방과 후 스포

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교육 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체육이 생활체

육과 연계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

장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정 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학교상황

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보다는 상 학교의 입시와 

련된 부분에 더 큰 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

생들의 건강과 바른 인성의 함양을 해서는 이를 법

·제도  방안으로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  신체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에게 스포츠여가활동에 극 으로 참

여하도록 하고 건 한 체육문화를 육성하기 해서는 

창의 인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학생들이 

학지원 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내용을 입시에 반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  

가치를 드러내는 활동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성을 강

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제성을 동반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과 정 인 문화

의 공유를 해서는 국가사회 인 차원의 심과 지원

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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