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관
학생회관

체육문화연구동

변화하는 학교체육,

스포츠교육과 함께 하기

2019
스포츠교육
한마당

| 일시 |  2019년 8월 10일(토) 09:00 ~ 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체육문화연구동(71-1동)

| 주최 | 

| 주관 | 

| 후원 |   

오시는 길
•     주   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체육문화연구동(71-1동)

•     지하철 :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     버   스 : 5511, 5513, 5516, 5517, 6511, 6512, 6513, 5528, 6514

서울대 정문 혹은 경영대 하차
수의대입구, 보건대학원 앞 하차(길건너 도보이동)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 조희연, 한국스포츠교

육학회 회장 최의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스포츠를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시는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코치, 

생활체육지도자, 무용지도자 등 모든 스포츠교육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스포츠교육한마당은 지난 2009년부터 체육교육한마당으로 학

교체육을 중심으로 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8회동안 

개최되어 온 행사입니다. 올해는 9회째 행사로 행사명을 스포츠

교육한마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체육교육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실천적, 학문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는 체육교

사뿐 아니라 코치, 생활체육지도자, 무용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를 “변화하는 학교체육, 스포츠교육과 함께

하기”로 정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최근 스포츠교육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넓고 다양한 거시적 변화들을 현장에서 스포츠

를 지도하고 있는 스포츠교육자들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

고 공유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교육 현장에

서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 정책적, 물적, 인적,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시대의 새로

운 스포츠교육관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회와 한국스포츠교육학회도 변화하는 한국체육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포츠교육자분들을 본 행사

에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변화하는 학교체육, 스포츠교육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  조 희 연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회장  최 의 창  

사전등록 : 2019. 7. 8(월) - 7. 31(수) 18:00까지

• 신청서를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이메일로 접수(kasp13th@hanmail.net) 
학회 계좌로 등록비 1만원 납부(농협 301-0223-2717-91,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신청서는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홈페이지 www.kasp.c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제출과 등록비 납부가 함께 되어야 사전등록으로 인정 가능

※  등록비에는 자료집 및 기념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권은 접수처에서 개별 

구매 

현장등록 : 8월 10일 당일 현장 등록(단, 현장등록시 등록비 1만5천원) 

※  주차권을 사전에 준비해야하므로,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사전 등록 

요망 



일정 발표  및  내용

09:00 ~ 09:30 등록

09:30 ~ 10:00 개회사 및 축사/축하공연 사회자: 이옥선 (서울대학교)

10:00 ~ 11:00
제1부 강연마당 71-1동 206호

한국체육 개혁의 방향과 스포츠교육의 역할 (최의창, 서울대) 사회자: 박정준 (인천대학교)

11:00 ~ 12:30

제2부 토론마당 (사례별 선택 수강)

학교체육
(71-1동 206호)

● 학교체육 현주소와 

학교체육진흥회의 역할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코칭교육
(71-1동 213호)

● 스포츠와 인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함은주, 스포츠혁신위원회)

무용교육
(71-1동 214호)

● 스포츠와 예술로 만나는 무용 

가르치기: 누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홍애령, 상명대학교 연구교수)

사회자 : 이창현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론자 :   이홍용 (영창중)
         오승환 

(서울강남교육지원청)

사회자: 최원석 (계명대학교)

토론자:  오정훈 (이수중)

        남상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사회자: 이규일 (경북대학교)

토론자:   임수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준희 (한양대)

12:30 ~ 13:30 점심 식사

일정 발표  및  내용

13:30 ~ 15:10

제3부 사례마당 / 체험마당 / 전시마당

초등마당
(71-1동 212호)

• SPARK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등 체육수업

(어지환, 서울광진초)

• Upcycling P.E.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체육수업

(최태경, 서울오류초)

• 언제 어디서나 

놀이체육의 실제

(박주훈, 경기심곡초)

중등마당
(71-1동 206호)

• 교육과정-수업-삶'의 

일체화를 통한 미래 

체육수업의 가치 구현

(김재우, 부산낙동중학교)

• 변화하는 체육수업을 

위한 학습자 과정중심 

체육수업 사례

(정현철, 전북사대부고)

• 기분 좋게 힘든 활동적

인 체육수업 만들기

(정일진, 사수중학교)

체험마당
(체육관)

스포츠참여를 높여주는 

미니멀스포츠 체험

• 3대3농구(KOREA 3x3) 

(이윤희, 학생3대3농구

연맹)  

• 디지털기반 경기기록 

프로그램 체험 (오경태,

학생3대3농구연맹)

• 5대5야구(Baseball five) 

(함태훈, 대한야구소프

트볼협회)

전시마당
(1층, 2층 로비)

•체육수업 관련 전시

•무용 관련 전시

•스포츠 관련 VR 전시

•스포츠관련 도서 전시

• 알·쓸·신·스 (알면 

쓸데 있는 신비한 스포

츠이야기)

- 최신 스포츠과학

- 스포츠 상식

- 최신 스포츠 영화 등

•스포츠 용기구 전시
사회자: 박상봉 (서울교대) 사회자: 제성준 (안남고)

15:10 ~ 15:20 휴식 및 이동

15:20 ~ 17:00

코칭마당
(71-1동 213호)

• 농구 전문 스포츠에서 

코치의 전문성

(정은순, 농구해설위원)  

• 수영 생활스포츠 현장

에서 코치의 전문성

(김경민, 대한수영연맹 

수구중앙 심판) 

• 골프 레슨에서 코치의 

전문성

(함명환, G-FIX 골프 

아카데미 프로)

무용마당
(71-1동 214호)

• 초·중·고 교사를 

위한 댄스스포츠 교실

(박지은, J's Dance 

Studio대표) 

• 즉흥움직임을 통한 

몸의 발견

(하영미, 무브먼트씨어

터 움씨 대표)

• 전통무용을 활용한  

‘사계절 운동’(여름)체조

(윤정옥, 경북예술고등

학교)

사회자: 이은미 (인하대) 사회자: 이정연 (서울교대)

17:00 ~ 17:10 휴식 및 이동

17:10 ~ 17:40

제4부 소통마당 사회자: 서장원 (공주교육대학교)

•스포츠 톡 투 유!

•퀴즈 및 선물 추첨
71-1동 206호 

17:40 ~ 18:00 폐회

변화하는 학교체육, 스포츠교육과 함께 하기

2019
스포츠교육 한마당


